
〈특별기고〉 

서양인들이 관찰한 조선의 모습들(제3회) : 
챙일전쟁 발발 직전으로부터 조선의 
망국까지의 시기 

1 ’! ; 동아일보시 

이 운헌조사는 엉일전쟁 일일 직전으로부터 죠선의 국런상실까지의 16딘 

의 시기에 조선융 관징힌 서앙인률의 기륙틀을 섬영하고자 힌다 그 기록툴 

에 조선이 어영게 비쳤던가를 주로 정치학적 관점에서 상피고자 힌다 

쭈셰어 {모두 인영 IAß)임} 캐언디시 일른 비용 커즌 폰 므란트 이 

노우에 월렌도르프1 일렌 샌즈 로제티 운쉬 매켄지 런던 그링스트 얻 

어트 래드 제일 

L 문제의 쩨기 

툴이켜보연 갑요년(甲午if)인 1894년과 을이년(ζ朱年)인 1895년은 조선의 영 

운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얘우 중요한 전환의 시정이었다 1894년 전반기에 조선 

에서는 동학놓민등이 주축이 된 혁영적 용기가 있었으여 이것융 구실상아 갱과 일 

본이 조선에 파앵하연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일본군의 우세 속에서 1894년 후 

반기에 조성에서는 친일내각이 성립됐고 이 내각은 갑오경장(띠午핏랬)이라고 을 

린 개혁운동을 시작했다 1895년 전반기에 갱일전쟁이 일본의 숭리로 귀경핑에 따 

라 조선에서 갱의 영향력은 경정적으로 강퇴한 반연에 일온의 영향력응 크게 증대 

왔다 

이러한 새 상황응 1895년에 대내외적으로 일본에 대한 견제로 이어졌다 우선 

러시아는 독일 및 프랑스와 함께 공동으로 일본을 앙박해 일온으로 하여금 숭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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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갱으로부터 얻게 왼 요동반도용 포기하게 얀플었다 。l것융 보고 민비가 

중싱이 된 죠선조갱 안의 반일세력옹 러시아흉 끌어들여 일본에 항거하기 시작했 

다 이것에 잊서 일본은 인비룹 시해한 융미사연올 일으켜 이를바 인아거일(引없 

엄B) 세픽에 타격을 입히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이 사건은 고 

종으로 하여금 러시아공사판으로 파천해 친러내각올 총엉시키도꽉 안용었다 

고종용 1 897년에 환궁해 대한제국의 성링옹 선포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 사 

이의 갈퉁과 대립이 격화외는 가용데 대한제국의 영운용 생정 z}딱해져 갑다 

1 904년에 01갱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으여 1 905년에 이 전쟁옹 일 

본의 숭리로 매듭지어졌다 미국과 영국이 대한재국에 대한 일온외 지배융 숭인함 

에 따라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션락했으여 5년 뒤 국권융 상실하게 댔 

다 이 회는 1894년으로부터 1 9 1 0년까지의 16년 동안 조선융 경험한 서양인을의 

한항융검토하기로한다 

II 챙일전쟁& 전후안 시점으로부터 아관따천& 전후안 시점까 
지의기록듬 

1 서앙 탐험가들의 조선당시 

캐번디시의 ’코리아와신성안액두신j 죠선。l 정치척으로 외교적으로 동아시아의 

격휴 속에 여알려틀어가는 1890년대에 셔양의 당헝가를파 여앵가를의 조션 탕방 

온 잦아졌다 그들은 물흔 당방올 끌낸 뒤 견운륙을올 출판혔다 그것용 가용에 우 

션 영국군 장교 출신의 알프레드 에드워드 존 캐언다시 (Alfred Edward John 

Cave쩌ish)의 '51리아와 신성한 액두산(Korea and rhe Sacred White MQ ‘ntain )J융 지 

객항 수 있다 1) 조선의 관리즙과 선비툴 역시 액두산올 답사하고 그 기흑올 냥겼 

1) Alfr혀 Edwι'd John Cave떠ish ， KorUl and Ihl Sacrtd While M.“‘main: &ing a Bri4 Acrount 01 a 

10ιmey in KorttJ in 1891 (Londoo: G. Phîlip & 500. 1894) 이 에옹 coo“ance J. D. Tay\or 

Kouans α H .... πe lmprt.μioru of a scαs‘.'Oml/II (Paris: Cassel ar잉 Co. , 1904) 잊 E11~야 

W얘Jlef. Korta: T7u! Old and싸 New (New Y crk: FIeJ피ng H. ReπIICom어ly， 193 1 )와 앙깨 

'è세용아세아서양어자료용서 14이(서융 경인문화사‘ 200 1 )에 앙용되어 있다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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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그러나 서양인의 백두산 풍정기는 아아도 이 책이 두 언째일 것이다 31 

캐언디시는 강은 영국군 대위 충신인 울드 아당스(G∞ d-Adams)와 함께 조선에 

서의 호랑이 사냥과 액두산 퉁정융 옥표로 189 1년 8월에 제울포에 도착했다 그을 

응 원산을 거쳐 10월 초에 액두산 인근에 도착했다 그러나 캐번디시는 액두산 동 

정융 포기했으며 아당스안 1 1월 초까지 액두산 동정을 아쳤다 

캐번디시는 서울의 가구는 약 3O.tXXlO] 며 인구는 약 잉0 여lOol 라는 통계릎 제시 

했다 그는 기존의 서양인들이 그렇게 썼듯 "，짜리가 프랑스의 싱장인 것져렁 서 

울은 코리아의 싱장 또는 그것 이상이다([Seoul] is as much lhe hean of Korea. or 

rather more sιas Paris is the hean of France.) 라고 썼다(Cavendish 1894. 24 ) 서용이 

코리아의 심장이기 때문에 모든 판리들은 지땅에서의 생활을 정멸하고 서울이 아 

닌 곳틀에서 사는 사항틀은 자신틀의 슬프연서 지추한 생할을 한탄한다고 그는 텃 

같였다 

캐언다시는 조선정부가 왕비와 그녀의 척측의 손에서 싹우되고 있다고 보았다 

국왕윤 정신적으로나 육셰적으로 취약해서 싱지가 굳은 왕비의 손에서 괴회가 했 

으여 모든 판직을은 왕비의 친척을과 추종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 

것이다 그러연 왕비와 그녀의 척족은 국정올 어영게 운영하고 있었던가? 그는 그 

틀이 모든 관직틀용 팔고 있으며 판직툴올 산 사랑들은 그 돈올 되찾을 뿐안 아니 

라 고관들에게 바치기 위해 액생들올 쥐어쩌낸다 고 비판했다 그는 서윷이 ‘쥐 

어쩌냉 과 부패의 원천이라고 주장했다 국왕과 왕비는 그렇게 획득한 금션을 사 

치와 미신척 행위등 그리고 연덕스런 짓들에 쓰고 있다끄 그는 개탄했다 

의 앙역용은 다옹이다 조앵욕1 11!'!'양) 옳검 r액두산으로 가는 깅 영국군장교의 액우 

산 퉁정기， 1서용 샅링용딴사 뼈8) 

2) 깅지냥(金염며) 외 저 이상태 l 'f-lll찢) 외 역 r조선시대 선비을의 액두산 당사기， 1서 

융 뼈안 1998 ) 이 책용 김지냥의 r륙갱옥I j tliEi\l) ，과 악권(朴111)의 r욕정일기 IjtlE 

8WJ 그리고 이중하(주l!iJ[)의 r액두산일'1 ， 퉁 엘곱 연의 액두산 당사기호 구성됐 

다 

3) 액두산올 보고 기륙으로 냥긴 최초의 서양인용 중국에 천주교용 포교하려 왔던 영기에 

충신 에수회 선교사 에르다냥 에르비스트(Ferdi.nar얘 Verbiest)였다 또 액두산융 등정한 

척초의 서양인은 1889년에 액두산융 등갱했언 중국주재영사 갱양(c.w. Campbell )이었 

올 것이다 갱생화 「혜제J r근세동아새아서양어자료총서 J45J (서올 경인문화사 

2(01), 14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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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endish 1894. 24-26) 

여기서 토혼할 대옥은 쥐어쩌냉 이다 다른 것을도 그러하지안 특히 이것은 

서양인을의 죠선판왈기들에서 자주 반복왼다 예컨대 1 901년에 고종을 직접 만났 

언 스코용랜드 충신의 콘스탄스 테일러 (Con잉m∞ J.D. Taylor) 여사는 자신의 조선 

체류기에서 조선의 판리들옹 액성을올 쥐어짜내고 있어서 액생들은 그을의 쥐 

어싹냉 올 연하기 위해 돈올 혈 생각올 하지 않고 자연히 일올 하지 않는다고 썼 

다 

캐번디시는 조선정우의 또 다른 병혜로 액성틀에 대한 잔혹한 억압올 지적했다 

액성틀올 착취하기 위해 툴영적인 셰포와 투옥 그리고 고문융 자행한다고 그는 지 

적한 것이다 그는 부패와 억압이 조선왕죠 5ω년에 걸쳐 자행되어 왔다고 비난했 

다(Cavendish 1894. 27- 28) 

캐언디시는 조선인들의 생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판항틀을 제시했다 그는 우 

선 조선인등의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허룹한 오두악집들에 살고 있으며 이 오 

두악집툴 안에는 병헤을이 우끌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생시설이라고는 초보 

적인 것조차 찾아왈 수 없으며 극소수의 아주 높은 계급의 사랑틀안이 비누와 깨 

끗한 물을 쓰고 있다고 덧용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선인들은 위생판념이 전 

혀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조선언틀은 아무 곳에서나 가래침올 뻗 

고 냥녀를 가려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애성올 하여 손수건이라는 것올 모르고 산 

다고 그는 흉을 보았다(Cavendish 1894. 22-32) 

이렇게 볼 때 죠선에서 전영병이 안연하는 현상응 자연스러웠다 캐번디시는 

죠선에 얘독이 널리 에져 있으며 천연두는 얘년 엄청나게 많온 희생자들을 내고 

있고 특히 높은 영아사앙융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Cave띠빼 1894. 24• 

25) 이 정 역시 뒷날 서양인들의 초선관왕기틀에서 되풍이왼다 앞에서 인용한 

테일러 여사 역시 조선에는 천연두가 자주 발생하고 영아사앙융이 높으며 맹인들 

이 많다고 지적한 것이다(Tay 이 1904 , 47-57) 그녀는 조선인들의 개고기 억는 습 

관과 그리고 쪽석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프링스와 미국 팀엉기들의 조선견문록들 캐언다시가 액두산을 퉁정한 시정과 비 

슷한 시정에 프랑스와 미국의 당헝가들 역시 금강산올 비롯해 조선의 여러 곳들을 

당사한 뒤 경문쪽틀융 충판했다 그 대표적 사에틀로 1 ) 프랑스의 민속학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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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험가인 샤륭르 바라(Charles Var3l )의 r조선 여행 (Voyage el! Corée: 1 892년 출 

판)J ， 2) 프랑스계 미국인으로 외교판이며 여행가인 샤를르 사예풍(Charles ch에ι 

lρog) 대령의 r코레 또는 조선 고요한 아칭의 나라(Lι Corée ωηιψ'sell. la lerre du 

ωImemalil!al: 1894년 출판)J률 지적할 수 있다(용레스텍스 2001 , 149- 163 ) 

우선 바라는 다음과 같은 인상을을 기록했다 1) "여인들은 못생기고 우아함이 

라고는 찾아블 수 없다-는 것 2) "저고리의 앞성을 풀어예치고 젖가습올 드러낸 

오습에는 놀라웅을 긍치 못했다”는 것 3) ""레의 도시등보다 더 애처롭고 빈곤 

하고 비창한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퉁이 그 보기툴이다 샤예홍 역시 비 

슷한 인상을올 기록했다 1) "고약한 냉새가 냐는 기릅올 발라 딱 달라용은 어려 

카략에 나무통같이 두랴뭉실한 코레의 여성을옹 아를다용과는 거리가 얼다-는 것 

2) 장을 수 없이 역겨운 냉새가 나는 썩은 양배추절잉 같은 코레의 음식 〔이것응 

윤론 김치릎 말하는 것이다 핑자 주]은 맛있는 것과는 거리가 얼고 세련왼 미각 

올 가진 입앗에는 결코 맞지 않는 음식-이라는 것 3) 코에에는 왕실에서부터 미 

신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퉁이 그 보기틀이다(용레스택스 2001. 158-160) 

서양의 눈으로 가난하연서도 풍경한 이개사회라고 파악하연서도 그틀은 조선 

의 산천경개에 대해서는 칭찬융 아끼지 않았다 바라의 경우 ‘코레의 다양하고 헝 

준한 산골과 협곡은 스위스의 영산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보았다 그는 코레 

에서는 논의 판개가 장 정비되어 있다고 영가하연서 같은 농업국가인 프랑스가 。1

방식융 배워야 할 것이라고 덧용였다 사예풍은 금강산을 망운한 뒤 그 아륨다웅 

에 대해 찬탄을 거듭했다(싼레스헥스 2001. 156. 163) 

2 서잉 여성들의 조선빙문 

일른의 r기이한코리이」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여배우 루이즈 조던 일른(Lou ise 

Jordan Mi ln )이 죠션을 방문했으며 r기이한 E리아(Quaim Korea)J를 출판했다 4' 

4) 벼~ise 10매an Miln.Qι'/ÌlJt Ko “ U써뼈‘ αgαXI. Mcllvaine and Company, 1895) 이 책온 A 

Hcnry Savage μndor. üυrea or C}/O•πn: The UI씨 of rl1e Moming Calm (London: Wi l!iam 

Heinemann ‘ 1895)와 함깨 근에동아애아서양어자료총서 3J(서올 정인운화사 200))에 

합온외어 있다 1깅강의 경력온 다응에 소개했다 James F. Lee, ì.αlise10띠.an Miln aJ잉 H" 

u，빼빼0); View of Korea: Koreon Cullν'e， V이 16.No. 2 (Summcr 1995). pp.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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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1 8(，()년을 전후한 시정에 일리노이주 얘콩(Mocombl 시에서 태어나 일리노 

이주 시카고시에서 어련 시절용 보냈다 의사이연서 여앵가였언 아버지는 그녀릎 

데리고 여러 곳를올 여행하연서 교사의 역할올 수행했다 

그녀는 1 879년에 뉴욕주에 위치한 여자대학 바싹(VassarC이lege)에 입학했다 그 

러나 전운척인 애우가 핑 기회삼 영자 혼영융 앞두고 퇴교했으며 싱제로 얘우로 

일정하게 영성융 얻었다 그녀는 끝 영국인 애우 죠지 크라이용 일흔 (G∞'go 

Oichton Mil n )과 경혼했고 이 부부는 일단의 연극배우을옹 이끌고 호주와 아시아 

용 광엉위하게 순회하며 공연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동양용 -진갱으로 사랑-하 

게 왔으며 순회공연 때 본 동아시아국가들의 모습을올 우선 r우리가 동앙의 순회 

용연배우률이었올 때 (When We Were Strollî앵 P/ayers ofthe East ) J에서 요사했고 이 

어 r기이한 E리아j에 당았던 것이다 

그어는 죠선에서 청일전쟁이 진앵되언 때인 1 894년 7월 30일에 런언에서 알행되 

언 r용 흩 가제트(Pau1 Mall Gauue)J에 「시(市)의 성역(o!<!\!)에서 온 서울」이란 

블융 기고했는데 이 글은 r기。l한 코리아」의 찌3장올 구성하고 있다 이 글 

얘서 그녀가 셔용을 -6년 전에’ 보았다고 었다 이 사실에 미뤄 그녀는 1888년애 

서용용 방문했던 것 같다 그녀의 이 글은 독자들에게 판싱융 용러일으켰던 것 검 

고 이것에 힘입어 그녀는 조선의 현황용 포항시키연서 1895년 5웠에 r기이한 코 

리아j용 충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연극과 여행이 계속원 삶융 상다가 1933 

년에 영세한다 

이 잭에 냐타난 코리아의 모융흩융 껄영하기에 앞서 지적해야 할 정용 코리아에 

대힌 그녀의 정금엽이 독욕했다는 사실이다 코리아에 대해 잭융 쓴 서양인들은 

대째로 묘리아에 대한 기존의 책동융 언저 읽고나서 그리하여 그것등로부터 영향 

용 앙온 시각으로부터 E리아용 판철했다 그녀는 정반대의 앙엉융 선핵했다 우 

선 코리아용 자신의 눈으료 직접 보았으며 그 뒤 코리아에 대한 책응용 읽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녀가 요사한 죠선외 모융들은 다른 서양인등이 묘사한 죠션의 

오습툴로부터 차이률 보여주었다 

그 대표척인 경우가 조선의 여성에 대해서였다 그녀는 조선애서의 여성의 삶온 

중국이나 일온에서의 여성의 상애 비해 낮으며 벼마나 대국이나 인도에서의 여성 

의 삶에 비해서도 낮다고 썼다 그녀는 다읍과 경은 취지로 조선여성의 지워률 묘 

사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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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서 여성응 사회적으호나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어는 이읍죠 

차 없다 경혼 이후 그녀는 냥연의 성융 따라 아무개 부인이라고 융린다 경혼 이 

전에는 이러한 식의 호갱조차 없다 한 가지 예외 오직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기 

생들은 그등 각자의 이릉올 갖고 있는 것이다 (.1 조성의 소녀를은 경혼연영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여성툴안의 장소에 격리왼 채 산다 ( ... 1 걸혼한 뒤에는 그녀 
는 냥언의 재산이 왼다(Miln 1895.75- 76) 

그러나 그녀는 다른 서양인들의 관창틀에 대초되는 판찰들을 재시했다 우리가 

바라 및 사예흉에서 보았듯 대부운의 서양인을은 조선의 여성틀。1 -아흩당지 않 

다-고 보았는데 그녀는 그들의 그러한 견해룹 정연으로 반박혔다 그들이 본 죠 

선의 여성을은 대체로 아주 어협게 사는 낮은 제층의 여생들이어서 한때 아륨당 

던 얼굴들이 운융 속에서 비천해졌다-는 사실올 깨닫지 못했기에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상류사회의 여성을응 확실히 아즙다우며- 기생등 역시 아릅답 

다고 덧융였다(Miln 1895 , 100- 101) 

그녀는 인비는 올흔 고종의 후궁를 모두 아륨다운 여성틀이라고 썼다 특히 민 

야의 용오에 대해 그녀는 갱찬을 아끼지 않았다 “창액하연서 섬세한 용오 에 갱 

상치 않은 이아-를 가졌다고 쓴 그녀는 인비가 -일본 상류사회에서 태어난 여성” 

을 닮았다고 덧불였다 이어 그녀는 인비가 우발(jñ찢)올 중앙에서 나눴으며 값 

비싼 다이아온드를 자주 끼고 있었다고 썼다(Miln 1895 , 102) 

여기서 강조돼야 항 정은 그녀가 여성의 이(美)훌 복정 종족이나 민족의 판정에 

서가 아니라 제급의 관정에서 용 것융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흥어 알해 노동계급 

의 여성들은 생활에 찌등었융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용오률 가꿀 시간이나 능력이 

없어서 동양에서건 서양에서건 상츄계급의 여성을에 비해 훨씬 얼 에뼈 보인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예컨대 영국 여성노동자툴의 용모 역시 조선의 하류계급 여성 

들의 용모처염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그녀는 지적했다 

그녀는 고총에 대해 그리고 고종을 툴러싼 조선의 조갱에 대해 자세히 썼다 

그녀는 ‘조선의 국왕이 마음과 성격이 약하다-는 서양인들의 판창을 통박했다 그 

녀는 고총올 -칭찬힐 안한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는 많은 장정틀올 가진 반연에 

아주 적은 단정들율 갖고 있다-고 쓴 데 이어 ‘그는 참율성 았고 너그려우며 [어 

허용어1I 혼을려지 않고 영심히 일하는 사랑 이라고 칭찬하고 나서 i그는 확고한 

정신적 힘과 아주 상당한 수준의 학문을 갖춘 사람-이라고 덧용였다 마지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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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신민의 복지가 그의 끊잉없는 옥표이며 그리하여 오늘날 그는 신민들의 

가숭 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얘융올 지었다 그녀는 이어 인이가 ”부지 

헌히 일하는” 사량이며 -큰 육체적 힘을 가진 여성-옹 아니지안 -도덕적 및 육셰 

적 용기흩 상당히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민비가 조선올 외국인들에게 개 

방해야 하고 열강과 수교해야 한다고 언제냐 주장해왔다고 엿용였다(Miln 1895 

58-59 , 104) 

그녀는 고총과 인비 아래서의 조선의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특히 영예에 대해서 

는 거의 알하지 않았다 -오늘날 (. ) 조선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과 낙당이다 

(T.여.ay ， [ ... ) inKα ... 잉1 is confusion and dismay)" 라고 쓴 것 (Miln 1895‘ 60), .조선 

에서 사람들이 영망하는 모든 판식들은 몇 해 동안 그녀의 인척들에 의해 차지됐 

다 라고 쓴 것 -조선의 경쟁적 시험들은 뇌울에 의해 좌우휠 수 있끄 부패했다고 

사랑들은 알한다-라고 쓴 것 그리고 -조선에서의 군대란 오늘날에는 우스광스려 

운 허상(없f~)의 존재일 뿐‘이라고 쓴 것 퉁퉁이 그녀가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앵 

뼈에 대해 언급한 것의 거의 전부다 그는 고총과 민비가 수많은 -첩자들- 또는 

‘정보원을-융 환용해 척을올 제거하기도 하고 지지자들올 육성하기도 했다고 썼 

는데 이러한 -정보정'1"는 세계의 어느 왕실에서도 행해지는 것a로 그녀는 이해 

했다 

대조적으로， 그녀는 초선의 대외관계에 대해 자세히 썼올 앨안 아니라 뛰어난 

통찰력올 보였다 그녀는 조선이 곧 망할 것 같다고 예언한 것이다 ι죠선은 망한 

것처렁 보인다 조선은 ( " , ) 죽은 옛 질서의 몇몇 남아있는 파부을 가웅떼 하나 

다-라는 구정 -불쌍한 작은 반도여 이 부드려운 장빗빛의 동양척 아지랑이가 너 

에게서 떨어져나가고 냉정하고 영액하며 빛나는 서양화왼 날의 빛 속에서 너는 

아무 것도 아닌 것 속으로 사라옐 것-이라는 구절이 (Miln 1895, 40) 아로 그 에언 

이었다 

그녀는 죠션이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 별앙하거나 -지나청 정도로 재조형 

(remodel )" 될 것이라는 예언도 덧융였다 그러나 그녀는 일본에 의해서건 중국에 

의해서건 조선에서 시도휠 -재죠행-은 -질옷왼 것-이 되리라고 단언했다(Miln 

1895) 그녀는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에 대해 그리고 그것보다는 작지안 미국 

이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도 쩔게나마 언급했다(Miln 1895, 276) 실제로 초션 

은 이 책이 출판된 때로부터 15년 뒤에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고 50년 뒤에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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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의해 분할왼다 

이 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사랑틀은 생선옹 많이 억지안 고기는 개고기를 제 

외하고는 거의 억지 않는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흉년이 틀어 쌀과 수수 잊 조 풍의 

생산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울고기의 생산은 결코 엘어지지 않기 때운에 생션은 

죠선사람틀에게는 주요한 식량공급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조선에 

서 어떠한 계급도 어부안큼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또 조선사람들은 흰 옷올 

입고 산다는 서양인툴의 흥셜올 반박했다 조선사랑들은 다른 색깔등의 옷도 자주 

입는다는것이었다 

그녀는 여기저기서 조선사람들의 흉올 보기도 했다 1 ) 조선사람들은 세계에서 

에스키모들 다읍으로 식당(lHtl하는 사랑툴이며 그 경과 폭식한 뒤에는 아주 많 

이 잔다 2) 조선에는 종교가 없으며 이신이 성챙하고 그래서 역술가들이 않으여 

그들응 돈을 많이 언다 3) 조선사람들은 운동하는 것올 좋아하지 않으며 앉아있 

기를 좋아힌다 4) 서올에는 도로라고 불렬 안한 길이 거의 없다 퉁퉁이 그 대표적 

보기들이다 그러나 그녀는 조선의 가올이 지닌 아름다웅은 세계에서 그 팍올 찾 

기 어렵다는 표현묘로 조선의 자연환경을 청잔했다 

비용의 r코리아외그의이뤘4리들j 일른에 이어 조션융 방문하고 판활기흑올 남 

긴 서양인。l 바로 유영한 。1사엘라 비용(lsabella Bishop)이다 그녀는 1 83 1 년에 영 

국 요크셔의 보로브리지(Boroughbridge)에서 옥사의 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정부터 

병약해 주로 칩에서 공부했다 22세가 원 1 853년부터 해외여행에 냐서 캐나다와 

이국올 비롯해 하와이와 일본올 여행했다 그녀는 이 과정에서 r미국의 영국여성 

(The English‘ ~'omiln 1’! Amer，κa)J (l 854)을 비롯한 여행기툴올 출판함으로써 영성올 

쌓았으며 그것옹 그녀의 전기 충판으로 이어졌다 5) 

그녀는 g세가 왼 1881년에 외과의사 존 비용(John Bis뼈 p)과 결혼해 그 이후 비 

5) AnnaM.S…"""' 깨eωe o[ Isabel/a 8ird (Mrs. Bish씨(London: John Murray Company. 19(6) 

P이 Barr, A Curious L까fora μdy: 1ñe Slory ollsobeUa 8ird, A Remarfwble Vi.α'orial1 Tra~'f'lIer 

1G잉'den Cily , N.Y.: Doub빼'YιodCαnp"Y‘ 1970) 앞의 책온근새흉아애아서양어자료총서 

371서훌 경인문화사 2000)로 재간댔다 비용에 대한 또 하나의 전기는 다응이다 p" 

Barr, A Curious Ufe for a μdy: The Slory ollsobella Bird. A Re，η 'orki1ble VÎClorimr TrOI'e/er 

(GardenC“:y, N.Y.: Doubleday and Compω~y. 19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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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여사로 널리 알려지게 왔다 원앵히도 냥연은 5년 뒤에 연세했다 그러자 그녀 

는 본격척으로 극동여행융 시작해 65새가 왼 1 894년 2월에 코리아흉 방문하기에 

이르었다 여앵가로 저영한 그녀가 호기싱올 자극하는 미지의 나라 코리아에 대해 

썼기에 그녀의 r코리아와 그의 이웃나라읍 (Korea UI띠 Her Neigltbors)J이 1 897년에 

뉴욕에서 용판되자마자 얘진왜 그 해 안에 3쇄쓸 찍어야 했으여 1 898년 |월 10일 

에 언언에서 충판됐을 때6) 첫 얀에 2 .000부가 활였으여 2쇄 역시 10일 안에 얘진 

쨌다 이 책용 1 908년 |월에 4쇄갇 기욕한 정도로 인기률 끌었다 

그런떼 여기서 우선 지적해야 항 깃온 다응의 두 가지다 갯셰 그녀가 E리아 

판 처옹 앙문한 시점에서도 그녀 주변외 교육알은 사랑툴조차 코리아에 대해 모르 

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용 그녀가 E리아룡 여행힐 계획이라고 암하자 그 나 

라가 적도 또는 지중해 또는 혹해 가운데 있느냐고 울거나 그리스옐도 가운데 있 

느냐고 용었다(Bishop 1898 , 11 ) 률째 그녀가 친일척 시각용 갖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그녀뿐안이 아니었다 그녀의 책에 서문올 쓴 조선주재영국총영사 출신의 

월터 혔리어 경 (Sir Walter C. Hillier)의 서운융 보연 영국정우 스스로가 친일척이었 

다 

저자는 1 894년 2월부터 1 897년 3월까지 네 차예에 걸쳐 경우에 따라서는 냥장 

( !J.J양)융 하고 엣옥과 노새표 타연서까지 조선의 많옹 곳툴옹 여앵했다 저자는 

또 이 시기에 안주률 포항한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 동 조선의 주맨국가등융 땅문 

하연서 그 국가들에 주재한 영국의 외교판듭파 국제정세와 조선정세에 대해 의견 

용 나눴다 그녀는 1901년에 오로코용 여행한 뒤 그 여목에 시달리다가 1 9()4년에 

별세한다 

。l 책옹 서양인의 눈에 초선이 어영게 비쳤는가라는 판정에서 소중헌 정보을융 

많이 당았다 1 ) 원래의 조선옹 기자에 의해 건국웠다 2) 초션의 인구는 정부의 

6) lsabclla Bird Bishop. Korea U/이 lIer Neighbors: A Narrati\ 't! 01 Travel 씨1!1 an Account 0/ the 

Recelll Vicissin“tes and Presenl Positi，α'01시u! Counlry (New York: F1eming H. Revell com어ny 

1897: l..or잉011: John Mlll'nly Company, 1898) 런언딴온 2권으로 나뉘어 용8왔다 이 책용 

연세대학교용연부에서 \970년에 져간II으여 근세홍아세아서양어자료용서 32 (서융 

정인용화사 2000)료 찌간g다 이 액의 땅역용으로 다용이 잉다 이인화 역 r얻국파 

그 이웃 나라융 액년 션 한묵외 요은것，(서융 살링용판사 \991) 신확용 역주 r조 

선과그이웃냐라융， 1서융 집용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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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에 따르연 대체로 1.200안명에서 1. 300만영 사이다 3) 죠선인은 지적으로 우 

수하지만 냥을 의싱하고 교항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동양적 악 올 동시에 갖고 

있다 4) 조선은 산악국가로서 영야가 적다 5) 조선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주 열악 

하다 6) 조선인은 샤어니즙과 이신에 빠져 있다 7) 7) 조선의 산천경개는 아룡당 

지안 나라는 극도로 가난하고 액성들이 사는 곳은 불결한데 다안 자신이 마지악 

으로 방문한 시점에서는 서울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었다 퉁퉁이 몇 가지 보 

기들이다 

그러연 정치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을일까? 갯째 저자는 여러 곳 

에서 조선정부의 우패를 다음과 같이 지척했다 

1 개혁작업융 수행했던 때 초선에는 강도와 강도룡 당하는 사랍의 두 계급。1 존 

재했다 강도는 윤론 군대를 포함한 판료셰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이르 

기까지 관리를은 액성툴올 -쥐어왔으며(찍ueezingf 공급올 횡령했다 모E 관 

직들온얘한얘직됐다 

2 ‘조선의 관리는 액성의 생며릉 옐아억는 흉영구1 다(The Korean official is the 

vampire which sucks the 1i fe-비@잉 ofthe pe。이 e ). " 

3 .이 나라는 공직사회에 의해 역혔다(The coußtry “ as eaten up by officiaJdom)." 

4 조선의 엄앵갱온 외뭉에 의해 화우되는 퉁 악명이 높다( Bishop 1893 , 263 , 303 

372 , 441) 

저자는 그러한 표현을보다 훨씬 심한 표현들로 조선의 판료제의 부패율 다시 지 

적했다 첫째 그녀는 조선 안에서 죠선인등올 본 뒤 죠선인들의 -게으콩-에 놀랐 

다 그러나 극통러시아로 이주한 죠선인들로부터는 조선인을의 -정혁과 근연 s 그 

리고 그것에 힘입은 -풍요륨고 안락한 살링살이-률 안견했다 여기서 그녀는 -게 

으룡-이 조선인들의 특성이 아닝을 깨닫고 죠선 밖에서는 부지런한 죠선인들이 

조성 안에서는 어째서 게으른가를 생각하게 댔다 그 해당은 판리틀의 착취였다 

가족의 의식주륭 마련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재윤을 갖고 있는 경우 그것은 -당 

7) 조선인이 이신에 빠져 잉다는 지식응 서양인등이 조선에 대해 쓴 책등에서 용용적으로 
나타났다 예헌대 Elizabeth Keith ar띠 E . K. Robcrtson Scon. Old K，αrea: 711.ι Laω ofMoming 

Calm (Ncι York Ph i써야hκ，J 니이1Ir)'. 1947) α 3 이 책은 일찌로우터 얘앙왼 직후의 시 

정에서 조선의 역사와전용 잊 현황융서양세계에 소개한안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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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스럽고 부때한 판려들-이 빼앗아 간다는 것융 알기 때문에 조성의 액성을은 일 

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게으르게 사는 길을 택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액락에 

서 그녀는 -코리아에서 각 샤랑운 빈곤이 자신의 최선의 안천입올 알끄 있다 

(Every man in Korea knows that poverty is his best security r 고 썼다(Bishop 1893, 336) 

그녀는 관리들이 악취하는 땅볍툴로 1 ) 강제노역의 부과 2) 받아야 항 세금보 

다 2-3배의 세금 부과 4) 뇌풍의 강요 4) 강제로 온올 빌린 뒤 안 갚기 퉁올 지 

적했다 안일 관리의 요구에 불용하는 경우， 체포와 투육 및 구타 퉁이 뒤따르며 

울운의 액성옹 결국 판리가 요구하는 돈올 내놓게 왼다고 썼다(Bishop 1893‘ 336-

337) 

저자는 조선이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닝을 강조했다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을 개 

발하지 않고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운에 가난해졌다는 것이 

다 그녀는 동시에 ‘곤고(困홈)에 잘 견디며 후한‘ 성격의 초선인의 에너지가 장 

자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연 조선인의 에너지는 왜 장자고 있는가? 이 용응에 대 

한 그녀의 분석응 대단히 날카륨다 그녀는 여러 이유들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가 

운데 중요한 것을올 소개하기로 한다 

l 상휴계급은 아우런 생산 활동융 하지 않온 채 살고 있으여 중인계급온 정치적 

사회석 진로가 악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한왼 일 밖에는 하지 않 

옹 채 살끄 있고 하휴계급옹 더 많이 일해 보아야 -늑대- 곧 판리에게 빼앗긴 

다는 것올 아니까 휠요한 것올 엉올 안큼만 일양 분이다 둘쩨 판리의 -가형 

주구(exaction )" 와 -정의의 총체적 경여 (uα피 absence of juι.tice)" 및 취약한 군 

주 그리고 이신의 성행 퉁이 겹쳐져 이 나라용 우력한 나라로 만들었다 

2 유력인사에게 얘달허 샤는 생활습관이 초선에게는 ‘크연서도 보연적 저주-가 

되고 있다 -질 나가는 친객이나 친구-가 서융에 있으연 자신이 건강하고 영 

균적 지농올 갖고 있는데도 그 사랑 집에서 식껴 노풋융 하연서 생휠하는 가 

운데 정치적 가십이나 안즐어내고 나앨 짓융 꾸미기도 하연서 판직융 얻으려 

고 하여 이 식껴즐융 거느리는 -장 나가는 친척이나 친구-는 그등올 쩌해 판 

직을 안틀어낸다 초선에서의 정치적 분란은 원칙의 충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판직과 톤옹 나눠중 수 있는 판직을 얻기 위한 갈풍에서 방생하고 있 

다 

3 조선의 이러한 판융운 창으로 오래했기에 갑오경장으효 중요한 개혁이 이뤄 

졌지얀 나라는 여전히 -강도를과 강도용 당하는 샤람을 (Ihe Robber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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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야bOO)"의 두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반계급으로부터 총왼왼 판리계급응 

이 나라의 -인가용 방옹 흉영귀틀(the licensed vampiresf 01고 전셰 인구의 5운 

의 4룹 차지하는 그 나머지는 -그 존재이유가 그 홉혈귀툴에게 빨링 피흉 꽁급 

하는 데 있다 "(Bishop 1893 , 445-448) 

그녀는 고캉과 민비릉 네 치예 칙겹 보았디 그녀는 민비기 앙비로서의 우아함 

파 얘력적인 행동거지 및 뛰어난 지성옹 지녔으며 륙히 뛰어난 회화능력을 지녔 

다고 명가했다 특히 인비의 용모에 대해 -대단히 멋지며 날씬한 여성‘이라고 회 

상했다 고종에 대한 명가는 민비에 대한 평가보다 낮았다 고종이 -진정으로 정 

중하여 친절하고 상냥스러운 성격 그리고 일정한 양의 얘국적 정서흘 갖고 있응 

을 인정하연서도 위태로운 시기의 군주로서는 -재난이나 다릎 없다.고 혹영했다 

(Bishop 1893 , 25 1• 255 ,433) 이처럼 인비에 대해 애정을 가졌기에 그녀는 1 895년 

10훨에 나가사키흘 방문하던 때 인비시혜의 소식을 듣자， 일본당국의 방혜를 우읍 

쓰고 급히 서융을 찾아 진상융 알아보았다 

저자는 초선의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짤게 언급했다 그녀는 우선 중국과 러시아 

잊 일본에 둘러싸인 죠선의 지리적 위지가 죠션의 정치적 관계를 결정짓는 데 많 

은 영향올 미쳤다고 썼다 여기서 출알한 그녀의 설영은 비교적 신중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설명응 그녀가 일본에 대해 호갑을 갖고 있었다는 인상올 주었다 인 

비률 시해한 것융 ·야얀스런 쿠(savage ∞upf였다고 비낭한 것 이외에는 우정척 

표현융 거의 &지 않았다 오히려 청나라와의 전생올 피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아주 정직했다-고 썼으며 일본온 조선올 복속시키기 위한 의도훌 갖고 있지 않 

았고 오히려 초선의 보호자로서의 역항과 조선의 옥링의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수 

앵했다고 썼다(Bishop 1893. 453) 그녀는 인비시해에 겁올 억은 고총이 러시아공 

사판으로 피난함으로써 조성에서 러시아의 힘이 커진 것처럽 보이지안 안일 러시 

아가 조선에 대한 어번 -공격적 의도툴-올 나타낸다연 일본은 그것에 제동올 걸 

기에 충분한 힘올 갖고 있다고 영가했다 이어 그녀는 조선은 내부로부터의 개혁 

이 불가놓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개혁돼야 하여 국왕의 권력은 엉격하연서도 영 

원한 헌법적 견제 아래 놓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Bishop 1893, 452) 그녀는 이어 

조선은 독엄항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의 -공동보호국 (a joint 

proteclorate )‘이 되든가 일본이나 러시아 어느 한 쪽의 ‘보호국 (the tutela양) "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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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하지 않으연 안 될 것이라고 보았다(Bishop 1893. 457) 

이렇게 알하연서도 그녀는 러시아가 조선에서 우월적 영향력올 갖게 되는 것은 

영국에 대해 좋지 않올 경과융 빚어낼 것이라고 경끄했다 특히 상업과 무역융 고 

려할 때 아직 개방이 되지 않은 풍부한 자원들과 소중한 항구툴용 보유한 이 나라 

가 적대적 국가에 의해 장악되는 경우 그것은 극통에 있어서 영국의 이익에 ‘싱각 

한 외엉-이 힐 것이여 영국의 위신과 이익에 ‘싱각한 타격-이 횡 것입을 역설했 

다 그녀는 1 897년 9원의 시성에서 러시아의 신문틀이 영국의 조성진출올 경고하 

연서 러시아정부는 그것에 제용을 걸어야 한다고 선동했다고 상기시키연서 조선 

이 정대로 러시아의 영향 아래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안복했q. (Bishop 1893 , 457 

459) 

3 서앙 외쿄관들의 조선관찰 

커즌의 r극동의 운제들i 갱일전쟁의 발방올 전후해 영국의 한 외교관과 옥일의 

한 외교판이 각각 자신의 경험올 바탕으로 조선의 현황과 장래에 대한 책등올 충 

딴했다 우선 영국의 외교관 커즌(George Nathaniel Curzon)이 쓴 r극동의 문제틀 

일본 코리아 중국」을 살피기로 한다 8) 

저자는 1859년에 영국의 더비셔(Derbyshire)에서 영문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는 이튼스클올 거쳐 옥스퍼드대학교흘 종업했으며 27세이던 1 886년에 보수당의 

공천을 받아 하원의원으로 당선댔고 1891 년부터 1892년까지 인도당당국무차관으 

로 용직했다 그는 1888년부터 1890년까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빛 에르시아를 여 

행한 데 이어 1 892년에는 태국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및 E리아올 여행하고 자신 

의 여행기를 충판했다 그 뒤에도 그는 아시아 여행올 계속해 1 894년에는 아프가 

니스탄과 따미르 고원 (t\따)올 여행했다 이 여행올 끝낸 직후인 1895년부터 1898 

년까지 외무차관으로 용직했으며 1899년부터 1905년까지 인도의 부왕(떼王 

Viceroy)으로 봉직했고 로。1드 조지 (Lloyd George) 내각에서 1 919년부터 1924년까 

8) George Nathani리 CllTZon. Probiems o[ Ihe Far &st: Japan. Korea. China. 2 ιed. (Londo~ 

lι)IlgmarlS. Green. and Co .. 1894) 이 잭옹 근세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87(서용 경인운 
화시 20( 1 )로재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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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외무장관으로 봉직했다 그는 외무장관으로 봉직하던 때인 1 9 19년 12월에 소비 

에트러시아와 용란드 사이의 경계선으로 이흔바 커즌 라인 (IheCuπon Line)옹 제시 

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선은 우여곡정을 겪었으나 오늘날에도 비슷한 형태로 유 

지되고 있다 그는 1925년에 향년 66세 로 별세한다 

앞에서 보았듯 커즘은 영국이 제국주의 시대를 이끌던 시대의 보수당 소속 정 

치가였으여 외교가였다 그러했기에 그는 영국우월주의적 제국주의적 세계판을 

갖고 있었다 그의 그러한 세계관온 우선 이 책의 「서문」에서 엿보인다 그는 -아 

시아의 낡고 죽어가는 나라들의 구원을 위한 최선의 회앙 은 영국적 특성의 확 

산-으로우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의 세계판은 이어 이 책의 마지막 

우운인 「전망」에서 더육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는 우선 영국인은 정직하고 우월하 

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딴올 갖고 있으며 이 특성들이 영국으로 하여금 거짓과 

부패 및 응모로 가득 한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안들어주었다 

고 주장했다(Curzon 1894.428) 그는 이어 영국을 사실상 ‘신(iO)과 같은‘ 그리고 

-왕(王)과 같은- 존재로 요사한 영국의 계판시인 알프레드 테니슨(A l fred 

Tennyson )의 시를 인용하연서 ‘아시아 대육의 저 언 왕국들-의 장래릎 위해 영국 

이 -융가피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고 제의했다 문영화된 영국이 아직도 문명 

화되지 옷한 아시아의 나라를 특히 극동의 나라을의 운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 

을 미칠 수 있게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었다(C‘lTZOn 1894 . 4 18) 이 역할 

과 관연해 그는 상업 및 무역의 알닿 그리고 기옥교의 전파블 지적하연서 특히 영 

국의 책 임-올 역성 했다(C띠7.On 1894 . 420) 

그는 영국의 주도적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원 것이라는 낙관흔올 였다 영어의 

확산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미 요코하마에서 땅군에 이르 

기까지 모든 상점을에서 중국의 육군 잊 해군 대학들에서 일본과 태국의 학교들 

에서 일본과 중국 및 E리아의 전보서비스에서 중국인틀의 의사소흥에서 - 영어 

가 사용외고 있응올 그는 자랑스럽게 지적한 뒤 그는 “영어는 극동의 언어가 휠 

것임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Eng1i sh ’ is destined wilh abso1U!e certainly 10 be the 

1ang띠ge ofthc Far East.)~고 장당혔다(CurlαI 1894 , 435-436) 

이러한 세계판을 지닌 그에게 코리아는 약하고 미개옐원- 나라에 지나지 않았 

으며 이제 악 거양운영의 빛율 받기 시작했으나 그 경파가 분영하지 않은 나라

에 지나지 않있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다 -육제적으로 강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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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는 지둔한- 사람즐이며 대부분의 조선사랑플은 하루 일하곤 그 날의 

수입으로 이블올 놀고지내는 게으른 사랑들이라고 혹영했다 

서율과 조선정부 그리고 고총파 민비에 대한 그의 판찰을옹 우리가 앞에서 삼 

핀 서양인듭의 관활을과 거의 일치한다 특히 지배계급의 노동전시사상파 붕로소 

득 지배계급의 피지얘계급에 대한 철저한 착취 그리끄 조갱의 부패와 얘판매직 

풍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 

조선의 국제관계와 장래에 대한 그의 관창툴만 소개하기로 한다 

그는 열강의 조선정책을 비교하연서 영국은 조선에 대해 상엽적 이익의 확보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욕싱이 없다고 주장혔다 이어 그는 영국의 정치인답게 러시 

아에 대한 정계싱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조션에서 부홍항을 확보하고자 하는 러 

시아가 조선에 합대를 상주시키게 휠 예 극통에서의 세력균형은 -심각하게 위애 

로워질 것’이여 특히 영국의 이익은 “저해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과 청 

국 사이에 전훈이 짙어지고 있용을 암시하연서 두 냐라가 앙옹 정신-으로 상영 

에 대처 해줄 것올 요청 했다(Curzon 1894 , 228-233) 

폰브란트의 r동아시아의문지 j 이어 중국파 일본 및 조선에서 외교판으로 환동했 

언 악스 폰 브란트(Max IJon Brandt )의 r동아시아의 문제 중국 일본 조선」올 살피 

기로 한다 9) 저자는 1835년 에흘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프로이센의 장군이자 

문필가였다 저자는 아버지처컵 프로이센의 장교가 된 뒤 프로이샌의 동아시아원 

정대흉 수행해 앙일했다가 1 86 1년에 프로이샌과 일본 사이에 통상조약용 체결하 

는 과정에 판여 한 것올 계기로 동아시아에 관성올 갖게 됐다 외교계에 투신한 그 

는 1 872년에 일본주재독일연리공사로 방탁했으며 1 875년부터 1 893년까지 청국주 

재독일공사로 용직했는데 이 자리에 있던 때인 1 882년 6월부터 톡일의 조선과의 

수호통상조약 셰절을 위한 교성을 개시해 1883년 1 1월에 얘듭지었다 그는 1893년 

4훨에 서융에서 당시 초선주재미국연리공사이던 오거스틴 허드(Augustin Heard)의 

열과 경혼함으로써 조선과의 인연올 더욱 두텅게 했다 그는 결혼 직후 외교판직 

9) Max von Bra찌t ， Os/as잉lische Fragen: China , j，αpan， Korea (8히서lin: Vertag '1011 Gebruder Paetel, 

1897) 이 액의 방역용옹 다옵이다 김종수Ii!t:양1*). r격동의 홍아시아올 갱다 톡일외 

교판의 눈에 비친 19세기 죠선 중국 일본， 1서용 살엉충판사 20(8) 명자(김학준)는 

이방역본에의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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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서 온퇴하고 해국해 바이아르에서 안년용 보냈다(Bnu에 1897 , 11-1 2) 

이 책옹 저자의 회고쪽도 아니고 견문폭도 아니다 이 애용 그가 1 873년부터 

1 896년까지 약 깅년에 걸쳐 여러 잠지등에 방표했던 1 5연의 논문즐올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 그 1 5연의 논문을 가운데 조선융 주제로 다푼 논문툴용 세 면에 지나 

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 아래‘ 저자의 판첼틀 가운데 중요한 것툴용 소개하기로 한 

다 첫에 그는 인비를 다음과 강이 호의객으로 영가했다 

인비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재 -사내대장부-라 일컬어질 정도로 뛰어난 능력과 

검단펙융 지난 인융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 대원군의 영양력융 완전히 일소시쳤 

으여 대(大) 융오가이던 시아버지외 격앙한 중오융 한 용에 앙았다 인비는 갱치 

적으로 갱나라에 기융어져 있었기 예문에 일용인에깨는 애우 싼연한 존재였다 

만약에 인비가 자기가문에안 꽉혜잠 때g고 그 일족융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대했 

다고 비난올 받는다연 우리는 인써가문이 일곱 개의 큰 키촉가운용 중에서 가장 

힘있는 권세가이어 사실상 400년 전우터 조선올 지얘하고 있었다는 사실용 잊어 

서는 안 원다(B"，찌t 1897. 102- 103) 

동셰 대조척으로 그는 고종옹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군주라고 영가했다 인비 

의 죠역파 지지에 의해 고총옹 자신의 지위갇 유지앙 수 있었언 것처렁 그는 썼다 

(Brandt 1897. 110• 11 1 ) 셋째 그는 대씬군융 다음과 같이 혹영했다 

대앤군용 가장 격열한 외국인 얘혀자이다 그는 몇 년 션부터 그의 아등에게 반 

대하고 욕히 조정의 진정한 싱세인 양비에 대항하는 오든 용오세력의 빽싱인g 

。l다 시기싱얘 사호잡혀 자국의 운호는 궁재 빗장융 경연서도 조선외 내정에는 

너무나 노골적으포 간성하는 엉온인동의 문화적 노력융 당융한 〔사양이] 대원군 

이 〔다 ) ( 8때ldt 1897. 3(2) 

넷째 그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야욕”용 폭로하고 비판하는 데 않용 힘을 기울 

였다 ‘일본이 초선에 대얘 야욕융 용기 시작한 것옹 초션의 역사안큼이나 오래되 

었다-는 구갤 "[ 1 876년에 강화도죠약이 체결왼] 때부터 초선의 내정에 간섭하려 

는 일본의 노올객이고 은영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구젤 [ 1 885년에 일본 

과 청나라 사이에 천진조약이 ’4경왼〕 때부터 조선으로 이주째용 수많옹 일본인들 

옹 일본대표를쳐업 대단히 도알척으로 앵용혔다-는 구정 -일본용 창으로 도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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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격생향올 지니고 있다-는 구절 퉁퉁이 그 정올 중영한다 이러한 시각올 지 

닌 그는 갱일전쟁의 책임을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올렸다 ‘일본정부는 급진파의 

판싱올 바깜으로 몰려 국내에 도사리고 있던 위헝들을 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초 

선으로의 원정에서 찾았다a는 것이었다(Brandt 1897. 292- 299) 그는 일본이 이처 

염 전쟁도발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청국과의 전쟁발발에 일차적인 책임올 지고 

있는데도 ‘언흔올 능수능란하게 이용-함으로써 국내에서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의 이러한 시각은 독일정부의 시각과는 일치했다 그때 독일정부는 프랑스 

정부 및 러시아정부와 더융어 일본의 동북아시아로의 진충흘 견제하는 입장올 취 

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여론은 일본올 지지하고 있었다 그 스스료 인정했듯 

독일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지금까지 청나라 면올 거의 플지 않았다 그렇기 

는커녕 여론과 언론은 (. J 오히려 일온 연을 들었다~ (Brandt 1897. 322) 그는 일 

온의 전숭이 독일의 국가이익에 어떤 영향을 이청 것인가의 관점에서 상황을 냉정 

하게 판단해야 한다요 독일정부에 권고했다 

다섯째 그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숭려하는 경우 일본은 이웃나라등에 채앙 

이 되고 모든 국가에 지속적인 우환의 대상이 〔휠 것r임용 경고했다 그는 일본 

의 전숭옳 계기로 초선이 ”회생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환 표시하연서 

일본。1 ‘자의적(깜흩的)인 도방의 시대가 동아시아에서도 지냐가고 있다는 접‘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덧용였다(Brandt 1897 , 325-326 ) 새삼 강초항 펼요 없이 그의 

우려는현실료나타난다 

4 서앙 언론인들의 청일전쟁 모도에 나타난 조선의 모습들l이 

프링스의 회보들 1 894년 7월에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프랑스의 신문사 

을은 조선이나 중국에 특파원들융 파견해 전황올 취재하게 했다 서윷의 상황에 

판한 첫 보도는 파리에서 얄행되던 화보중싱의 주간지 r르 프티 파리지앵 (Le Perit 

Parisien)J의 1 894년 8월 13일자 기사 「혼란스런 수도 서융의 외국인들」이었다 이 

기사는 전쟁의 일차적 책잉올 일온에 물었다 1 894년 7월 25일에 일본군항이 경기 

10) 이 부분용 전걱으료 신영석 (Shin Yong-suk 19딩6 )에 의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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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원부(水Jli'iIf) 풍도UIi\μ 또는 앞iJ;) 부근의 청국군함올 공격합으로써 전쟁 

올 말화시켰다고 쓴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이 전쟁이 단순히 일본과 중국 사이 

의 션쟁이 아니라 -조선으로 남진하려는 기회릎 찾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의 냥진 

의도가 빚어낸 긴장에 경계싱을 갖게 왼 영국 그리고 죠선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 

키려는 미국 동의 이해판계가 애후에 엉혀 있는 전쟁-이라고 설명해 일본의 개천 

책엉올희석시켰다 

이 보도로부터 17일이 지난 1 894년 8원 30일에 파리에서 발행되던 화보증싱의 

주간지 r르 용드 일휘스트레 (Le MOllde II/ustré ) J의 특파원 조르쥬 비고 (George 

Big이)가 일온을 거쳐 우산에 도착했다 그는 부산을 관팡하던 가운데 며칭 안에 

편집국장에게 면지를 보냈으며 이 신문은 이 연지를 곧바로 게재했다 프항스의 

신문기자로 조선에 처음 용 그의 연지는 앙시 조선의 상황올 여러 각도에서 이해 

하게 안을어주고있다 

첫째 그는 자신이 일본을 거쳐 부산까지 옴에 있어서 일본군의 총장오부로부터 

도웅을 받았다고 썼다 일본군 총장모부가 조선주재 일본군사령관 및 일본외교관 

틀에게 보낸 소개장을을 들고 부산까지 왔으며 또 그 소개장들올 틀고 부산에서 

제물포를 거쳐 서윷에 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에서 제용포로 가는 배는 

일본군항이 유일하다는 사실올 상기시키면서 그는 일본군의 총장오부가 자신에 

게 청일전쟁에 판해 보도할 때 일본군이 설정한 규찍을 따를 것윷 요구했올 뿐안 

아니라 자신의 기사와 그림올 미리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올였다 。1 러한 상 

태에서 일본군과 일본정부에 대해 -우호적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선정열올 여하기 위해 자신은 자신이 신꾀하는 자신의 친구를 통해 연집국장에 

게 송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둘째 그는 부산에 대한 자신의 일반적인 인상에 대해 썼다 1 ) 부산은 별거벗은 

산들에 툴러싸인 황량한 작윤 항구다 2) 이 도시의 일본인 지구에는 약 1.200개의 

가육들이 있으며 약 5000영의 일본인들이 살고 있다 3) 일본인 지구에는 소나우 

들로 조립이 잘 왼 숲을이 있는데 。1 소나무들은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 싱응 것들 

이라고 한다 4) 부산에는 병원이 셋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일본인들에 의해 운영 

되고 있다. 5) 부산에는 일본인이 관장하는 경철서 하나에 14명의 순경이 얘치되 

어 있으여 이들이 우산에 주둔한 일본군인들과 함께 이 도시 전체를 매일 정기적 

으로 순창하고 있고 따라서 도시 전체의 분위기는 조용하기 때문에 전쟁의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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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둥둥이 대표적인 인상이었다 

셋째 그는 부산의 생활형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쟁이 시작되연서 여러 생 

옐풍을의 불가가 계속해서 치솟아 주인을옹 어려용융 겪고 있으며 특히 녁 달쩌 

비가 내려지 않은 탓에 응료수의 질이 나쁘고 그나마 해하고 비싸다고 덧용였다 

그는 다음파 같이 부연했다 ‘날씨는 견딜 수 없옹 정도로 뜨겁습니다 싱각한 가 

움 탓에 울은 극도로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겔이 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

넷째 부산주민들의 생한형연은 그처렁 열악한 데 비해 일본군인을의 생할형연 

옹 아주 좋다고 그는 보고했다 일본 국내의 상인들과 공우원을 및 노동자들이 적 

극적으로 지원한 덕에 일본군인들은 차 당배 정총 통조립응식 건어올 퉁올 지급 

방고 있으여 옷도 덕넉히 지급받음에 따라 외견상으로는 -부족항 없이" "더 연안 

한- 생활용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섯째 그는 조선사랑들의 생한형연도 살폈다 그는 우선 조선사항툴이 전반적 

으로 -부드럽고 비(!n도전적 (gentle and unprovocative)" 이라고 명가한 뒤 그러나 

-그들의 용결합의 수준은 형용하기 어려올 정도”라고 썼다 "(조선〕 사람들은 흙 

과 툴멍이들로 짓고 그 위에 짚으로 엮옹 지붕올 영은 비참한 요두악집을에서 살 

고 있으며 그을의 마용틀은 올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s고 텃용였다 

비고 특파원의 기사에서 주옥되는 것은 그의 기사에 당긴 일본정부기관틀의 선 

전이 미진 영향이다 일본은 자신이 조선에 식목의 중요성융 가르쳤으며 그 결과 

얼거숭이 민풍산틀에 나무가 심어졌다고 선전했는에 비고 욕파원의 기사블 분석 

한 조선일보사 파리특파원 출신의 신용석(↑@앙뻐) 기자가 이미 지척했듯 비고는 

부산의 숲을 그러한 선전에 일치하는 앙향에서 성영했던 것이다 또 일본 국내의 

상인들과 공우씬을 및 노동자들이 조션의 일본군인을올 적극적으호 지원하고 있 

다는 설명도 이 전쟁이 일본 군부의 전쟁이 아니라 일본의 각계각층이 지왼하는 

영국가적 전쟁잉올 부각시키려는 일본정부기관을의 선전이었올 것이다 

영국의 회보들 갱일전쟁에 대해 프항스 이상으로 관심융 보인 나라는 영국이었 

다 런던에서 출판외연 화보중싱의 주간지듣인 r더 그래픽 (The Graphic)J과 r더 일 

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깨e Illustratedμ'nM，꺼 News)J가 청일전쟁 당시의 조선에 

관한 기사들과 삽화들올 게재한 것이다 " . 이 기사들과 삽화들에서 몇 가지 흑정 

툴올원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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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r더 그래픽J 1894년 8월 4일자 삽화는 조선사랑틀이 영국군인들올 보자 

달아나거나 경계싱융 표시하는 모습올 게재했다 둘째 조선은 더럽고 악취가 나 

여 거지가 많은 콧으로 묘사했다 어떤 서양의 사냥꾼들이 조선의 시골에서 E릉 

악은 채 길을 지나가는 r더 그래픽J의 1 894년 8월 4일자 삽화가 그 정올 보여주었 

다 셋째 r르 몽드 일뤼스트레J의 비고 특파원이 이미 보도했듯 r더 그래픽j의 

1 894년 1 2월 29일자 기사 역사 조선에는 양겔의 블이 없어 일본군인틀이 이정에 

걸려 고생한다끄 보도했다 넷째 죠션사랑틀의 옷이 냥루한 것으로 묘사했다 

r더 그래픽」의 1 894년 1 2월 22일자 삽화는 한 어린이는 완전히 엉거벗은 채 서있 

고 한 소년은 상의올 입지 않옹 채 아래안 가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일본군대는 위풍당당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그혀졌다 일본의 군함 

응 용장하고 최신식인 것처럽 묘사됐다 반연에 청국군대는 쫓겨다니고 우질서한 

것으로 요사됐으며 청국의 군힘이나 병기는 아주 낡은 것처컵 그려졌다 이 삽화 

를 보연 일본은 국력이 치솟아오르는 나라임에 반해‘ 청국응 후진적이고 쇠락하 

는 나라라는 인상올 받게 된다 여섯째 영국의 화보들은 청국군인들이 죠션의 농 

가에 침입해 소블 에았고 초선사람을 죽이는 장연을 소개했다 이 화보들은 죠선 

사랑툴이 챙국군인툴올 싫어하고 미외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올 것이다 만 

연에 r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j의 1894년 11휠 17일자 기사와 화보는 초 

선이 일본군의 숭전올 축하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일본군이 태극기와 일장기가 함 

께 걸린 개선문을 행진하는 모습윷 큰 그링으로 보도한 것이다 

미국의 일온특피원의 책 r고에 헤컬드{Kobe Herald)J 빛 r노스 차이나 데일리 뉴 

스(N，η'11 Chit띠 Daily Nell's)J의 미국인 특파왼 트렁벌 화이트(Trumbull White)의 처 

서 f동양에서의 전쟁 일본 중국 코레아j를 검토하기로 하자 이 책의 성격은 일 

본인 궁에이 마투오토(Julius Kumpei Matumoto)가 쓴 이 책의 「서운」에 잘 나타났 

다 그는 일본은 오직 초선이 문영개화왼 나라로 발전하는 것올 지원하겠다는 뜻 

이외에는 조선에 대해 아무런 욕심이 없음에 비해 갱국윤 조션을 야안의 세계에 

11 ) 김장훈(1fJH，) 엮용 r세빙한 일러스트와 회해 사진으호 본 금대조선， (서융 상링종 

딴사 2008 ), 4ι83쪽 이 기사틀과 삽화툴온 영국에서 21년에 갤쳐 유학한 김장훈 교 

수가수집한것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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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묶어두고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진보릉 약으려 했고 러시아는 조선올 침략 

혜 영탄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액락에서 화이트는 -문명개 

화국가‘인 일본이 조선올 -문영개화‘시키려는 갱책올 일판되게 유지해왔으며 청 

국이 이것예 방발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썼다 '" 

5 외국인들의 조선개혁론에 나타난 조선의 대내외상횡 

청일전쟁의 소용동이 속에서 초션조정이 갑오경장을 추진하자 죠선에 공사판을 

둔 외국들은 사태의 호릅을 날카롭게 바라보연서 각각 자신들의 견해등을 밝혔다 

거기에는 그 나라들의 입장이 당겨 있었지안 당시 조선의 상황도 묘사되어 있었 

다 

이노우1어의 조신개혁론 우선 일본의 입장이다 우리가 제2회에서 살핀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직후에 충판한 「한정개혁기문(ll<Jf& 

:;rIèIUJ) ，에 장 나타나 있다 

이노우에는 우선 챙일천쟁의 책임응 청에 올었다 갱이 조선응 언속(~댐)으로 

대하연서 -방약무인한 쪽앵-을 계속했요며 갑신갱연 때는 조성에 거주하는 일본 

인들에 대해 -차마 알로는 다항 수 없는 잔학한 짓을 저갤렀다@고 비난하고 청이 

조선과 일본에 대해 -난쪽하고 무헤한 거동-융 계속했지안 일본은 -동양의 명화 

흉 위해 장고장았다는 표현으로써 일온을 연호했다 이노우에는 이어 일본정부의 

권유릎 받아듣여 고총이 개혁안을 채택항으로써 -한국조정의 예습이 비로소 씻기 

게 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 
이노우에가 알한 개혁안이란 바로 갑오경장을 추진한 김홍집내각의 용어로는 

흥법(供M!) 14조다 1 894년 12월 12일에 선포왼 흥엉 14조는 죠션 최초의 헌엉이 

라고 부릎 수 있는데 제 l조는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올 끊고 자주목링의 기초흘 

확컵한다-고 선언혔다 이 조항옹 물릎 일본을 크게 안족시키는 것이었다 제2조 

12) Trumbull Whitι 싸 War ;n Ihe East: Japan , China and Corea (Ph iladelphia 뼈α cago: P.w 
Ziegler and Com어ly ， 1895), part 1Il (Corea) 

13) 이노우에 기-T고로 저 신영길 역 저 r조션조 앙국 전야기， (서울 지선당 2(08). 8(•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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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제4조까지는 국왕의 전체(핑~i])같 제한함으로써 조선이 -민주적인 정부

로 옳겨갈 수 있는 길올 열었다 이렇게 외양으로는 좋았으나 홍벙 1 4초륜 구현사 

건 세력이 근본적으로는 일본이어서 일본의 내정간섭은 더욱 깊어지고 따라서 홍 

엄 1 4조는 사실상 껍데기안 냥게 왼다 

윌킨슨의 r조신의 정부J 갑오경장운 영국정부로부터도 관심올 받았다 조선주재 

영국총영사관의 총영사대리릎 역임했으여 갑오경장 당시 인천주재부영사였던 월 

킨슨 (W.H. Wilkinson)응 갑오경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연서 이 개혁이 초선의 정 

부구조에 어떤 연화릎 가져왔나를 셜명하는 소책자훌 발간했다 갑오경장 이전의 

정부구초와 그 이후의 정부구조를 자세히 설영했다 " ) 

윌렌도르프의 r조신의 개혁j 우리가 제2회에서 살였던 독일인 필렌도르프 역시 

청일전쟁과 갑오경장올 바라보연서 자기 나룡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청일전생이 

일온의 숭리로 귀결왼 때로부터 2년이 새 지나지 않은 1897년 1월에 고종의 외교 

고문옹 지냈던 그는 상해에서 「조선의 개혁」이라는 짧은 글올") 썼던 것이다 이 

글올 흥해 죠선의 상황을 살피기호 한다 

첫째 그는 고종이 군주혹서 굳건한 성격과 필요한 추진력을 갖기 옷했다고 평 

가했다 바로 그 정 때문에 -유력한 당파가 유약한 왕을 좌우에서 분규 속으로 쉽 

사리 끌어들였다 고 보았다 둘째 그는 집권세력의 판리등이나 비집권의 지앙거 

주양반들이나 모두 백성의 고혈을 빨아억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들올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셋쩨 그는 왕실의 경비가 너무 않이 지출왼다고 비판했 

다 넷째 그는 조선이 옥립을 확보할 수 있는 길옹 보통교육의 실시와 산엽의 진 

흥이라고 주장하연서 구체안들올 제시했다 여기에는 그때의 조선의 모습들이 보 

이묘로 그것들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도록 한다 

1 조선인쪽옹 총영하고 일본인들보다 소질이 우수하다 그러으로 초퉁학교등 많 

14) W.H. Wilkinson , 7ñe Korean Gaw!mmenl: ConstirutiαIli/GιlIlges， July, 1894 10 October, 1895 

(Shanghai‘ 1897) 이 자료는 다옹에서 안용됐다 G탬이'J Henderson, Korea: 7ñe Politics 01 
Ihe Vonex (Cambridge: Harv뼈 University presι 1968) 제 l장 각주 33(385쪽) 

15) 고앵익 역 「옥련억의 수기」 r진안학보j 제24집 ( 1963년 8월>. 189-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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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워 어린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조선 8도에 모두 얹P개의 초등학교 및 

24개의 중풍학교용 세우고 수도(캅뻐)에 자연과학과 외국어 및 설업 분야흩 

각각 전공하는 전문학교용 하나썩 세워야 한다 

조선땅은 풍부하고 한글은 간단하고도 함리척이다 따라서 습득하는 데 너 

무 않응 시간올 요구하는 한자사용을 폐지해야 한다 각급학교에서 유럽어들 

가용데 어느 하나용 반드시 배우도록 해야 한다 

2 죠션의 놓업용 지극히 용량한 상태에 있다 농기구를옹 원시객이고， 인공비료 

는 션혀 개엘외어 있지 않다 옥축엉은 아주 소흥히 다휘지고 있고 낙놓엽은 

아예 없다 조선옹 이러한 운야틀에서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 양잠업을 언성시 

켜야 하여 포도용 재배해야 하고 당배재배용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콩과 아 

주까리 및 항아 퉁올 더 생산하게 해서 수충윷 시도해야 한다 

3 조션의 어장은 풍부하다 그러나 어엽융 일으링 생각올 하지 않고 있다 생선 

올 냉장 건조 영장 훈제할 생각을 가져야 하여 어선과 어앙율 개발해야 한다 

4 조선의 수꽁업온 용량하다 야장(벼!å') 영색 제정(뼈iIl) 비누 가중다후기 둥에 

서 개선융 이욕해야 한다 광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시도해야 한다 

5 조선의 교용수단용 얘우 인약하다 길은 조악하끄 교량은 드툴다 수에는 구죠 

가 언약하고 선박옹 지극히 원시척이여 연주(片Jit)와 션아션(때동lfi)온 죠라 

하다 도로와 교량올 일정한 계획 아혜 수축(修쩔)하고 주선(主없)과 지션(Ji: 

쩌)올 가진 함리척인 철도양용 건설해야 한다 해상교용융 위해 새 항구용 혈 

어야 한다(목링역 1963 , 191-193) 

그는 조선의 항구와 판련해 배우 흥미 있는 구상융 제시했다 조선 남쪽의 항구 

틀은 l년 내내 영지 않으므로， 죠선에서 부동항용 확보하허는 러시아와 제휴하라 

는 것이었다 그는 다응파 같이 썼다 

안약 러시아 갱도앙이 조선의 철도앙파 연경왼다연 냥션(험한)의 한 적당한 항 

구가 대(大)시에리아첼도의 종착역이 원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일온 간의 툴자 

수송 및 여책수용이 。l것융 용하게 휠 뿐 아니라 또한 군샤적 견지에서 융 때 이 

련 자리는 적당히 요새화하연 용아시아에서는 최강의 항구가 원 것이며 다르다엘 

스해협갈이 발해안의 어헤에 있는 안주의 항구보다는 훨씬 낫다 이러한 이유에 

서 허시아는 이자(헤子)의 안액올 료장하혀 등 것이고 이에 대해서 러시아군대가 

자유로이 용과할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옥련댁 1963.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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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I. 대한제국 수립& 전후안 시점으로부터 러일전쟁i- 전후한 
시점까지의 기록률 

1 서잉 외교관들 및 의사의 회고록툴 

일앤의 r일기i 우리는 제2회에서 조선주재미국공샤 호레이스 앙렌의 r일기j 가 

훈떼 쩨 l우와 제2부훌 살였다 이 재3회에서는 대한제국이 성링현 이후로부터 러 

일전쟁이 안양하기 이션까지의 시기융 다용 그의 r일기」 가운데 채3부(1897년 9웰 

1 4일 - 1 898년 7월 27일)와 제4부(1903년 6월 l 일 - 11 월 20일)용 살피기로 한다 

제3부의 분량온 짧다 여기서 당시의 조선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것용올 선택적 

으로 상피기로 한다 첫째 알렌용 대한제국주재러시아공사 슈메이에르를 -역겁 

게- 여겼다 그룡 -가장 거안하고도 시끄러운 사랍-이라고 논명한 알렌온 그가 노 

꿈척으로 조선에 대한 앵장정액용 썼다고 비난혔다 알센옹 그의 앵태와 정책이 

서용에서 항용하던 외교판을외 안감융 사게 왜 본국정부호부터 1898년 3훨 2l!일에 

소환왔다고 덧용였다 ’' 1 을셰 알렌온 1897년 1 0월 14일의 일기에서 당시 친러파 

에 속했언 이완용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나원 악인 이다’라 

고 단정하연서 -그는 절E 한국갱우의 공칙을 갖지 알아야 한 인왈이다”라고 부 

연했다(양렌 199 1. 184- 185) 

세4부는 션척으로 양헨의 시베리아갱유 세계일주 여앵길이다 따라서 초선의 상 

황에 대한 언급용 아주 걱다 다안 그가 1903년 1 0월 2일의 일기에서 조선올 -쪽풍 

우의 중싱 (a Slorm centerr 에 비유힌 것옹 우리가 앞으로 인용할 안 하다(얄렌‘ 

1991, 282) 확실히 죠성은 영강의 이해가 갱예하게 충동하언 -폭용우의 중싱-이 

었언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대옥용 그가 세계일주정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 

한 뒤 시어도어 루스앨트(Throdoπ Roosevelt )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국정부의 조선 

정책융 비딴한 데 대한 기록이다 그는 1903년 9원 JO일자 임기에서 자신과 루스 

16) 깅앤오 완억 r일앤의 일기 구한땅 격용기 비사，(서울 당국대학교용땅우 1991), l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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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트 대통령 그리고 루스앨트 대통령의 사실상의 동아시아정잭고문인 윌리영 록 

힐 (William Wαxlville Rockhill) 전미 국제협의회 (全잊國엠때짧유 International Bureau 

of American Republics) 회장17) 동 3자 사이에서 전개왼 논쟁올 자세히 기록했다 이 

일기는 우리가 이미 양고 있듯 알앤이 친러반일갱책올 옹호했음에 반해 록힐과 

루스앨트는 반러친일의 입장올 견지하끄 있었음올 보여주었다(앙렌 1991. 279-

281) 

알렌은 러일전쟁의 발발이 임박했다는 인식 아래. 1903년 10월 14일의 일기에 

서 조선의 장래에 대해 비판적인 전망융 제시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연 전숭올 

거둔 어느 한쪽이 대군주지위(大君主l1!!úl:)를 차지해서 허구적인 대한제국을 파멸 

시키고 그 국인들에게 약간의 자유를 부여할 것-이라고 쓴 것이다 그 역시 고종 

올 ‘허약한- 군주라고 덧용였다(알렌 1991.288• 289) 

얄렌이 고총올 -허약한- 군주라고 보았웃 그의 친구인 신문연집인 리텐하우스 

(Edwa띠 E. Rittenhouse)는 조선인플을 자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리텐하우스 

는 광산조사전운가로 알렌의 추천에 따라 조선의 팡산툴올 초사한 경험이 았다 

리렌하우스가 1904년 3월 23일에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이고틀 앙문했올 때 r샌 

디에이고 유니언」은 그의 회견기륭 게재했다 이 회견에서 리텐하우스는 -코리언 

들은 주연의 강력한 이웃들에게 얻어맞은 탓에 모든 투지륜 잃었으며 그래서 자치 

능력융 갖고 있지 옷하다-고 요사했다(알렌 199 1, 697) 

17) 혹힐옹 갱킥주재이국공사판에서 용직 하다가 1886년 12월우터 1 887년 4쟁까지 죠선주재 

이국공사관의 잉시대리공사용 역임했으며 1905년부터 1 9 10년까지 갱국주재미국공사 

로 용직한다 시어도어 쿠스앨트 대흉영익 동아시아갱책 그리고 그 용 오에서의 묘리아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이 자세히 생영했다 김기정(金꿇正1. '미국의 동아시아개입익 

역사적 연형파 2JJ세기 호 한이완제 연구" (서올 운학과지성사 2JJ03) 제6장 jαngsuk 

Chay. Dipω'm(uy 0/ι)'mmetry: KQrean-AmerÎCOII Relations 10 1910 (HonoJu lu: University 이 

Hawaii Press, 1990), Ch. 6 이 책온 조미수호용상조약의 체결효부터 조선의 옐망까지의 

시기에 있어서의 양국관계풍 다뤘다 이 책옹 저자의 1965년도 미시간대학교 역사학악 

사 학외논운(ì'he United States 뼈 the Closing αXlr in Korea: American-Korean Re …"' 
1894- 1905" )융 중보힌 것이다 이 책이 다룬 시기의 양궁판계콩 보여주는 운서들은 다 

응에서 청 수 있다 Scott S. Bume t1 (，에.) (with an intl여uctioo) ， Korean-American Reiations 

Ð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lern D.껴'Qmacy ollhe United States , Vol. 111 (Honolulu 

University of Haw잉i Pres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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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즈의 r외교회고록i 이 시기의 조선에 대해 기록옹 냥긴 또 한 사랑의 외국인 

은 외교관 윌리엉 샌즈(William Sands)다 그는 1 874년에 워싱턴에서 태어났다 할 

아어지는 미국의 엑시코선쟁에 장전한 뒤 냥북전쟁 당시에 냥군올 지휘한 해군소 

장이었고 아버지 역시 해군제독으로 미국의 스페인전쟁에 참전했으며 해군사판 

학교 교장과 필라엘피아해군가지 사령관융 역임했다 이러한 영문가의 후예로 그 

는 유업유학올 마친 뒤 아버지의 모교인 죠지타운대학교에서 학부와 엉대률 출업 

했으며 곧바로 국무부에서 외교관의 길올 걷기 시작했다 181 

이 회고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갯 부운은 1896년에 안 22세의 젊은 나 

。1 에 일종의 수슐외교판으로 임영되면서 주일공사판에 배치왜 2퉁서기판으로 근 

무하던 쟁은 시기다 여기서 조선파 판련해 소개왜야 할 대목은 그때 미국무부의 

지도적 외교판이던 윌이엉 욕힐의 발언이다 그는 샌즈에게 -누구도 코리아〔에서 

의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 코리아는 너우 하장다(Nobody wants it; it is 100 

insignificanl)" 고 알하연서 그러나 -자네가 얼거벗은 외교(diplomacy in lhe raw )를 

보고자 한다연 그곳이 거기다-고 권한 것이다(S'"'" 1930 , 29) 이 발언은 그 시성 

에서 서양인틀이 E리아에 대해 가진 인식용 잘 보여주고 았다 

줄째 부분옹 1898년부터 1 900년까지 조선주재미국공사판에서 1동서기관 그리고 

곧이어 연리공사로 근무하던 시기다 이 시기의 판창을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서 

양인들이 납긴 판창들과 거의 짙다 1) 조선은 아릅당고 평화로운 나라다 2) 산응 

힐벗었다 3) 일반 액성들의 집들온 모두가 |충으로 역은 진흙이고 지용은 짚인 

데 비해 상류층 인사등의 집들은 높은 당에 둘러싹여 있으며 그 안에 여러 개의 

별도의 집을올 갖고 있다 4) 조선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했고 가장 낮은 하인계급 

에 속하게 왼 여자어 린이를응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없으여 주인의 동의 없이는 

18) William Frnnklin Sands, “ιJiplOl …ic Menwries: The Far Easl, 18%.1904이cw York Wh iu[c‘'Y 

House. McGraw-Hitl B∞ k Company. INC. 1930) 이 핵은 Fred Harvey Ha머ngton. God 

Mammon α띠 씨e Japal!ese: Dr. Horace N. AlIen and Korean-AmerκαI RelalÎons. 1884-1905 

1M잉ison .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4)과 항깨 합본돼 근세홍아세아서양어자료 

총서 84 (서올 경인운화사 20(1)효 재간왔다 이 책은 1 !>lO년에 서융의 Roy띠 Asiatic 

Socicty , Koπa Branch에서 재간었다 。1 책의 땅역용으로 다응의 두 가지가 있다 1) 갱 

훈(>1<iJJ) , '조선의 아지악 날， 1서융 이완 1986). 2) 신욕용 역주 r조선 "1 앙적 ， (서 

융 징운당 1999) 샌즈의 경력은 외와 같용 3-5쪽에서 자세히 설영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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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 대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5) 여성은 -영격한 격리-속에서 ‘엄격하게 

흉제률 받는- 생활올 한다 퉁둥이 그것들이다 

그는 자신의 공사관에서의 생활을 통해 파악한 조선인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기 

흑을 냥겼다 ‘너무 많은 하인들 올 거느리고 살았기에 생활온 연했다고 쓴 그는 

조성하인들은 중국하인들이나 일본하인을보다 유능하지 못했고 중국하인툴이나 

일본하인들과는 달리 도악을 포항한 비행올 자주 저질렀으며 경국 그틀올 체별로 

써 영히 다스리지 않으연 안 된다는 것올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조선의 기생 

틀응 일본의 게이샤을에 비교한 뒤 죠션의 기생들은 지능에 있어서나 외모에 있 

어서 일온의 게이샤을에 뒤떨어진다끄 썼다 러시아인으로 한국에 귀화한 오슬로 

대학교 교수 박노자는 샌즈의 이러한 서술을응 액인우월주의에 입각한 인종주의 

의 산물이라고 비딴했다 19) 

샌즈는 정치학적으로 의미 있는 판창틀도 제시했다 첫째 서울이 조선에서 차 

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다 그는 에이정과 도쿄와 파리가 각각 중국과 일본과 프랑 

스인 것 이상으로 서울은 조선의 싱장이요 중싱이라고 썼다("Seoul is the 야art ofthe 

nation and the center 이 i ts life much more Ihan Pekìng or Tokyo is the center of Chinese or 

Japanese national lifc. Seoul is 10 Korea much more that Paris is 10 France.~){Sands 1930 

56) 그는 오직 명양이 그 자신의 독욕하연서도 고유한 생격올 갖고 있다고 엇불 

였다 둘째 조선의 국제정치에서의 위상에 대해서다 그는 조선이 -극동의 나라 

을 가운데 가장 약한 나라(the weak헤이 the Far Easlem countries)" 라고 명가했다 그 

는 특히 조선이 -국내적으로 취약한- 나라라고 명가했다($때ds 1930 . 56 ) 그는 또 

러시아가 초선에서 부동항을올 확보하려는 야싱올 용어왔다고 지적했다(Sands 

)930. 57) 그는 러시아의 조선정책의 바탕에는 조선이 -일본의 심장올 겨냥하고 

있는 찰 (A SWQ띠 aimed at the heart of Jaαm)" 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씀으로에 

러시아가 일본올 견제하기 위해 조선옹 장악하고자 했다는 뜻올 내 "1쳤다 이러한 

러시아에 일본이 맞성으로써 러일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그는 중이했다 (Sands 

1930. 79) 

셋째 그는 자신이 알현했던 고종과 민비에 대해 회상했다 그는 고총올 -흰 얼 

19) r지금 우리는 l액년 전의 서양인올 g아가는 것용 아닌가 악노자 허동현(양예!.:'R l 의 

한국근대 1액년논생 (1 1 ) 서양인의 죠선판 → 악노자」 r프에시언" 2004년 4월 2일 



서양인올。I <'f1앤 죠션외 오습융(제1회 ) 255 

굴의 작용 사랑으로 거동에 잉어서 열성객이연서도 소싱한 양계-라고 촌명했음에 

비해 민비용 -오든 점에서 걸용한 여성-이라고 칭찬하고 인비의 정치적 재능에 대 

해 높이 명가한 데 이어 인비의 장정을융 자세히 썼다 그는 욕히 -민비는 오직 조 

선이 자유읍고 언성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냥연이 앵복한 왕이 되는 

것 안올 바라고 있었다-고 덧용였다(Sa찌s 1930 ‘ 60-63) 

이 에의 셰언셰 부분은 산도(山뻐)라는 이용올 부여받옹 그가 26애의 젊옹 나이 

에 -광우 4년 l훨 1 5일-자로 뭉내부(당內뻐) 찬의관(ll앙당)- 이 직항은 그의 

표현으로는 advisor 10 the emperor - 에 임영되고 -광무 4년 2월 24일-자로 -외부고 

문판사무서리(外$뼈間홈페‘l1i쟁쟁)"에 입영왼 이후 조선옹 떠난 1 !lO5년까지 약 5 

년에 걸친 시기다 샌즈가 조션조정에서 일한 5년의 시기는 조션에서 중국의 세력 

옹 사실상 완전히 강퇴한 대신에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이 아장되고 초션에 대한 

지배권의 장악을 위해 서로 경쟁하언 시기였다 샌즈의 판활로 이러한 상영 아래 

-초성인등 스스로는 회앙옹 포기하고 판싱올 잃은 채 자신융의 훈영융 완션히 두 

경쟁자흩 가운데 더 강력한 자 곧 러시아 또는 일본에 암겨놓기로 결정했다(Tho 

Koreans themselves gave up hoκ a찌 Jost interest, and final ly decided 10 throw in their I여 

completely wîth the s뼈'g'야 of the two ri v씨 Russia α Iψon ，)" (Sands 1930, 11 8- 11 9) 

샌즈의 대안옹 일본과 러시아 샤이에 전갱이 일어냐는 정우에 있어서의 -조선의 

중립화(thc ncutralization ofKoreaf였다 -죠선의 중링화-는 주미전권공사와 창정대 

신융 역임한 인영환이 제의했언 것으로1 샌즈는 인영환과 세휴해 이 안올 제의했 

언 것이다 그는 죠선융 중령화하고 죠선과 열강 사이에 -정대척 영화조약틀 

(absolute peace treatiesf 훌 세절하게 하는 길융 찾고자 했다(Sands 1930 , 119) 

그런떼 이 옥표훌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유리한 관싱용 확보하기 위혜 

서는 내정올 개혁하고 전국인융 상대로 하는 교육제도융 확렁하는 것이 일차적으 

로 긴요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무엇보다 -족벌주의-와 -놔울-에 의해 싹우되는 관 

리임용시험과 판려임용 그 자쩨에 대한 개혁이 정대적으로 요갱왼다고 그는 확산 

했다 그는 관리가 되기 위해 바쳐야 할 뇌울올 마련하고자 일본인 고려대급업자 

로부터 돈을 벌리고 관리가 왼 뒤 뇌융융 받아 원리금융 갚아나가는 사에등을 자 

세히지적하기도했다 

그러나 그의 구상을 가운데 어느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우선 중링화와 다지간 

명화엄정셰결의 구상은 러시아와 일본에 의해 철저히 얘격웠다 이 우 나라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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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내청개혁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들응 조선에 무질서가 알생해야 간섭할 수 

있다끄 밍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주재러시아공사 미하일 파블로프 (Mikhail 

Pavloff)는 일본정부증 상대로 러시아가 평양올 포함한 북부률 차지하고 일본이 서 

울을 포함한 냥우즙 차지한다는 죠건 아래 조선을 분할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소 

문이 돌았다 (( ... ) . there might be some truth in the rumor brought 10 me that he had 

recently 야posed 10 the Japanese govcmmenl [0 divide Korea bctween them; the Russians 10 

take the north with Peng Yang City. and the Japanese the south with Seoul)(San야 1930 

158).20) 

샌즈는 끄총의 외교고문으로 일하던 때의 어느 시정에 그는 그 시정올 적시 

하지 않았다 고종올 안나기 위해 서율을 망문한 이토 히로부마를 안났다 이것 

과 찬련해 샌즈는 중요한 증언융 냥겼다 이토가 일본이 주도하는 일본과 조선 잊 

중국 3개국의 -가까운 동맹 (a c10se띠liance) ~ 또는 “극동의 연양(a union of the Far 

East)" 또는 ‘연방(a fl빼ration)" 옹 구상하고 있었으며 ~VJ에게 이 안에 대해 생각 

해보라고 권했다( ''He encouragεd me 10 speculale upon hy짜hetic띠 federation 이"" three 

αiental empires: Japan, China and Korea.")는 중언이다(5"，ds 1930, 228) 그는 이 안 

에 대해 이토가 중국인들과 죠선언등의 신뢰를 만블어낼 수 있다연 상당히 많은 

수의 서방국가들이 잔성할 수 있융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일 

제의 조선통강으로 취임한 이토 그리고 조선홍강 이토의 외교고문역을 수행했던 

미국인 더랭 스티븐스(Dumman w. Stevens) 연호사률 조선의 의사(".土)들이 암살 

한 것을 나쁘게 말했다(ì'he worst th ing Korean ever did fOf themselves was 10 assassinate 

21J) 파융료프는 대한제국의 운합보다 중업화에 역갱올 두었다 ' '''2년 l월 ]()일에 영일홍 

맹이 에경왜 대한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올 보고 와블료프는 대한제국옹 

중립화시켜 일본의 세역신장올 약으려고 했다 그래셔 파용호프는 ''''2년 9영에 꺼국 

하는 질에 이르캉스키(Izv이 skii ) 주일러시아공사 빛 카시니 (Cassini ) 주이러시아공사와 

회용하고 미국용 용한 대한제국의 중립화흉 논의혔다 그러나 영일용맹올 계기료 똥아 

시아정잭에 직전 간여하기 시작한 루스영트 대용영은 대한제궁의 중링화용 거부했고 

일본의 대한제국 지애용 인갱었다(현광호 2002 ,• 35) 

이러한 러시아의 흥향에 대해 일본용 갱일천쟁 이래 조성옹 호호국으로 연입시킨다 

는 정책올 고수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러시아에 자주 안한교환(써야훗뺏)융 체의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러시아가 한국분할혼과 안한교환흔올 주도적으로 제안했다고 딴단 

해 러시아경계용용 었다(현팡호 2002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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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 and kill Durham White SteYens.~) (Sar잉s 1930. 227) 

샌즈는 ) 905년의 을사늑약융 계기로 "1육정부가 조션주재용사판융 철수시키자 

귀국해 따나아와 과테말라 빛 액시코 둥 중미의 미국 공판등에서 근우했으어 그 

이후에는 사업가로 연신했다 그러나 러시아포로송환외앤회와 이시아주재미국국 

제협력협회 및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 동에서 활동함으로써 국제외교 분야와의 

연융 이어나갔다 그는 1946년에 연세한다 

로제티의 r꼬레이 에 꼬레이니j 샌즈가 판창하던 시기의 조선융 판창한 또 한 사 

합의 서양 외교관이 서융주재이말리아총영사로 용직했던 까융로 로제티 (Carlo 

Rossclli )었다 중국주재이당리아공사판에서 근우하고 귀국하는 얘 위에서 서올 근 

우잔 영령 받았던 그는 1 902년 n원부터 1903년 7월까지 8개앤 동안 서융에서 용 

직했다 귀국 직후인 1904년 2원에 조선에서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가장 알려지지 

않용 나라풍 가운데 하나인" 01 작용 나라에 대해 높아지는 판싱애 부용해 책올 
쓰게 했다 이 책이 1904년애 로아얘서 충싼왼 -죠션 그리고 조선사랑툴-이라는 

뜻의 r꼬혜아 애 꼬애아니 (Corea e Coreanj)lll이다 

이 책용 2권으로 구성댔다 게다가 약 400장의 사진이 게재왜 션체의 양이 방대 

하다 제 |권용 대셰로 조션의 지리 역사 언어 문화 풍습 종교 동에 판해 기존의 저 

슐툴융 중심으로 서숭한 것이다 저자 스스로 알렌의 '"，리아의 인당툴L 비용의 

r코리아와 그의 이웃나라툴j 하앵의 ']l류기」 달레의 r꼬레의 교회의 역사j 그 

리고 그리며스의 r코혜아 용자의 나라」 풍올 자신의 주요한 참고자료을로 꽁았 

다 그혜서 그 책들에 포항댔던 설영률이 이 책에서 되용이 '1끈 했다 예천대 서 

용이 초선얘서 차지하는 위상에 판해 그리며스가 셨던 표현이 그리의스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다음과 같이 부연혔다 

서용과 비교항 만한 요소용 갖훈 도시는 아시아의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파리가 프랑스의 그 자세인 것써엄 서올옹 바로 꼬헤아이다 서융용 꼬헤아반도 

전 인민의 열망의 대상으효셔 성공올 앤하는 오든 사랑율이 잡혀드는 중싱지이며 

국가활동의 모든 소식이 에져나가는 진웬지이다 알프스 너어 우리 이웃인 프랑 

스인융이 -프로앙스-라는 안어용 파리가 아닌 모은 지역율 의미하는 것으호 사용 

21 ) 이 액외 양역본으로 로제티 (R∞sctti 199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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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꼬헤아에서는 서올이 아닌 지방은 곧 시을이다(로제 

티 1잊~. 47-48) 

제 l권에서 그가 역정올 두고 성명한 부분은 조선의 종교이다 그는 유교와 불교 

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샤어니층에 대해 혐씬 더 자세히 설명하연서 샤머니층의 

진정한 성직자들←인 우당과 판수에 대해 길게 설영했다 그는 조선사람틀이 미신 

에 빠져 살고 있다고 지적하연서 그들이 미신에 쓰는 금액이 아주 크며 황실도 주 

술사들에게 놀아냐 엄청나게 많은 경비플 지출하고 있다고 덧용였다 

제 l권에서 서울의 풍룰에 판해 설명하연서 그는 기존 저술을의 성영틀에 자신의 

관찰들을 추가했다 이미 서양의 관창자을이 공풍적으로 지적했듯 그 역시 1) 서 

울의 짐이라는 것은 웅막이나 다릉없다 2) 서울의 길등은 모두 작고 좁으며 -쓰 

레기들이 l년 내내 쌓여 있어 더러운 데다가 종종 넘쳐흐르기도 하는 하수구가 그 

대로 드러나기 때운에 이 길툴보다 더 더려운 길은 상상하기 힘을 정도이고 서올 

이 내뿜는 냉새는 참으로 참기 힘틀다 공기 전셰가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 3) 조선인들의 더러용은 상상올 초월한 정도이여 조선인들옹 

벽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물올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얄힐 수 있올 정도로 용 

을 씻지 않는다 4) 상거래 때 파는 쪽은 엉청난 가격용 제시하지안 사는 쪽이 단 

호하게 거정하연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 5) 지배계총은 노동융 전시하고 싫어해 

생산적인 일에 창여하지 않는데 ‘이러한 성향은 행정 전반에 안연해 있어서 내부 

는 우질서하다- 6) 양안은 극번에 빠지는 경우에도 일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대신에 장 사는 친척친지에게 빌용어 사는 것융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부유한 양반 

의 집에는 그러한 류의 식얘들이 들끓는다 7) 꼬레아 여인의 삶은 상상할 수 없 

을 만큼 불행하며 세상의 어느 나라에도 꼬레아에서처렁 엉격하게 여인툴의 생활 

을 격려시키는 곳은 없다‘ 둥둥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는 자신이 알현한 고종에 대해 비교적 좋게 썼다 [황제는〕 모든 고낭 속에 

서도 항상 놀라올 정도의 깅착함과 덕앙 그리고 동양적 명온함올 잃지 않았다 

[ .. j 황재는 그의 생존파도 판련왼 모든 윷행올 겪는 와중에서도 적어도 표연적으 

로는 아치 그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전혀 무관한 듯이 또 바깥세상의 모든 현 

상이 그의 정신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듯이 항상 칭작하였다-고 회상한 

것이다 그는 -황제는 습관적으로 방에 직우플 보여 따라서 그가 주재하는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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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운 방시간에 열었다-고 덧흉였다(로제티 \996. 89핏) 

제2권옹 주로 조선이 개항하는 과정을 셜앵한 데 이어 개항한 이후의 오융들에 

대해 대한제국의 성립이 선포왼 1 897년 이천의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눠 성 

영했다 여기서 대한제국의 수립이 션연되기 이전 시기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가 

운데 하나안 소개하기로 한다 그것은 이미 많은 서양의 판창자들이 지적했던 매 

판매직에 관해서다 그는 훨씬 더 구셰적a로 다읍과 같이 썼다 

판직얘깨는 악강한 권력을 연 몇몇 판리을과 왕실에 영향력이 있는 인뭉의 개 

입을 용해 생겨났다 판직의 애얘는 사실상 애매라는 개녕융 넘어서 차라리 임대 

차라는 개녕으로 이해해야 항 정도었다 왜냐하연 새로 임용왼 관리는 그 자리에 

2 -3년 이상 어뭉 수 없다는 사실올 장 암고 있었고 세력가가 온옹 더 긁어모으 

고 싱올 때에는 그 자리에 돈올 지용힐 준비가 왼 다릎 사랑을 임명했다(로재티 

1996. 226) 

그러연 대한제국의 수립이 선언된 이후에 조선의 모습을에 대해 그는 어영게 성 

영했던가? 대한제국의 수링과 더불어 이제 광우황재라고 불린 고총은 광우개혁이 

라고 불린 개혁듣올 추진했는데 그것에 대해 그는 어떻게 영가했던가? 

그는 우선 죠선에 -근대화 바랑이 융기 시작〔했다r고 보았다 그 표정으로 지 

난 날과는 달리 액성를이 고관들의 행차에 더 이상 엄춰서지 않는 현싱 그리고 

서율이 서구적 연오로 당바꿈한 사실‘올 지적했다(로세티 1996, 42) 그는 또 새 

로운 재도적 개혁을흘 소개하연서 -특히 도량형올 다루는 중앙판갱도 있었다는 

것은 놓랑다 고 명가했다(로제티 1996. 227) 그러나 그는 1 898년 l년 동안에안 야 

흉 차례나 개각이 있었응융 상기시키연서 -이것이 얼마나 않은 혼란과 경제적 무 

질서룹 야기시켰을지 상상해보라-고 덧당였다 그는 이 나라가 -완전한 무정부상 

태로 빠져틀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앵가하연서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항제의 뜻응 후당들과 내시 궁정신하 역슐'f를이 좌우하였다 대신을온 그들 

이 속한 당따와 그 동조자을의 [피씌}에 지나지 않았다 I J 아마도 몇몇 샤양을 
용 자신을이 진싱으로 나라용 위해 일하고 있다고 얻었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파명의 속도융 가속화힐 염이었다 이 나라의 용쌍한 액성증온 땅 용려 일하여 세 

긍용 내고도 종어축기까지 하였다(로제티 1996.22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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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술가들의 역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정술가을과 예언자들 

잊 싱영숨사들이 ( ... ) 황제의 마응을 웅직〔였〕다 (. ) 꼬헤아의 재판과 외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요소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술가들의 역할이다 정술가들 

가훈데 한 사랑이 제 시간에 한 마디안 해주연 재판의 지연이나 소솜의 언거러웅 

이 강해질 수도 심지어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로제티 1996. 232) 

그는 정부가 액성을로부터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는 지난 날의 판행이 계속되 

끄 있다고 썼다 조선에서의 세금징수를 약탈-이라고 정의한 그는 다응과 같이 

중언했다 

국민툴은 우거운 새금으로 인혜 문자 그대로 아사 직전 상황에 놓여있다 세금 

의 징수는 가장 비인도적인 망엉요로 진앵된다 ( .. ) (지방의 행정관툴온〕 중앙 

정부에 납부할 세긍융 거두어들일 얘잉융 지고 있다 세금의 총액이 사천에 지방 

옐로 세세히 경정되어 있다 안일 정해진 기간 내에 힐당왼 금액올 서윷로 가져요 

지 못한다연 그 〔앵청관〕용 개인적으로 혜앙 금액의 채무자로 간주왼다 그 긍액 

융 지용하지 않으연 와연 투옥 유배 풍의 저병올 당할 수 있다 〔그것올 피하기 

쩌해 지앙의 앵정판을은 자신의 상하관계에서의 자신의 위치륭 고려하연서 자의 

척으로 셰긍용 부과한다 그 경과) 1년 내내 고생스럽게 땅 용런 불행한 농부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수확륜의 1 /\0에 대한 권리 원이다(로제티 l잊K). 239-249) 

그는 광무개혁 이후에 형법체계와 행형(行돼11)에서 많은 연화가 일어났읍올 인 

정했다 l심재판소 위에 항소법원 잊 최종싱으로서의 특옐재판소가 발족했으여 판 

사와 갱사 동의 새 직제틀이 마련댔고 연와제와 같온 장옷왼 제도는 에지웠음올 

역시 인정했다 사형의 방법도 인간인의 경우에는 교수형 군인의 경우에는 총살형 

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새로운 엉령을이 전혀 낼표되지도 적용되지도 않는 경우을 

이 혼하며 피고인은 물론 중인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악렬하고 잔인한 고운i은 

계속됐고 아주 더렁고 -보는 것안으로도 공포를 올러일으키는. 강옥틀은 전혀 개 

선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꼬레아는 형별이 과중한 나라을 가운데 하나로 여전히 

냥아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료제티 1996. 259- 25 ) 

그는 국앙제도에 있어서도 개혁‘이 시도됐응용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서는 ‘큰 혼란올 겪고 있음올” 지적했다 진정한 의미의 해군은 여전히 창설되지 

못했으며 -바다에 대한 우지는 더욱 커졌다 "(효제티 1996. 274. 283-284) 이것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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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깨혁-이 광영위하게 이펙지고 있읍용 그는 인정했 

다 교사용 양성하기 위한 사엉학쿄， 외국인들과 직접 교성힐 수 있는 판리를올 양 

성하기 위한 외국어학교를 냉부의 판리툴율 양성하기 위한 엽융학교 우연판리들 

융 양성하기 위한 우연학교 퉁이 성험했읍옹 지적했다 그는 또 우언 션신 전보 철 

도 전차 전둥 그리고 해상에서의 갱규항로 퉁이 개설웠으며 -개항장-이라고 블 

린 항구톨올 중심으로 해외와 우역이 이혀지고 있용융 자세히 설영했다(로제티 

1996. 301-313 , 355-393) 

운쉬의 펀지들과 일기 대한채국 시기에 판한 또 하나의 판철은 고종의 시의로 용 

직했던 독일인 리하르트 분쉬 ( Richan:l Wunsch)에 의해 제시했다 그는 부오와 아내 

에게 보낸 편지들에 그리고 일기에 그때의 조선상황융 자세히 기숨했으며 이것 

등용 그의 열 게르트루트 툴라우센 용쉬(Gcrtrud Clausscn-Wunsch )가 엮어 r똥아시 

아의 의사J라는 제목 아래 옥일에서 출판힌 것이다 22) 

리하르트 분쉬는 1 869년에 융에지앤 (5ch비esien) 지앙의 히르슈애르크 

(Hirschbcrg)에서 제지공장올 경영하언 공장주의 아들료 태어났다 그는 )894년에 

그라이프스안트(Greifs‘ ald ) 대학교 의과대학올 졸업한 뒤 외과의사로 성장했는 

데 이 파정에서 오교의 온사 앵때리히 (He l ferich) 교수의 추천과 도쿄대학의 엘츠 

(BällZ) 교수의 주선으로 고총의 시의로 임영댔다 

그는 32셰이던 )90 1 년 II월 2일에 조선에 도착했다 그는 국왕의 시의가 됐다는 

사실에 고무왔으며 국왕의 시의라는 칙위용 활용해 초선의 가냥한 서인툴옹 위해 

의효용사융 힐 수 있는 기회흉 갖게 왼 데 대해 보강응 느꼈다 실쩌로 )902년 여 

용얘 조선에 올헤라가 안연했융 예 그는 l상역에 멸요한 대책흘융 정부에 건의하 

기도 했고 환자들의 치료에 창여하기도 했다 그는 서용에 현대식 명원융 세우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후원응 얻고자 노력했으나 뜻을 이후지 못했다 더구냐 1905 

년에 러일전쟁에 숭려한 일본이 외국인인 그에게 출국올 총용하자 그는 4월 23일 

22) αM띠Claussen.Wunsch . Ar킹 m α찌ien (I976) 이 잭의 냉역온용 다용이다 깅종대(Í1 

"'*) 융김 'Ci!종의 특일인외사 g쉬， (서용 학고재〔와회JlL )999) 역자는 앤서가 

욕일의 어느 충딴사얘서 앙앵왔는지 lt'l지 않았다 역자외 셔용에 따르연 자신의 역 

온용 완역이 아니다 충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운이냐 내용이 중욕되는 우용용 생학혔 

다는 것이다 이하 용쉬의 경릭옹 써와 강융 7-10쪽에 소개되어 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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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본으로 떠났다 그렇지안 일본에서도 일자리플 얻지 옷하게 핑에 따라 유럽 

으로 돌아갔다가 1 908년에 당시 옥일의 조차지였던 중국 청도에서 일자리를 얻어 

다시 아시아로 오게 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격우에 시당리다 장티푸스에 걸린 

그는 1 911년에 향년 4 1세로 열세했다 비운은 계속됐다 그가 별세한 직후 독일로 

올아간 어린 아들이 그러고 이어 이망인이 그의 뒤를 따른 것이다 

운쉬의 연지와 일기를 몇몇 주제들에 초점을 맞춰 요약하면 다응과 같다 첫째 

그는 조선의 풍경에 대해 자주 언긍했다 우선 자신의 첫 기착지인 제툴포와 그 주 

연에 대해 독일의 부모에게 보낸 연지에서 -넓은 항구에 수않은 작은 애등이 보 

였고 가따른 산으로 둘러싸인 섭이며 낮은 성들이 언 바다에 흩어져 있어 항구가 

마치 내륙의 호수처링 보였습니다 공기는 맑고 신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숨니 

다 라고 썼다 그는 앞에서 상핀 서양인틀이 이미 지적했듯 이곳에서 -짚으로 지 

용을 이은 나지악한 토당집을-올 보았다(Wunsch 1976. 32) 

그가 도착한 1 901년 11 월 2일이연 서울과 제뭉포 사이에 기자가 개똥왼 때 ( 1 900 

년 11 월 12일)로부터 1년이 채 안왼 때였다 그는 기차률 타고 서올에 도착했으며 

운행시간은 l시간 45분이었다 우리가 제2회 그리고 이 회의 앞에서 보았듯 서양 

인들은 제뭉포에서 마부가 끄는 말흘 타거나 교군틀이 이끄는 가마릉 타고 엽경했 

었는데 이제 그는 기차로 잉경항 수 있게 왼 것이다(Wunsch 1976) 이러한 연화는 

대한제국 아래서의 “근대화-의 한 정표로 인용원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풍경으로부터 그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 부오에게 보낸 연지(190 1 년 11 

월 3일)에서 그는 자신이 이 나라의 비옥하고 독특한 아룹다웅올 지닌 그립같 

이 아릉다운 정치에 애혹되어 있융니다 라고 었다 서울에 대해 -높은 바위산으로 

툴러싸인 멋진 계곡에 있숨니다-라고 썼으며 냥산에 대해서는 -숲이 올창합니다” 

라고 썼다 그는 독일에 살고 있는 지신의 연인 마리 흘 (Marie Scholl )에게 보낸 띤 

지 (1904년 9월 1 8일)에서 -저는 곧 옷을 갈아입고 일융 훌어 아등다운 가용저녁 

올 바랑처령 달려용까 합니다 。1 곳의 저녁이 영마나 아릉다운지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라는 표현으로 서울근교의 아릅다웅올 칭찬했다(Womsch 1976. 134) 

둥째 그는 서울이 비위생적이고 융경한 도시이며 조선사람 역시 그려하다고 썼 

다 자신의 남동생 후고(Hugo)에게 보낸 날찌 이상의 사진엽서에는 그는 -서울의 

길거리 청소는 견공(大公)를에게 맡겨놓은 상태다 곳곳에 널련 대연융 개들이 먹 

어치우니 질의 갱결 여부는 견공의 식욕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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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sch 1976. 33) 그는 또 -한국정부는 위생문제에 관해서는 이해도 옷하고 

[ .. ) 필요성도 옷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이 사는 구역온 애우 깨끗하고 밝은 

데 한국인들용 게으읍에 빠져서인지 그런 것이 눈에 외지 않나 옵니다 라고 썼다 

(Wunsch 1976 , 69• 70 ). 1902년 8월 1 6일의 연지에서 그는 창외철의 풍경과 관련 

해 요즈응 길에서는 참외흘 무더기로 내놓고 파는데 한국사랑들응 챔외흘 아구 

먹어 누구릅 악론하고 설사릎 합니다 길 도처에서 설사하는 팡정을 볼 때엔 식욕 

이 싹 가십니다‘라고 썼다(Wunsch 1976 , 74) 한 여성환자흉 그녀의 집에서 치료 

한 그는 그녀와 그녀의 거실에 대해 1 902년 3월 12일의 일기에서 다응과 같이 썼 

다 

이 한자는 [ .. ) 바닥에 더러운 。1'<: 몇 장올 덮고 누리끼리한 똥융 속에 누워있 

었다 대소언에 푹 정옹 붕대5 강은 냥연은 작은 천조각으로 요율올 닦아내 접시 

에 등고 우리 앞에 서서 이야기었다 용서라치는 악취가 났고 여인은 간간이 신융 

소리를 냈다 앙"1 벅지가 갇기갚기 찢어져 있었는에 거기용 기픔으료 얼쭉진 종 

이로 덧방라놓았다(Wunsch 1976 , 169 ) 

그는 서울올 떠나 지땅을 여행하던 때 어느 조선사랑 집에서 잡올 갔던 경험에 

대해서도 기록올 남겼다 1903년 5월 3 1 일에 부모닝에게 보낸 연지에서 그는 벌 

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번대 벼룩 바퀴병레 따위가 우리 주위를 동아다녔습 

니 다- 라고 썼다(Wunsch 1976. 87) 

셋째 그는 조선사랑등의 도액올 여러 차허1 지적했다 우선 그의 요리사가 집안 

의 응식재료들올 자주 흥쳐갔다 닭고기국융 끓여왔으나 국에 닭고기가 한 정도 

보이지 않았던 경우릎 그는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다 그는 -음식재료등 부지런히 

흥쳐가는” 요리사에 견디다 못해 마침내 해고하고 대한제국 황실의 으웅시녀-인 

손탁(Antoine끼te Sontag) 여사가 마련한 유컵인들을 위한 숙식소에서 식사릎 했 

다 23 1 

23) 고종이 아판파션으로 러시아공사 에에트의 보호갈 1감았응 때 에에르의 처형인 톡일 앙 

사스 층신의 중년여인 손당이 시중융 등었고 그 인연으로 끄종옹 환궁파 더용어 그녀 

윤 궁으호 용러등였다 러일전쟁이 끌난 뒤 그녀는 유힘으로 건너가 항성의 어려웅옹 

호소하연서 고종올 도우려 했으나 성과올 엉지 옷했다 그녀는 안년에 지중해 리비에라 

해안에서 우유하게 여생올 보냈다(W~κh 1976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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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갑창고와 석단장고 빛 과수원도 도묵올 자주 맞았으며 심지어 말에게 역일 

건초더미도 도난을 당했다 그는 1879년부터 1 898년까지 도쿄에 채재했고 190 1 년 

에 서울에 와서 냥산에 살던 독일인 궁정악장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 )가 도 

욱맞은 사에릅 덧흩였다 대한제국의 국가를 작곡한 사랍으로 알려진 그는 -가족 

과 떨어져 적적하게 살고 있어 살아융직이는 것융 가까이 두고 싱어서인지 소규모 

로 양동올 시작했는데 왜지들이 어느 갱도 살이 오르자 차례로 세 마리나 도둑융 

맞아에렸다 ‘ 그래서 에케르트와 그는 독일어 교사 불리안(Johnnes B써rum )과 함 

께 1902년 3월 호의 어느 날 냥은 왜지를 잡아 억었다(W"""，h 1976. 55-56) 

넷째， 그는 조선사람들이 질병과 의학에 너무 무지했다고 지적했다 1) -해부를 

금지하고 있으니 의학이 발전할 리가 없으며 해부학의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다 -

2) 조선사랍들은 -진료비릉 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뿐더러 외국인의사한태 

서 약 한 병용 선 윤 받는 것응 에사로 안다‘- 3) -조선의 전연두환자들은 위 생주의 

죠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길에 나돌아다년다.- 4) ‘천연두로 아이틀이 한꺼번에 

죽어가는데 미신 때문에 시제를 애장하지 않고 짚과 광목으로 싸서 성문 앞에 있 

는 나무에 걸어둔다- 5) 황태자비의 병을 70 얘 영의 의사들이 치료했으나 결국 

병사했는데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의학〕 지식을 갖종 사랑은 단 한 사랑뿐이었 

다 퉁퉁의 사헤을올 그는 지적했다 

다섯째 그는 죠선사랍을이 -느라게- 앵동하여 -게으르다”고 지적했다 1901년 

1 2월 27일의 연지에서 그는 -여기서는 오든 일이 기가 창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 

고 있습니다‘라고 썼으여 조선사람들은 -악다른 공옥에 이르러서야” 행동융 개시 

한다고덧융였다 

。1러한 관켈을보다 더욱 중요한 것들은 대한제국의 국내정치 및 국제관계에 관 

한 그의 관창을이다 우선 국내정치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강이 썼다 

l ‘지금 이곳의 상항응 톡일의 1 84'년 3월 혁명의 시기와 흉사합니다 황제는 항 

상 생영의 외협을 느껴 궁옹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기구가 톨안정하고 

신용도 없고 고판에 중올 대고 아중들이 극악무도한 땅엉으로 부당이익올 취 

하고 있숭니다 " (1 90 1년 1 2월 10일에 부오에게 보낸 연지) 

2. "(탁지부(度훗없 요늘날의 재정경제부 필자 주) 대신〕 이용익(후용쩌)온 황 

실의 바닥난 금고용 채우려고 액성올 극단적으로 착취하고 억양하는 조지융 

취했다 (1 902년 1 2월 5일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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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라가 〔재정적으로〕 효랍게 에말라 어렀고 냥우지땅에서는 세금이 혹옥하다 

고 쪽용이 일어났융니다 한국정부는 [냉씬올 짓는 것과 같옹1 일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유지한 일에 수천냥융 "1치니 계산능력이 의싱스러율 지경입니다 

1 . ) 얼마 전에는 궁중에서 영사기룡 샀는데 신풍이라고 4 000아르크용 주었 

다지 업니까 몇 년 전 따라에서 500프랑팎에 안 하년 낡은 것으로 샘프도 없 

는 양가진 기계었는데 말입니다 거의 얘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을이 

진정으로 하는 충고는 받아틀이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기꾼에게 절려듭니다 -

(1 903년 2영 6일에 우오에게 보낸 떤지) 

4 .• 한국정부는 국가와 국민올 생각할 겨용도 없이 장에식이여 의식 죽은 항태 

자비의 묘지 선댁에 운주하여 장에식 경비로 10안앤융 쏟 것이라고을 합니 

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이지요 그러연서 유용한 일에는 돈올 쓰지 않습니 

다 \ 1904년 11월 JO일에 부오에게 보낸 연지 )(Wunsch 1976 , 138- 139) 

이제 황제라고 울리는 끄종의 모슐은 그에게는 -환자‘로 비쳐 있다 1902년 II 

훨 20일에 부모에게 쓴 연지에서 그는 다응과 같이 묘사했다 

한국인 의사 6- 7영이 날아다 황제를 치료하고 있융니다 이 의사등은 항제의 

양활을 얘우 진지하게 친액하는데 신액이 끝나연 1 /4리터나 되는 괴상한 약옹 

아시게 하는 것으g 진료융 아칩니다 그렇게 하여 황제는 그날 겨우 회복하고 다 

옹날 똑같이 진짤알고 약 아시기블 얀복합니다 저는 저녁 늦게 항제 앞에 왈려가 

그의 안성강기에 대얘서 아주 느긋하게 대화얀 나누었습니다 저는 항세에게 생 

안땅식이 뒤용혀 그런 강기에 걸였다고 알씀 드컸습니다 황재는 어려운 정우§ 

수행하는 동안 내내 지옥하게 뜨거웅 영올 뿜는 두 쇠난로 사이에 앉아 있는당니 

다 그리고 항제가 집우하는 공간의 바닥은 차고 벽운 미닫이문으토 되어 있으며 

기룹총이료 가장자리용 둥러쳤습니다 앙재는 낮에 장올 자고 오후 3시에 일어나 

서 새액 3-4시냐 동용 때까지 쭈그리고 앉아 있으여 가끔 야당융 가로갤러 궁 안 

의 이 건윤 저 건윤로 건너다닌다고 합니다 영게 자가워지는 비단 옷안 입고 있 

는 것도 발명의 씬인이었융니다(Wunsch 1976 . 79) 

이어 그는 대한제국의 국제판계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얼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1903년 9월 1 1 일에 어어니에게 쓴 연지에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언젠가 한번 충툴。l 있올 것 같습니다 i 라고 

쓴 데 이어 1 903년 12월 3 1 일에 우모에게 쓴 연지에서 -전쟁이 눈앞에 다가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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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 ) 신문응 응용 호전적인 룹은 색 구호로 뒤엎여 있고 사랑들은 언제 

총성이 나나 기다리는 중입니다-라고 썼다 실제로 1904년 2월 8일에 제율포항에 

서 두 나라 사이에 야간전투가 시작했으여 2월 9일애 정식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그는 곧 서올주재러시아공사판에 오는 모든 전보툴올 일본이 도청하고 있다는 사 

실 그런데도 러시아사랑틀은 그 사실옹 오트고 있다는 사실융 자신의 연인 용에 

게 보낸 1904년 4월 25일자 편지에서 지적했다 1905년 3월 JO일의 연지에서 그는 

이 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숭리할 것이라고 얘견하연서 -조선사람들은 앨에 일본사 

랑등의 잡일꾼틀로 전락했다-고 개단했다(Wunsch 1976, 150) 

휘검의 ’민주와코리0 1. 분쉬가 조선에 도착한 190 1 년의 여릉에 죠션을 앙문하고 

견문쪽을 냥긴 서양인이 영국의 신문기자 헨리 제임스 휘갱 (Henry James Wh ighaml 

이다 페르시아에서 러시아와 영국이 션개한 각축을 현지앙문을 통해 분석한 r에 

르시아 문제 {71ze Persian Problem)J의 출판(1903년)으로 명성을 얻온 그는 역시 러 

시아와 영국의 또 하나의 각축장이던 안주와 조선올 방문하고 1903년에 r안주와 

E리아(MallcJmι띠"'띠 Korea)J융 집멸했다 '" 

이 두 책에서 저자가 유지한 일관원 자세는 자신의 초국 영국과 영국의 동맹국 

인 일본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 그리고 영일통맹의 상대국인 려시아와 러시아의 

공동보조국들인 프랑스와 독일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복히 러시아 

에 대한 정계싱올 강하게 표현하곤 했다 예컨대 러시아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 

틀에 대해서는 읍모-라는 단어룡 덧용였다 이러한 자세에서 그는 초선의 국내 

외상황에 대해서도 설영했다 

그는 우선 조선사랑틀의 -상냥하고 친정한- 성풍올 칭찬했다 조선사랑들은 -침 

략성 또는 반외세연견-올 갖고 있지 않으며 -오랜 고홍 속에서도 인내하는 싱성

올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초선사랑들이 사는 집들은 -버섯 모양의 

비창한 오악살아들-이고 조선사랑들이 입은 옷을은 -우스왕스럽다-고 비웃었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중국사항을 이상으로 ‘유교적-이라고 비딴하연서 조성사랑툴 

24) H. J. Whigham , Manchuria and Korea (lof잉여1: Isbisler and Company , I.1d., 1904) 이 잭온 큰서 

동아써아자료총서 77(서융 경인푼화사 200>1에 James Saxon αildeκ ηrα‘'gh Orienlal 

Gates: 17æ Ad\'entures of An Unκ ;se Man in lhe Easl (Loκ100: D. Appleton 밍oo Com뻐ny. 1930) 

와함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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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습올 바꾸기란 중국사랑을올 그을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100 

배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조선사랑들은 -진보-에 반대하는 사람들 

로서 -외부세계의 문명-에 하루 빨리 굴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Whigham 

1904 , 183- 185) 

그는 조선의 정부와 지배총에 대해서도 냉소적으로 썼다 항제는 액성을로부터 

존껑이나 충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가 퇴위릉 당한다묘 해서 어느 누구 

도 유갑스럽게 생각하지 않올 것이며 관리계급은 당욕스럽고 액성을의 증오를 받 

고 있다고 덧같였다 그는 황제와 그의 측근틀은 오로지 동에안 관싱이 있어서 돈 

을 받게안 되연 열강이 조선으로부터 어떤 이권올 영어가든 개의하지 않았고 조선 

을 둘러싸고 싸웅을 얼여도 개의하지 않았다고 죠풍했다 돈을 받는 경우에 상대 

방에 주는 이권에 비해 너무 적은 돈올 받고도 좋아하는 것을 보연 그리고 그 돈 

융 황제는 궁정에 몇 개의 땅을 중셜하는 데 쓰는 것을 보연 바보스럽게 느껴진다 

고 덧훌였다(뻐1뱅am 1904. 185- 186) 

이러한 판찰들로부터 그는 이 냐라의 독립은 오직 외양일 뿐이라고 말하고 외 

양에 지나치 않는 독업이라도 유지하려연 러시아 그리끄 러시아를 뒷받칭하는 프 

랑스의 진출올 견제해야 한다고 역셜했다 경흔적으로 이 나라의 장래는 전적으 

로 열강의 상충하는 야심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닿렸다고 그는 전망했다 

(Wh;gham 1904 , 201 -203) 

2 서앙 신문들의 러일전쟁 보도에 나타난 조선의 모습들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1904년에 일어난 러일전쟁은 유 

럽에서 갱일전쟁이 울러일으켰언 판싱보다 횡씬 큰 관싱올 흘러일으켰다 갱일전 

쟁이 아시아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음에 비해 러일전쟁은 아시아국가와 유엄국 

가 사이의 전쟁이었으며 특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국제적 위상이 높았기 때분 

이었다 

영국의 신문들 유럽국가틀 가운데， 적어도 신문보도올 기준으로 상올 때 가장 

많은 관심올 보인 국가는 영국이었다 새상 강조한 필요 없이 영국은 러시아를 견 

제하는 외교에 앞장용 서고 있었으며 그러한 용 안에서 이미 일본과 동맹올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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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영국의 화보중심 신문등은 러일전생올 앙둔 시접에 

서의 조선에 대해 그리고 러일션생 당시의 조선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이것을 

에 나타난 조선의 모습들은 대체로 다옹과 같다 

첫째 조선은 후진적이며 야만적인 나라다 1896년 4월 20일자 r더 그래픽j은 

-세금징수씬들이 애를 타고 해안의 여러 도시플응 방문하는- 그렵올 게재하고 거 

기에 -죠용한 아청의 나라에서의 세금징수는 극심한 착취 그 자체다-라는 설명윷 

덧올였다 。1 신문은 1 901 년 II훨 23일의 기사에서 -조선인은 게으르고 겁이 않 

다-고 쓴 데 이어 상유계급은 일을 하지 않고도 잘 사는 반연에 하류계급은 겨우 

겨우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썼다 1903년 II 월 7일의 r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J는 죄수에게 야안적으로 태헝융 가하는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다 1904년 1월 

23일의 주간화보신문 r더 스피어(The Sphere ) J는 서올올 ”세계에서 가장 을절한 도 

시을 가운데 하나 라고 소개했다(김장춘 2ω8. 9O- 1 ()4 ) 

등째 조선인을은 여러 종류의 외국인등에게 호기싱융 갖고 을려든다 1902년 

\0월 II 일의 r더 그래픽j은 엇진 정장차림의 영국인이 축량기콩 놓고 작영하는 장 

연올 약 15영의 조선사람등이 흥미 있게 바라보는 그림을 게재했으며 1904년 1 월 

23일의 r더 스피어」는 서양의(영국의 ?) 한 특파원을 약 1 8명의 조선사람틀이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링융 게재었고 1904년 4월 30일의 r더 스피어」는 앵양에 집결한 

일본군을 수십영의 조선사랑들이 대통문(大l끼 1"]) 주앤에서 구경하는 사진올 개재 

했다 。1 러한 그링이나 사진에 조선사랑들의 집을과 옷차림을은 아주 초라하게 

비쳐져 있다(김장훈 2008. 90- 122) 

셋째 일본군이 훈련과 장비 오두에서 잘 준비왜 있음에 만해 러시아군은 망어 

와 툴자공급 모두에서 -허정-올 지니고 있다 예건대 r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j는 1904년 5월 7일자에서 일본군응 꾀기충천 하다끄 셜명했고 1904년 5월 

14일자에서 일본군응 -뛰어난 기술로 다리를 장 놓아 병사들의 이동올 쉽게 안들 

었다고 보도했으여 1904년 5월 2 1 일자에서 일본군응 전화를 비롯한 통신시설에서 

러시아군보다 앞서 있다고 보도했다(깅장춘 2008. 125- 130) 

디오시의 r새로운 극동j 영국 화보들의 。l 러한 보도는 결국 일본과 동맹용 맺고 

러시아률 견제하던 영국정부의 입장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런던의 일본협회 회장 

아서 디오시 (Arthur Diosy) 역시 자신의 저서 f새로운 극동(The New Far Eα't)J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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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예JO년에 출판원 이 책의 제2판에서 조선올 애처로 

운 나라a 라고 부르고 조선사랍들을 더러운 인종-이라고 풍렀으며 대한제국은 말 

로안 제국-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잉어지지 않융 정도로 분열되어 있고 장 

옷 통치되고 있다-고 영하했었다 대조적으로 그는 일본이 서양의 방식에 따라 

자신융 문영의 세계로 알선시키연서 국력을 신장시키고 있다고 칭찬했었다 151 이 

러한 식견을 지녔기에 그는 러일전쟁이 말발한 직후인 1 9()I년 3월에 충판된 이 

책의 제4판에서 영국의 일본과의 용앵올 높이 찬양했다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 

응으로써 극통에서 러시아의 진충올 견제할 수 있게 왼 -선영한 노선‘올 정게 댔 

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극동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러시아의 -공갈a에 직연하게 되자 전쟁이 일어났다는 논리로 일본올 용호했다 

(Diosy 1'.X)4) 

매켄지의 r도쿄에서 티플러스까지j 대조적으로 영국의 r더 데일리 에일 (The 

αIily M.“ i1 ) J은 일본융 비판하고 조선에 동갱적인 입장올 유지했다 이 신운은 

1잇JO년우터 스E응핸드계 영국인으로 1 869년에 캐나다 퀘액에서 출생한 프레데 

릭 아서 애켄지 (Frederick Arthur McKenzie)율 극동특파씬으로 기용해 극동의 정세 

를 보도해왔다 마칭 러일전쟁이 일어날 기미릎 보이자 그는 1 9()I년 |월에 일본 

으로부터 초선으로 와서 1 901년 4휠까지 이 션생올 취재했으여 곧 러시아 흥지하 

의 코카서스에서 제정(%-政)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냐자 반란의 중싱지틀 가운 

데 하나인 티흘리스로 가서 혁영척 분위기룡 취재해 이 책올 충판했다 261 

이 책은 일본 전국융 휩쓴 전쟁 팡기(狂웠)의 묘사로 시작했다 -죽여라 죽여 

라1 킬이 부러질 때까지 죽여라1 라는 노래륜 부르는 어린이들 -옥수하자 옥수하 

자 천황폐하의 척들올 모두 축이자 만세 1 라는 노래를 부르는 어른툴 전장으로 

25) Arthur Diosy. The New사r &st， 4!h ed α..ondon . Paris 잉잉 New York: Cassell 띠잉 Com야ny，Lld 

19(4), ix 이 책은 근새똥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 58 (서융 경인문화사 20(4)호 재간했 

다 

26) 최키영(lI.겉찢). r "H켄지 한국인의 옥링의지증 세계에 앙런 서양인」 r한국사 시인강 

좌J 제%집 제 l호 (2004년 2월). 1 06- 11 5쪽 f rederick Arthur McKenz.ie, Frα'11 T ok)"Q IQ TifI'“ 
(Loodoπ Hursta쩌 Blacken. l'Xl5) 이 책옹 근세홍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28{서올 경인 

푼화사 20(1)로 재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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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손자에게 -나는 네가 살아툴아오는 것을 보지 않올 것이다 네가 죽기 션 

에 러시아인 한 농 죽이는 것으로 안족하지 알아라 여섯 놈을 축여라 그래야 너 

는 우리 집안사랑입을 증명하게 왼다‘고 알하는 할어니‘ -러시아 첩자들융 모두 

죽이자”는 구호륭 외치는 사랑등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러집회(反똥$션)들 

풍에서 얘켄지는 일본이 전쟁과 션쟁의 연속으로 치당링 것입융 예감했다 

(McKenz.ie 1905‘ 1- 15) 

저자는 조선에 대한 서양인들의 기존의 관찰에 홍의했다 그 역시 1 ) 길옹 

좁고 오툴로 가득 차 있으며 역한 냉새를 내뽕고 있다는 것 2) 사랑등은 불경하고 

겁이 많다는 것 3) 집은 웅악 같으며 여자를은 가승올 내놓고 다닌다는 것 4) 

조선은 지톡히 가난한 나라라는 것 동에 대해 자세히 썼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그 

러한 현상올 “아시아적 판정s에서 명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나 중국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쉽게 블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서윷에 근대식 학교 

들과 건뭉들이 많이 세워지연서 ι충가하는 운영의 적용-과 -빠르게 진앵외는 진 

보‘에 주옥해야 한다고 덧용였다(McKenzie 1905 , 22-29) 그러나 그는 조선정부의 

악영 높은 ‘쥐어짜내기-에 대해서는 다른 서양인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분노를 표 

시했다 

저자는 러시아군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전투가 치열하게 영어진 영 

안도 순천에서 할통하던 한 미국여성올 안나 러시아군인퉁이 소문과는 당리 절도 

(쩌양) 있게 행동했으여 용강하게 싸었다는 중언올 듣고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프랑스의회보들 프랑스 역시 러일전갱에 대해 자주 보도했다 파리에서 발행되 

던 화보 중성의 신문 r라 비 일휘스트레 (Lo. Vie lf{uslrée)J는 개전 직후인 1904년 2 

옐 19일자에서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하는 장연을 컬러로 보도했다 곧이어 역시 

파리에서 알행되던 r르 프티 파리지앵j올 비롯한 몇몇 신문을옹 특파원등과 사진 

기자들 및 영화촬영기사들을 조선파 안주로 보냈다 

이 신문들은 호기에는 러시아병사툴이 조선인 마을틀을 습격하는 그힘을융 게 

재했다 1904년 3원 27일자 r르 프티 주르날(Le PelÌ1 JourruJ) J의 경우 조선사랑이 

공포에 엉고 좌결에 빠진 장연옹 천연에 게재했는데 。1때 약 100만 우의 우수를 

기록하댄 이 신문을 접한 프랑스의 독자들은 러시아에 대해 애우 나쁜 감정을 갖 

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파리의 한 신문은 일본영사등이 조선인을올 죽이는 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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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게재했다 r라 크화 일뤼스트레 {La Croix IIlI띠π'ée ) J는 일본병사등이 3인의 조선 

애국자들올 오늘날의 서울욕멸시 아포구 도화용의 산 비탕에서 -러시아의 스파이 

들‘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 형흉에 묶어놓고 총상하는 사진올 크게 보도한 것이 

다 프랑스의 신문들이 일본인틀에게 희생되고 있는 조션인등의 현실에 눈올 돌리 

기 시작했응은 확실했다(Shin Yong-suk 1986. 58--(0) 

미국 소설기 런던의 r울속의 E러 J 미국의 기자들도 러일선쟁의 취재에 뛰어들었 

다 그 대표적 기자가 잭 런던(jack LoOOon)이다 그의 기사들이 파리의 한 출딴사 

에 의해 r을 속의 코헤 (Lo Coréeen Feu)J 라는 단행본으로 묶여 충판했다 27) 

책 런던은 1 876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번인가정에서 아어지가 누구인지 

울운영한 상태로 태어났올 뿐만 아니라 흑인노예 출신의 양어어나 손으로 넘어갔 

다가 생모의 재혼에 따라 역시 빈곤하고 올구인 계부의 가정에서 컸다 그는 1 3세 

에 공장노동자로 취업하연서 노동자틀의 고원 생할에 통정싱올 갖기 시작했는데 

이 시절은 이국에서도 빈부격차가 빚어낸 계급투쟁이 격심혔기에 그는 빠르게 사 

회주의로 기울었다 그는 곧 바다에서 굴용 흥쳐파는 일에 발올 디었으며 이 일올 

제기로 선원이 돼 일본까지 여앵했다 그러나 귀국해 끄동학교를 줄엽했고‘ 1896 

년에 사회노동당에 잉당합과 동시에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입학했 

다 그렇지만 학비를 강당할 수 없게 되자 퇴교혔다 그는 곧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일언 황금찾기의 열기에 휩쓸였으냐 밴털터리가 왼 새 귀향했다 

그는 땅량자처영 다시 외국길에 용랐다 1899년에 아프리카에서 영국이 네영강 

드계 남아프리카사랍들을 상대로 영인 보어전쟁 (the Boer War)에 종군기자로 창가 

하기 위해 우선 런던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정에서 션쟁옹 사실상 끝나 종 

군이 우의이해졌다 그리하여 그는 런던의 빈민가틀을 툴아다녔으며 여러 잡지들 

에 단연소설들을 엘표했는데 호명올 받아 상당한 수입을 융렸다 륙히 1 903년에 

런던의 빈민가를 주제로 상은 r황야의 부륨(Call ofthe Wild)J올 총판했올 때 격찬 

을 받아 작가로서의 지위률 확고히 혔다 

27) Jack London ‘μ Corêt tll Feu (Paris: Unionα@히e d'Éditions. 1982) 이 책온 다옹과 같이 

앙역웠다 용이기(尹쫓흉). '조선사량 엿보기 1904년 러일전쟁 종군기， (서올 힌용 

1995) 핑자(김학준)는 이 앙역본얘 의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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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정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r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 

는 그룡 특파원으로 기용해 조선으로 보냈으여 그는 일온을 거쳐 1904년 2월 하 

순에 제울포에 도착했다 그는 곧 서울올 거쳐 천투가 치열히 전개되던 명양에 도 

착했고 거기서 영안도의 여러 전장들을 순회했으며 1904년 6월 초에 안주의 안동 

까지 앙문했다 그는 러일전쟁의 취재를 마친 뒤인 1908년에 출판한 r강철 군화 

(The Iron Heef)J 라는 소설로 -사회주의 자본흔 을 처술했다는 평가블 받는다 그는 

1 9 16년에 향년 40세로 별세한다 

그가 러일전쟁의 욕파원으로 쓴 기사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일본에 대 

한 경외성의 표증과 조선에 대한 동정심의 결여였다 이것은 예상 밖이었다 사회 

주의자로 알려진 그였기에 제국주의국가인 일본올 비판하고 약소국가인 조선올 

용호항 것으로 예상했기 때운이었다 우선 일본군에 대해 그는 1904년 3월 4일에 

서울에서 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나는 일본군대호다 더 정서정연하고 조용한 군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아 

우리 명사등 강았으연 벌써 오래 전부터 장난치고 소란을- 피웠올 탠데도 이 일온 

군툴옹 전혀 소란한 기색 없。l 우섭게 진지했다 〔죠션의 ] 민간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일온군대을 우서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여자들올 건드리지 않았고 동올 

i앗지 않았으여 융건을도 약탕하는 냉이 없었다 일본은 1 894년의 ['\1일천생 

때 〕 엉옹 영성 즉 그들이 가져가는 것 모든 것융 돈으로 보상해준다는 뱅칙올 지 

금도 중영해호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을용 1 9컬로그랭이나 나가는 용구릎 지고서 힘든 기색 없이 앵군하였다 그 

무거운 정올 지고서도 지친 기색 없이 질정 끌지 않고 전혀 흐트러지지 않응 모슐 

으로 앵궁하였다 군사를이 역띠흩 고쳐 앤다거나 군화끈올 다시 애는 오슐을 용 

수도 없었고 쇠로 원 나칭반이 영랑거리는 소리라든가 장비들이 서로 우딪히는 

소리가 나는 일도 없었다 그것은 하나서영 웅직이는 단셰였다 그 모든 것의 근 

본은 사랑이었다 그플은 능융있게 일했으며 륙히 주목할 것은 한 욕표 아래 모두 

같이 웅식이는 것。1 었다(런던 1995, 34-35) 

일본군에 대한 그의 호의적 영가는 1 904년 5월 1일에 안주 안동에서 쓴 기사에 

서 다시 나타났다 -일본군은 절대로 중단하는 법이 없고 망설이는 엉도 없었다 

[-. J 일본인틀은 지구멸망론안아 그툴올 엄총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애국은 그들 
의 신앙이어서 다은 민족이 신올 위하여 중듯이 그을옹 조국올 위하여 옥숨올 바 



서양인등이 란양한 조선의 오슐을(제3회) 273 

친다-고 쓴 것이다(런던 1995, 17 1) 

일본군에 대해 이처럼 칭찬융 한 반연에 그는 우선 러시아군을 좋지 않게 요사 

했다 조선인들 사이에는 “러시아군의 잔학성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으여- 따라 

서 ”러시아군에 대한 두려용은 앵목적이었다-고 쓴 것이다 ”안약에 러시아군 같 

았으연 하는 말로써 조선인들은 러시아군에 대한 -공포-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조션에 주재하고 있는 유컵인들과 미국인을도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용안한 기색 

으로 머리용 혼을었다-고 그는 덧흩었다(런던 1995 , 34- 35) 

조선에 대한 그의 인상은 전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는 우선 서울의 -좁온 길” 

을 지적한 데 이어 -너무나 게을러서 길올 안 비켜주는 모든 무갑각한 한국인플

올 꼬집었다 평양의 길에 대해서도 그는 불안을 표시했다 1904년 3월 5일에 명양 

에서 쓴 기사에서 그는 평양의 국도를 “도로라고 하기에도 우스왕스러올 갱도로 

용덩이의 연속에 율과하다 [ .. , ) 비가 조금안 와도 이 길은 진흙으호 가득찬 강으 

로 연한다 다리흉 건널 때는 얘우 조성해야 되는데 믿겨지지 않겠지안 말목을 한 

두 개 우러뜨리는 게 다안사기 때문이다-라고 썼다(런던 1995 , 37-38) 

그는 조선인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풍했다 조선인에게는 -기개가 없고 일본인 

올 훌륭한 군인으로 안들어주는 그러힌 앵연합이 없으며 [" ) 애가리가 없다 는 

것이다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민족을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툴 중 

에서도 의지와 진취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장 비능융적인 민족-이라고 펑하했 

다 그는 이어 조선인은 -무척이나 겁이 많다 행동에 대한 두려웅이 게으은 취미 

룡 낳았다고 릎 수가 있다-고 덧융였다 그는 조선사랑틀이 사진을 찍히면 혼령이 

빠져나가며 옥숭올 잃는다고 살옷 밍고 있다고 초풍하연서 자신이 한 소년 앞에서 

사진기를 툴자 살려달라고 비영올 지은 일화륭 소개했다(런언 1995 40-4 1 11 3• 

11 4) 

조선인에 대한 흉보기는 계속했다 그는 죠선사람들이 흥치는 어릇이 있다고 지 

척하고 알의 주인이 알에게 준 억이를 마부가 홍쳐가는 실례를 상가시켰다 그는 

조선인의 개고기 억는 습판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보연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의 개들은 꽉 개하고 이리를 섞어놓은 것 강다 한국 개의 모슐에서는 유럽 

개의 흔적을 찾응 수 있는데 싹우지간 어떤 개라 할지라도 이리의 모습온 냥아 

있다 바로 그 갱이 한국 개의 전반적인 욕성이다 개라는 종족이 살아냥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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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리의 성격이 압도객이어야 했융 것이다 왜냐하연 한국사항옹 아시아인족 

이기 예문이다 그러하므료 그즙용 부드러용과 판용이 부촉하다 륙히 용용에 대 

하여는 전혀 그러하지 옷하다 그동용 개용 역는다 배고파셔 억는 것이 아니라 

위장용 즐겁게 하기 위한 즉 엔이로써 역는다 용에 어린 개는 우리에겐 강옹 시 

기의 어린 양과 강온 것이며 섣용 개는 그율에겐 우리가 얘일 억는 양과 같옹 것 

이다(런언 1995 ‘ 111- 11 2) 

그는 이미 많옹 서양인을이 용용척으로 지척했듯 조성에서 지얘계급이 액생등 

용 헤압하고 확취하는 현실융 직시했다 심지어 일본군인툴이 조선외 인간인틀로 

부터 용건올 가져가는 대신에 갚아준 돈의 대부분올 판리를이 에앗아갔다고 폭로 

했다 그는 다용과 갈이 썼다 -양반툴온 모두가 도욱이었다 액성틀옹 그들이 자 

기툴 것용 으헤 빼앗아가는 것으로 안고 있었다 액성을옹 지배계급이 도둑놈이라 

는 사실 외에는 아는 바가 없었다 " (언언 1995 , 131) 

그엉스트의 r코레이 코레이j 스예덴의 신문기자 아손 그웹스트(Wi1liam D，잉liel 

August Ason Gπ야‘) 역시 이 전쟁용 취재하기 위해 -영국의 상인-으로 위장한 얘 

1904년 8원 20일에 조선에 잉국했다 그는 1905년 l 월 초순에 귀국한 뒤 ''i!헤아 

요헤아」라는 에올 출완했다 갱} 

이 책에 나타난 초선의 모습들옹 우리가 앞에서 살연 서양인툴이 묘사한 초선인 

의 모숭동과 거의 강다 1) "생선용 옐 다용으로 코헤아 사랑흩의 주왼 식용이다 -

2) "(우산의〕 거리는 좁고 불결했으며 가육옹 낮고 응용이 없었다 ( ... ) 사방에서 

악취톨 용겼으여‘ 문밖에는 집에서 버린 쓰에기가 앵여 있었다 ( ... ) 여기저기에 

말라왕용 하수도가 있는대 끈적끈적한 바닥에서 온갖 총휴의 오융틀이 썩어가고 

있었다 " 3) "서윷의 골목을옹 완전한 미호훌 앙올케 했다 " 4) "쿄에아에는 산업 

이라 할 안힌 것이 없다 (. ) 코레아의 기숭용 낙후되어 보질 것이 없다 ( ... ) 노동 

올 중시하지 않는 태도는 핑수용가걸한 것 외의 다를 불용올 생산하는 데 전혀 정 

28) 이 씨의 앙역온으로 다음이 있다 깅상연(슐협엇) 융깅 r표에아 표에아 이것이 조선 

의 아져악 요슐이다， (서융 이완 1986) 역자는 앤셔의 셰욕파 층연사 및 융딴연도 퉁 

융 맑히져 않았다 어띤 다혼 용션에 따프연 이 에응 1912년에 스예앤의 셰Z의 도시인 

요에보리 (α""""')에서 올연g다 앤셰는 r고요한 야칭의 냐랴에서 완창한 묘헤。h인 

것으로 추측왼다 영자(김학중)는 이 앵역용에 의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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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쏟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5) 조선에서는 미신이 횡행해 우당이 판올 치 

고 있었다 6) -서윷에서 정힐 수 있었언 것을 중에서 가장 가없던 것은 거지아이 

들이었다 퉁퉁이 그것들이었다 그는 처응 보는 기관자훌 마술사 처렁 신기하 

게 그러나 우려웅 측에서 바라보다가 기관사가 장안삼아 환기홍으로 연기를 뿜어 

내자 도앙가느라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 조선사람들 그리고 사진 찍히는 것올 두 

려워하는 조성사랑틀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짖을 내놓고 다니는 조선 하충계급여 

성을에 대해서도 그는 놀라웅을 표시했다 

。l 책에서 두드러진 것은 일본에 대한 중요싱과 죠선에 대한 동정심이었다 그 

는 여러 곳틀에서 일본의 -침략 야욕“과 일본인틀의 i과요-를 비난했다 특히 일 

본이 자신의 하충인툴을 조성에 유입시켜 토지룡 차지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죠선 

인들이 -생존에 싱각한 위협”올 받고 있다고 지척하연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올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데 대해 이해하는 태도룹 보였다(그웹스트 1986.67애8) 

IV 조선의 일제 “보호국” 시가의 지륙들 

1 미국과 영국 학자들의 조선정셰운석 

얼버트의 ’대한제국의 열앙j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보호국-이 된 뒤 

미국과 영국의 학자들로부터 상반되는 명가를 담은 책틀이 출판했다 우선 호머 

헐버트(Homer Bazaleel Hulbert )의 r대한제국의 영양(1꺼e Passing 01 K~ωrea )J올 경토 

하기로하자 2" 

헝버트는 코리아릉 사랑한 서양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헤로 용히는 미국인이 

29) Homer B. Hulbcrt. 7ñe PlIssing of Korea (0찌" 이y. N.Y.: Doub 버ay ， Page 뼈 Company 
19(삐 이 책옹 연세대학교총싼부에 의해 1 969년에 그리고 근새동아세아서양어자료총 

서 441서율 경인운화사 2000)포 재간왔다 이 책의 망역본으로 다용이 있다 산옥용 

r대한제국멸앙사.， (서올 영인사 1984 서융 집운양 1999) 생자(깅학준)는 연세대학 

교충판우 재간본에 의존했다 엉어트의 생애는 다옹에서 자세히 토혼했다 김기석(;ì 

훌햇). '영어트 대한제국의 아지악 얻사」 r한굿사 시인강좌J 재 34집 쩌 l호(2OC셔년 2 

월l. 8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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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863년에 어온트주에서 교육과 선교를 중시하는 부모 아래 태어나 21세이던 

1 884년에 다트머스대학올 좋업했으며 유니언신학교에서 신학올 공부했다 그의 

죠선과의 관계는 1 8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댔다 우리가 제2회에서 보았듯 조성 

청부가 육영공앤옹 성립하기 위해 미국정부릎 상대로 교사들의 파견올 요청했올 

때 미국정부는 헐버트를 비롯한 세 명의 유니언신학교 학생들올 따견해 그들옹 

그 해 7월에 조선으로 왔던 것이다 그 뒤 그는 육영공씬 교사로 용직하연서 서양 

학운옹 소개한 교과서로 r사인멸지(士Rμ쩌J)，융 연찬했고 지리교과서로 r초학지 

지(찌땅j앤홉)，흘 간행했으며 대한제국의 수링이 선포원 우렵에는 한성사영학교 

개교에 참여해 초대 교장올 암았다 언흔에도 열정올 쏟아 r독립신운」의 영어판 

편집과 인쇄릎 담당했으며， 영문잡지 '"，리아 총보(혔혜 17>， κOrean Repository)J 

률 정영했고 나중에는 r코리아 명론 (Korea Review) J를 창간했다 

코리아를 깅이 사항했고 코리아의 옥컵유지등 위해 헌신했던 그는 우선 2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r코리아의 역사(The Histoη 01κ'orea)J블 저술해 코리아가 500 

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이며 코리연들은 중국얀들이나 일본인들과 

는 확실하게 구영되는 독럽적인 인촉잉을 세계에 얄리고자 했다 30) 그는 또 일재 

의 초선칭략에 맞서 영기한 초션의 의병등에 대해 상셰히 썼다 

이 책이 출간된 직후 대한제국이 용사늑약에 의해 일제의 -보호국- 01 외자 그는 
을사늑약의 우양성을 국제사회에 알려기 위해 '"，리아의 멸앙j융 출판했다 그는 

자신의 관심올 초선이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왼 앤인들올 찾는 데 두었다 그는 

우엇보다 양반이라는 알로 압축되는 지배계급의 부때와 무능에서 일차적 원인올 

찾았다 조정의 고판대작들로부터 지방의 。}전들에 이르기까지 얘판얘식이 공개 

적으로 이뤄지고 어슬융 사거나 지키기 위해 핑요한 돈올 액성들로부터 수탈하는 

폐습이 결국 조선올 앙국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것이다(Herbert 1906 , 50-61) 이러한 

판점에서 그는 조선의 전연적 개혁올 지향했던 독립협회를 높이 명가했다(Herber1 

1906 , 148- 168) 다른 한연으로 그는 고종올 적극적으로 용호했다 고종이 무능했 

고 취약했으여 미신에 빠져 지냈다는 서양인들의 지적응 풍셜들올 액연 그대로 받 

30) Homer B. HuJbert. The History of Korea (Sec:ι 1 : The Metl뼈1잉Publishing House , 1~5) ， Vo1. l . p 

7 이 책온 다읍과 같이 재간왔다 Clarence Norwood Weems‘ HIl/ben ’S Hisl꺼 of Korea 

(S∞비 HilIary H이~'"에ishers L‘d., 1962) 이 재간온에는 앤스필드주링대학(Mansfield 

State College) 교수인 연자의 서운파영어트의 경력이 포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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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릎인 경과일 뿐이라고 비판하연서 올사늑약올 무효화시키기 위한 고종의 노력 

융 소개했다(Herbert 1906 , 343- 348) 그 다음으로 그는 미국을 비롯한 열강이 일 

제의 조선칭략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데서 원인올 찾았다 이 정에서 그는 미국의 

코리아정책올 비판했다 

그러연 조선이 독컵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그는 우선 죠션의 오 

든 국민들을 -교용”시켜야 하며 또 얼강의 지원용 얻는 데 모든 힘옹 기울여야 한 

다고 제의했다 특히 미국인들올 비롯한 서양인을은 -조선인들이 지적으로 열퉁하 

고 더 나은 삶올 영위힐 놓력이 없으며 타락하고 정열을 받을 안한 민족이기 때문 

에 일본의 지배 아래서얀 더 잘 살게 된다 는 일본의 선전에 기울어져 있음에 주 

의률환기시켰다 

조선의 독립올 살려보려는 헐버트의 노역은 1907년 5월에 끄종의 일영을 받아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인 안국영화회의에 참가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그는 헤이 

그에 도착해 이상성 퉁 일사 3인올 안나고 유럽의 외교관들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 

다 그러나 그 이상의 활동율 힐 수 없게 핑에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루스엘트 대 

용령을 안나혀고 했지안 뜻을 이루지 옷했다 1 949년 대한민국 갱우수컵경축행사 

에 이숭만 대풍령의 호청을 받아 망한 중에 향년 86세 로 별세하자 축으연 한국 땅 

에 뭉히기릎 원한다는 생션의 뜻에 따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 외 

국인묘역에묻혔다 

래드의 r이토 후작과 잉께 E리이에서j 힐버트의 견해에 상반되는 견해는 래드 

(Geo멍e Trumbell Ladd) 교수에 의해 제시했다 그는 1842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서 태어나 1 864년에 오하이오주 클리블갱드시에 있는 웨스턴 리저브 대학(Westem 

ReseIVe C이lege) - 오늘날의 케이스 웨스턴 려져브 대학교(C않 Westem Reserve 

Univers ity )의 전신이다 올 종영하고 1 869년에 앤도어신학교(Andover Th∞logκ띠 

Seminary )룹 졸업해 옥사가 했다 그는 \88 1 년부터 190 1 년까지 예일대학교의 철학 

교수로 용직하연서 형이상학과 도덕철학을 강의했다 예일대학교에서 용직하던 

때인 1 895년부터 18%년까지 하버드대학교에서 윤리학을 강의했으며 1 892년부터 

1 899년까지 일용과 인도에서 강의했다 그는 실험심리학올 미국에 도입한 최초의 

심리학자들 가운데 한 사랍으로도 용히여 1905년에 예일대학교 청학과의 영에교 

수로 뽑혔고 영예박사학위 (LL.D.)를 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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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1 906년부터 1907년까지 일용올 방문댔는데 이 계제에 당시 일재의 조 

선용갑。1언 이토 히로부마의 -비공식적 고문-의 자격으로 또는 -객원-의 자격으 

효 1 907년 3앤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2개씬에 거쳐 조선융 앙문했다 그는 미국 

으로 한아간 뒤 자신의 조선앙문 경헝용 바탕 삼아 이 책올 썼다(니dd 1908) 그는 

192 1년에 연세한다 

이 액용 속요지의 바로 옆 쪽어l 이토의 사진윷 크게 게재한 데 드러났듯 전반 

적으로 일본융 연호하고 욕히 이토용 연호한 책이다 그는 서문에서 자신이 이 책 

용 씀에 있어서 도융올 준 죠선용강의 고문 스티븐스 연호사얘게 톡히 갑사하다고 

썼으여 본문에서는 스티븐스의 의견융 지지하는 뜻에서 스티븐스의 의견융 길게 

인용었는데 스티븐스는 조선이 일온의 -보호국-이 된 것융 산양하는 강연에 앞장 

융 섰다가 장인환 의사에게 앙살왼 바로 그 사랑이다 이 사실 하냐만으로 이 책이 

친일척 역사굉용 가진 사랑의 영향 아래 t여졌다고 얘듭지융 수 있다 실제로 그 

는 이토용 높이 영가했다 이토가 -언제냐 •• 영화-의 연에 서서 ‘ 자신의 개인적 안 

위와 생앙올 률보지 않고 오로지 -영화갱책-의 수앵올 해해 일한 정치가었다고 그 

는 주장한 것이다 그는 거기서 한 걸용 더 냐아가 자신온 코리아훌 -진갱으로 번 

영하는- 냐라로 안등혀고 하는 이토외 -진싣한 욕구i예 강동용 방았다고 썼다 이 

러한 인식용 지녔기에 그는 고종이 예이그의 안국영화회의에 밍사톨융 보낸 것울 

-치영척 과오-라고 영하했다(Udd 1908. 150- 152) 

저자의 친일적 역사관은 조선역사짙 영가하는 부운에서 와실하게 드러났다 그 

는 우선 조선인족의 역사는 지배계당에게는 -실정 {misrule)R 의 연속이었고 피지애 

계급얘게는 -인곤과 억압과 피눈용-외 경엉일 문이었다고 말하고 죠선에는 진정 

한 의미의 근대국가가 없었다고 단언했다 저자는 조선의 국제판째사용 일별하연 

서 중국과 용골 및 안주의 조선 칭략에 대해서는 그것즐이 얼마나 죠선융 심하게 

괴용혔언가용 강조한 반연에 일본의 죠선갱략에 대해 아주 너그럽게 명가했다 초 

선인동용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칭략융 근거로 상아 일본에 대해 중요싱올 표 

시하지안 그것온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명가하는 것으로 그쳤다 

저자는 우선 청일션쟁에서 수맹한 일본의 역할올 높이 명가했다 죠선의 특링실 

현융 몇 세기에 걸쳐 방해한 외세 끔 중국외 간성용 영앤>1 제거시쳤다는 논리였 

다 저자는 이어 려일전쟁 방항의 책잉용 션적으로 러시아얘 융었다 러시아가 일 

본과 쩌결헌 두 차려1의 조약툴(1896년 6영 9일의 Yamagata-Lobanoff Protocol 및 



서양인둥이 판장한 조선의 오슐을(제3회 1 279 

1 898년 8월 5일의 Nishi-Rosen prαocol)융 일방적으로 파기하연서 조선에 대해 공세 

척 외교흘 연 결과 욕히 조선에셔 우용항들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올 우리하게 주 

진한 결과 일본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이 러시아와의 천갱 

얄알올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보를 계속했던가흉 길게 부연함으로써 일본의 

입장을 연호했다 이렇게 처응부터 끝까지 일본의 입장올 연호하연서 그는 죠선 

에 대해서는 일본의 -보호국-이 될 수 밖에 없는 나라인 것처럼 묘사했다 -초선 

의 현 정부 또는 운영체제 아래서는 조선이 스스료률 똥치할 수 있는 능력은 내재 

적으로 그리고 절망적으로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Ladd 1908. 250-25 1) 

롱포드의 '';1리아 이야기j 국영사를 역입한 런던대학교 킹스캘리지 (King ’s 

C이lege )의 교수 조지프 룡포드(Joseph H. Longford )였다 그는 우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수행한 목적은 "'i[리아률 러시아에 의한 영합이라는 위험으로부터 해앙시 

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토가 조선에서 추진한 ‘개혁을-올 높이 영가 

한 뒤 조선은 일본의 i보호국-이 되고 아칭내 일제에 연입됩으로써 ‘영구한 개 

혁-의 길에 틀어섰다고 보았다 31) 

2 서양언론에나타난 ‘보호국조선i의모슴들 

영국과 프링스의 신문들 그러연 영국과 프항스의 신문등은 -일본의 보호를 받는 

나라 죠선”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던가? 엇째 특히 영국 신문들의 경우 일제가 

조선용 -보호국-으로 안든 것올 당연하다는 취지로 논영했다 우선 l잇l6년 3월 17 

일의 r더 스여어j는 i일본 보호 아래서의 조선은 비위생적인 슐관올 버리게 힐 것 

이고 특히 서울응 더 이상 예전저렁 하수로 인해 오영되지 않융 것’이라고 쓰연 

서 -조선이 설제로 언하고 있다-끄 강조했다(김장춘 2008 , 144). 1908년 9월 26일 

의 r더 그래픽」은 이토 히로부미가 -서올을 개혁한 엽적 올 보여주는 녁 장의 사 

진틀올 게재하고 다음과 강은 셜명을을 덧용였다 

지난 50년간 겨우 서구의 개딸망식올 애워 익힌 일본이 조선에 축복옹 푸여하 

31) Joseph H μngf<어"d ， The Sr，α-y ofK，α"ea (Lo’얘on: T. Fisher Unwin , 1911). p. 351 뼈ch얘ter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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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일본옹 조선에 대해 커다란 판리능력융 보유하고 있다 이토 〔용강] 덕 

분에 2년도 채 못 돼 여러가지료 영화로운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초션에 

는 20만 인구의 서융 액성융 위한 제대로 원 보건시성이 하나도 없었다 제궁병원 

의과대학에 조선인학생 50명이 교육융 받고 있다 향교에서 하는 유교식 교육제 

도가 신식교육으로 대에되었다 ( . ) 학교의 화학싱험실 정판에는 서양의 화학공 

식 〔이 ] 쓰여있다(깅장훈 2008. 148) 

율째 그러나 r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J의 경우 조선인틀의 항일운동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이 신문은 1) 1901년 7월 1 3일에 고종이 헤이그의 안국영화 

회의에 파견한 3인의 일사들이 한 곳에 모여 촬영한 사진올 게재했으며(김장춘 

2008 140 ) 이어 2) 1 908년 8월 22일자에 항일언론에 선용에 섰던 r대한애일신 

보」의 연집국 간부들이 이 신문의 제작에 창여하끄 있던 영국의 항일언흔인 에생 

(담nest ThOffias Belhell )의 사무실에서 신문올 안드는 사진올 게재한 것이다(김장춘 

2008, 143) 

프랑스 신문툴이 보인 태도 역시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 프랑스의 신운들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압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그러나 다른 한연으로 조선의 

항일운동융 보도했다 r트 프티 주트냥」은 1) 1 907년 8원 4일에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에 항의하는 대한제국의 군인틀옹 학살하는 삽화와 기사를 게재했으여 2) 

1909년 12월 1 2일에 일본이라는 호랑이와 。1리가 초선사랑들을 괴즙히는 삽화와 

기사를 게재했q.( Shin Yong-suk 1986. 59) 

일러드의 r새로운 극동j 일제가 대한제국융 ”보호국-으로 만든 데 대한 비판과 

항의는 우선 미국의 언흔인 토어스 밀러드(까lOmas F. Millard : 1868- 1942)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핀 영국의 언론인 얘켄지에 의해서도 제기댔다 우선 뉴욕 r에럴 

드 트리윤 (Hera/d Tribune)J의 중국특파왼인 일러드의 r새로운 극동(The New Far 

εlSt)J융 살피기로 한다 32) 저자는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숭리하고 그 여세 속에서 

32) Thomas F. Millru띠 The New Far &.π A" """…'oolion into Ihe New PQsition 01)，얘)(//1 (guJ Her 

lnfiuence 야W/I the Sclution of the Far Eastern Q ‘eS1101I 이ew Yo꺼k : cha꺼es $cribner's SoIlS 

l 잊)6) 이 책용 2005년에 A""α11 McdÎa CoIpJration예 의혜 Elibron Classκs Replica Edition 

의하나로재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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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을 보호국”으료 안든 이후의 극통융 -새로운 극동”이라고 부르연서 일 

제의 제국주의와 영토적 팽창정책으로 말미앙아 극동은 더옥 불안해겼으며 안주 

와 중국의 장래도 위태로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득히 일제가 ‘코리아의 옥컵을 

찬탈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호 대한제국의 항제와 내각에 대한 -협악-과 

-강압-올 동원했다고 비난했다 일제가 대한제국올 -보호 하고 지도-하겠다고 다 

징하고 있지안 실제호는 대한제국의 신민들올 피갱옥자늘 로 다루고 있으며 일 

본의 하충인을을 죠선에 유입시켜 조선의 토지흘 강정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매첸지의 r베일이 벗겨진 동빙」 및 r코리아의 비극j 일허드의 뒤흘 이어 애캔지는 

저서 r베일이 벗겨진 동양(71le UII\'eiled East )J 논문 「코리아에서의 일본의 식민정 

책 ("The Colonial PoJicy of Japan in Korea" )J 그리고 저서 r코리아의 비극(ηe 

η앵edyofKtα'ea ) J올 통해 일제의 칭략야용올 공격함과 똥시에 대한제국의 흘락에 

대한 통정심융 표시했다 331 

우선 앞의 책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책은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결된 이 

후 일본이 -정진척으로 드러내던 [ ... ) 영토적 앵창과 이악의 독정-을 공격하기 위 

해 쓰여졌다 한 아디로 그는 일용이 전숭 이후 -침략적 제국주의의 운동에 전적 

으로 뛰어들었다-고 질타했다(McKenzie 1907 , 3) 그는 자신올 포항한 많응 서양 

인들은 1 876년에 죠션이 일본에 개항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일본이 -조선 지배계급 

의 부패와 착취i에 신응하는 조선의 백성틀을 고려해 -조성의 우능하고 잔인한 행 

정6올 개선시컬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일본은 그 기대룡 우시하고 단계적으 

로 죠선옹 칭략하더니 마침내 -보호국 으로 안을었다고 규탄했다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 요로 만들면서 죠선의 

내정옹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일본이 보여준 것은 "1:1 ] A:융 (inefficiency r이여 

’3) Frederîck A. McKenzie. Tñe Um'e시ed Easl (lρ얘01\; HlItchin !lOn and Company. 19(7) ’ 

ηe Tragedy 01 Korea (lo1얘on : Hoddι， ru찌 Stoughl이n . ]':U) 윗 잭온 그의 저서 Kαrea's Fighl 

ψr Freedom (London: Aeming H. Revell Company.1 92이 잊 그의 논운 Ìbe ColoniaJ 에κyo' 

Japan in Koπ' 1 ' 잊J6년 12휠 12일)"와 함얘 근세용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291서융 경인 

운화사 20( 1 )에 합온되어 있다 " " η"8“Iyofκorea의 망역본으로 다응이 있다 신복 
용 r대한제국의 비극， 1서용 당구당 1974 명인사 1985 집문당 1999) ; 김항수l !lf용 

il: J. r조선의 이극， 1서올 용유운화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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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틀에게는 철저히 금지시키는 아연을 조선인들에게는 마구 왈아 -조선인틀 

의 건강과 정신올 파괴하는 일”이었다고 지탄했다 그는 자신이 1906년 여릉에 조 

선홍감 이토를 회견했융 때 이토가 ‘조선에서 개혁과 정의 그리고 화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연서 그 다징은 -순전한 웃응써리-일 뿐이라고 애 

융지었다(McKenzie 1907 , 7 1- 3) 

앞의 잭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일제를 비난하고 소선올 웅호한 책이 r코리아의 

비극」이다 그는 앞의 책에서치영 일제가 조션윷 청략해온 과갱을 셜영한 뒤 일 

제의 강요 아래 추진된 이른바 개혁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카홉게 지적했 

다 그는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조선 의앵들의 활동을 그들의 사진파 더왈어 소개 

했는데 。1 인상적인 사진의 소개만으로도 그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는 영 

가를 알았다 그는 이준 열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설영했다 그는 일제가 결국 조성 

올 명단할 것이며 그 뒤 대륙으로 칭략의 발길율 롤링 것이라고 경고했다 

(McKenzie lCXJ8. 250- 262) 

3 서앙인들의조선 풍툴지들 

알렌의 r조선적인 것들J 이 시기에 조선의 풍울올 소개한 서양인들의 잭을도 충 

딴됐다 우선 지객힐 수 있는 것이 알렌의 r조선적인 것들(Things Korean) J 이다 ]이 

34) Horace Newton Al1en. Things Korean: A Collectìon of S/ætches and Anecdcles, Miss…ιη α잉 

DiplolηUlIÎC (New York f1eming H. Rcvell Con 야ny. 19(8) 이 책옹 H이ace Newton Allen , 

Korea: r acf a찌 Fancy (Seoul: M이h여 1St pu바 shing House , 1904), Horace Newton AlIen, A 

Chronological lndex ($eou l, 19(1) 빛 Robin L. Winkler (ed.). 1ñe Horace Allen ManuscrψI 

Callecr!OIl (New York: Korean Research Associates, April 1, 1 950)과 항깨 합온왜 근세용아세 

아서양어자료총서 138 (서올 정인운화사 2001)로 재간했다 아지악용 Shanoon McCunc 

이 떼q 역양윷 양아 층싼한 Research Monographs 0/1 K.α~의 serie> H‘ NO.l이었다 

씨k，의 Things Korean옹 신욕룡 교수에 의해 r조션견문기j로 충딴됐다 초딴옹 ' ''''년 

에 박영사얘서 재완은 1985년에 명인사얘서 3싼온 1998년에 징운당얘서 각각 출연댔 

다 2싼파 ]딴의 경우 James S. GaJe, Koreι7!U in T，ηm.α'‘̂@찌s 

1 9091의 신욕흉 외 역ξ주F r전환기의 죠선j과 항용외어 있다 Thi깨l κo，~의 또 하나의 

앙역용은 다옹이다 윤후냥 융김 이순자 강수 r알렌의 초선셰휴기， (서올 예영커유니 

케이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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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알렌은 조선의 인촉척 기앤과 언어 및 문화 동에 성영했다 ” 어떤 과학 
자틀에 따르연 미국의 원주민플은 코리아에서 왔다고 한다 약 100척 이상의 애 

들이 일본해의 흐릅을 타고 알류산열도와 알래스카해안올 따라 표류하다가 이주 

에 도착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확실히 미국 인디언을과 코리언을응 아주 않이 

닮았다 2) 코리언틀의 기원은 용골쪽이다. 3) 'ii리언들은 중국의 문자와 일본의 

문자릉 이해하고 있으나 그것들올 코리언들의 땅식으로 발응하고 있다 4) 코리아 

는 작응 나라이지만 고대(古代) 이후 유서 깊응 문화훌 갖고 있으며 그 문화를 일 

본에 션수했다 5) 코리언을응 전풍적으로 예정이 바르다 퉁이 대표적인 셜영이 

다 

둘째 그는 죠션사랑들의 의식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 조선의 가장 

큰 생산울은 쌀이며 그 다음이 용으로 쌀은 조선사항들의 주식이다 조선사압을 

용 기장 호일 보리 귀리 멀 옥수수 퉁융 부식으로 사용하여 일가루로 국수를 안을 

어 억는다 조성의 음식올 알하연서 김치를 빼놓올 수 없는데 그 냄새는 지독하 

다 우유를 아시는 판앵은 초선에는 없다 2) 조선사랑들은 스스로 액의인족이라 

고 부룡 정도로 흰 옷을 출겨 입으며 따라서 빨래를 자주 해야 하기 때운에 빨래 

틀 맡은 여자들의 고역은 크다 안래는 개천이 있는 곳이와연 어디서나 행해지며 

심지어 우융 옆에서도 행해지기 때문에 항래에서 흥러나온 물이 우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조선에서는 다립질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빨래를 한 뒤 여자들은 

옷을 방망이로 때린다. 3) 죠선사랑틀의 집들은 모두 당총a로 지얘계급은 기와 

집을올 짓고 살지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라한 초가집을올 짓고 산다 조선사람들 

의 주거환경은 위생의 결여로 특징지어진다 집의 운 바로 앞에는 오울들과 쓰레 

기를이 렇여 있으며 그것틀은 발효하연서 악취를 뽕어낸다 그러나 아일핸드 충신 

의 서울주재영국총영사는 죠선사람들의 주거환경은 위생의 측연에서 설 때 아일 

핸드 농촌의 주거환경보다 낫다고 말했다 

셋째 그는 조선의 생환환경 및 생할융성에 판해 다음과 같이 성영했다 1) 조선 

의 도로는 도로라고 알하기 어려융 정도로 빈약해서 그저 사량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알힐 수 있겠는데 이 길에는 알똥이나 소 

똥은 울흔 말이나 소가 싣고다니다가 흥련 인운 따위도 껄혀 있어， 이 길융 다니는 

외국의 방운객들에게 조선응 더러웅파 냉새의 나라라는 지울 수 없는 인상올 준 

다 2) 조선에서는 집안의 어느 누가 정치적으로 충세용 해서 장 산다는 소식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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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연 그 집안의 친척친지을은 그 집에 와서 기숙용 하며 장 사는 집은 그 식객들 

융 살 대정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낀다 주인이 용락하연 식껴들은 모두 떠나므로 

식객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출세흉 했으여 잘 산다는 정표이 

다 3) 조선에서는 상거래 때 고정원 가격이 없어서 파는 쪽은 높은 값올 부르고 

사는 쪽은 낮은 값올 부르기 때문에 결국 타협왼 값에 얘얘가 이뤄진다 4) 조선에 

서는 인건비가 아주 싸기 때문에 하인을 두기가 쉽다(Allen 1908 , 136) 그는 또 혼 

에와 장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성영했다 

넷째 알렌은 죠선사랑을이 서양의 과학적 발영들파 기계을 및 제도을에 대해 

놀라워했던 사헤을을 소개했다 그것틀 가용데 몇 가치를 소개하연 다응과 짙다 

l 조선사항플응 을랭크(Blank)라는 한 미국인 고래장이 애의 선장이 초선올 여행 

하던 때 자신의 의치(월빼)를 씻기 위해 벗어놓는 것율 보고 너무 놀랐다 그 

을은 “。}이구어니-라고 소리 지르연서 뛰어나갔다 그틀은 한 인간이 자신의 

신세 일부틀 스스로 분리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강까지 가졌던 것이다 

(Allen 1908. 17- 19) 

2. 1 883년에 조선보빙샤 일행이 우선 샌프란시스코에 내려 옐리스 호앵에 세류했 

올 때 엘리베이터가 작용하는 것올 보고 지진이 난 것으로 작각해 소동올 피웠 

다(Atlen 1908 , 162) 

엘리에이터는 확실히 조선사람을에게는 놀라웅의 대상이었다 그때로부터 13년 

뒤인 1 8%년에 특명전권공사로 입영돼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판식에 참석 

하고자 여행길에 오릉 궁내부 흑진판 민영환(1쩌j;/<~)도 1 8%년 4월 29일에 캐나다 

밴쿠버에 내려 호옐에 머물었올 때 옐리베이터릉 보고 다음과 겉이 썼다 ‘호탱 

이용은 앤쿠버 호댐이었다 5총 높이에 넓게 트인 집이었는떼 오르고 내리기가 쉽 

지 않은 것을 헤아려 아래층에 한 칸의 집을 마련하여 전기로 마응대로 오르내리 

니 기악힌 생각이다 -‘" 

35) 인영환용 여앵 당시에 r해천추엉 l i!i天#;"UJ이라는 이읍 아래 한문으로 일기융 썼다 

이것옹 뒷날 r해천추엉， (서용 융유문화사 1959 )과 r인충정꽁유고， 1서융 국사연안위 

원회 Xα)으로 역간었는데 오두 완역이 아니다 완역온으로는 다응이 있다 인영환 

지옹 조재곤1111효빼) 연역 「해천추엉 1896년 민영환의 새계일주， 1서올 책과항깨 

2007) 위와 갈응 43쪽 



서양인릎이 판창한 죠선의 오슐흘(제3회) 2s5 

알렌이 예시한 조선사랑들의 운화충격은 민영환을 수행했던 김득련 I >Ï쩌행)의 

일기 r환구일기 1m!; Blc 필사본 1 896)J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우선 오스크야의 

연회장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말을 거는 서양여자들에 대해 -내 얼굴이 장 생 

겨서일까 아니연 남녀첼세부동석올 용라서일까?라는 의문올 가졌으며 테너가 

수에 대해 ‘청중이 모인 자리에서 웬 신사가 옥살에 힘줄이 돋첼 갱도로 소리를 

지르니 ( ... J 서양에서 군자노풋 하기란 원래 저리 힘든가보다-고 개탄했고 딸애 
를 하는 소녀에 대해 ”별거벗은 것이나 다릉없는 소녀가 까치얄을 하고 빙빙 올여 

뛰기도 하고 엉추기도 하는데 가녀 린 낭자를 학대하다니 서양군자들은 장으로 

정숭이구나-라고 단식했다(민영환 1f!J7. 86) 

죠선사람들의 문화충격에 대한 앙렌의 지적은 다응과 같이 계속됐다 

1 1884년에 조선에 도착한 한 미국인 해군장교가 자선거릎 타고 달라는 것올 보 

고 초선사링들은 놀라서 길에 용려를었다 조선사람들은 중기기판차훌 보고 

놀라기도 하고 흥미흉 느끼기도 했다 숭객을 가옹떼 어떤 이는 자신이 목적지 

에 내려지 옷항 것을 두려워혜 기차가 옥적지에 접근하연 뛰어내리려고 했다 

(AJ1en 1908. 132- 133) 

그러나 사람을은 절도흉 통해 하나의 큰 교혼올 얻었다 그것은 기차는 귀족 

을 위해서도 기다려지 않는다는 교훈이었다 기차는 시간요대로 운앵하기 때 

운에 비록 양만이라도 반드시 시간올 지켜야 한다는 것을 사랑을은 자차 알게 

됐다 

2 어떤 가난한 조선사랍은 전자 션로올 자신의 에개로 쓰려고 했다 어느 따뜻한 

암에 그는 션호를 에고 자겠다고 고집했던 것이다(Allen 1m , 132- 135).36) 

3 서올주재미국공사관에서 자신의 전임자올 가운데 한 사랑인 어떤 공사가 손님 

을올 대정하기 위해 하인에게 각테일 (oocktail ) 석 잔융 안을어 당라고 부탁했 

더니 칸(oock )의 테일 (tai l)로 강옷 알아듣고 당의 꼬리 셋을 용아 왔다(Allen 

1908. 137- 138) 

다섯째 초선궁정의 시의였던 그는 고종은 올론 왕족들올 개인적으로 흘 수 있 

었다 그러냐 인비는 용 수 없었다 몇 해가 지나서야 그는 민비를 용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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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비는 그와 공개적으로 대화를 했다 그가 민비릉 툴 수 없었던 시철에 민비가 앵 

에 걸렸을 때는 이른바 사진(**쓸 또는 *&~) 곰 환관이 인비의 손목을 실효 묶고 

그 실융 창호지 운 밖으로 내일어주연 그 실올 홍해 액박을 짚어 영세를 진단하는 

앙식에 의존했다 또 주사룹 놓을 때도 금과 응으로 만든 것이 아니연 사용하지 옷 

하게 했다( Allen 1908 , 192-193) 

여섯째 그는 1907년올 전후하여 명양의 기옥교도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부흥 

운동에 엉힌 일화틀을 소개했다 예컨대 어느 미국인 선교사는 이 부홍운동의 열 

기 속에서 자신의 -결함들-올 고액했다가 죠션을 떠나고 선교사 일 그 자체릎 포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Allcn 1908. 171).37) 

이상에서 소개한 판찰을보다 정치학적으로 휠씬 더 중요한 판찰들은 다응과 강 

다 첫째 알렌온 조선이 관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이며 따라서 조선사람 

들은 어려서부터 판리가 되겠다는 꿈올 안고 성장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미 

않은 서양인틀이 지적했듯 그 역시 조선에서는 관직을이 각각 정가(숲따)에 따라 

애애되고 관리가 액성을 -겪어쩌낸다i고 개탄했다 누구든지 재산올 축적했다고 

하연 관리들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고통을 주고 강당하기 어려운 -세금이나 

뇌용-용 내야얀 석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백성틀은 -생산한 유인용 느 

끼지 않으여- 따라서 산엽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는 명가했다(AlJen 1908, 107 

108) 

둘째 알렌은 조선의 해안을이 -씀왈하고 항량하며 대체로 애력이 없는- 것처렁 

보인다고 지적한 뒤 그 원인을 외국인들과의 교류흉 꺼린 조선사항툴의 속생에서 

핫았다 -외부인틀。1 자신들의 나라에 상륙해서 입국하려는 회앙옹 갖지 옷하도록 

하기 위해 - 해안 주변의 나우틀을 모두 에어버림으로써 -울척하고 즐거웅이 없는 

외양-이 형성의도흑 안을었다는 것이다(Allen 1908 . 50) 

셋째 알렌은 조선사랑들을 -가없다”고 알한 뒤， 초선이 지진이나 화산폭발로 

한언쯤 완전히 뒤짚였더라연 조선사랑을응 깊응 장에서 깨어났었올 것이라고 역 

성적으로 말했다 조선사람들이 너우 오랫동안 깊은 장에 빠져 꿈안 꾸연서 아무 

37) 이 운용의 연장선 외에서 1 909년정에는 액얀인구구영웅똥이 일어났다 이안영 교수는 

이 부흥운동이 "(일제에 대한〕 인촉척 쪽앙융 저지시키게 했언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 

앙융까 하고 추측해한 수도 있다-고 논명했다 이얀영 「한국기록교와 역사의식， (서 

올 지식산엄사 1981).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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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초션의 적국옹 많옹 새로운 기술를융 얘웠융 훈안 아니라 

자신율 가르친 스숭의 나라툴 가운데 하나올 패되시켰다는 것이었다(Allen 1~8 

59) 그가 땅한 죠선의 적국용 장용 일본용 가리키는 것이었다 

넷째 알렌은 이 잭의 마지악 장에서 조선이 1 884년 이후 경험했던 정치적 연동 

츰용 분석했다 그는 대한제국의 수링융 선포한 이후 고종과 그의 조갱이 실책올 

많이 저철렀다고 보았다 그는 혹히 고종의 -인간적 나약항- 그리고 "01청하는 신 

하률의 설득얘 쉽게 녕어가는 성격- 퉁이 상황을 더육 악화시켰다끄 보았다 결흔 

적으로 그는 조선의 장래홉 얘우 비판적으로 내다보았다 일본옹 이제 미국의 

-간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며 중육의 정복옹 겨냥하고 있다고 전앙하연서 

조선이 어띤 다흔 -주인-의 용치아래 놓이게 원지 오흔다고 경고했다(Allen 1908 

255-256) 일제의 -보호국-과 -식인지-융 거친 뒤 경국 -해방왼- 죠선옹 3년에 걸 

쳐 미국과 소련이라는 우 -주인-의 분한용치 아래 놓였던 것이 아니었언가? 이 부 

분에서 다시 그의 혜안흘 느끼게 왼다 

게일의 r진흰기의코"IOb 일렌에 이어 제임스 스카스 게일 (j"""， Scmlh Grue)이 

r전환기의 코리아 (T rallsìrìoll ’n Korea)J융 충연혔다 J81 우선 저자에 대해 얄아온 

다 ]이 그는 1 863년에 캐나다에셔 태어나 토흔토대학교 인문학부용 출엉했으며 

1888년에 토론토 YMCA의 성교사로 죠선에 왔다 그러나 그는 1 89 1 년에 미국 륙 

장로교 선교부로 옳겼으여 1897년에 이국에서 목사 안수잡 양았다 

초선에서 게임은 않온 일를융 했다 선교사의 본업융 수행하연서 초선에 대한 

연구용 깊이 했는데 특히 언더우드 및 영버트 등과 함깨 r한영사션j 동융 연찬하 

는 퉁 한국학의 토대흘 쌓았다 그 과갱에서 그는 한글용 뛰어난 글자이고 -극동 

에서 E리아가 기여한 운화적인 공헌옹 앙도척-이라는 결등에 도당했으여 그러한 

38) Jωmcs S. Gale , Korea ìn Tr“’”’'1;0/1 (Cincinnati: Jennings and Gmham. 1909) 이 책옹 그의 

KoπaJl Sketchcs와 함께 근새용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38(서융 경인문화사 2<XXl)에 함 

온되어 있다 

39) 인갱얘 「게일 한국옹 사랑하고 한국운아융 아낀 선교사」 r한국사 시민강좌J 제찌깅 

찌 l호(200!년 2영)， 69-'"쪽 또 RκM찌 Run ， j.ω tS Scorlh Gof~ alJd His HiSlor)' a/ Ih~ 

P~op/~ 0/ Kor~a (Seω 1 :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nnch in conjunction with Taewo~ 

Publishing Gαnpany. 1972).W. 1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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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서 조선의 문화용 혜외에 얄리기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서양의 문화용 조 

선에 소개하는 노역융 벙앵했다 그는 1 921년에 영국에 영주하연서 영국성공회에 

입쿄하여‘ 1 937년에 바스(8，，，，) 시에서 향년 73애로 별세힌다 

죠선에 란한 그의 최초의 단독 져서는 그가 1898년에 출양한 r코리아얘 대한 소 

요(Korean Skeκ:IreS)J었다에} 이 책응 일차적으로 그가 조선용 여앵하연서 판창한 

조선사람틀의 생한관습용융 묘사했다 예천대 액성를이 축용 사랑용 얘장하지 않 

고 길거리에 내버려 햇영에 익게 하고 썩게 하는 방식용 취하는 데 대해 놀라용용 

표시했던 경우흩 소개했다 그는 조선샤링툴이 어떤 서양사랍동의 판찰즐과는 달 

리 잔인하지 않으며 친정하다는 사싣도 안견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국내갱치 

와 국제관계에 대해 직갱적으효 언급하기블 자제혔다 다안 「조션의 현 상황」이라 

는 제목의 제 1 1장에서 죠선의 국내외 정치상황올 셜영했는데 이미 이 시정에서 

그는 죠선의 독컵유지와 국가적 존속에 대해 회의를 표시했다 

게일의 이러한 판황과 논지는 r전환기외 코리아」에셔 사실상 되풀이됐다 그는 

제2장 r이 나라의 현 상양」에서 1) 조선용 판료가 지얘하는 나라이고 2) -01 러한 

채제 아래 액성은 개인적으호는 아무것도 아니여，- 3) 액성를용 억앙앙고 있고 갯 

\\t히고 있다고 비암했다 그는 -이제 표리아는 각성올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자신용 적용시켜야 한다-고 충고한 뒤 E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연 시대가 코 

리아용 밟고지나가연서 코리아흘 영원히 부수어어릴 것-이라고 정고혔다 그는 조 

선의 장래릉 "1판적으로 보았다 조선용 지난 20년의 세월 용안 새 시대의 새 멍에 

자신융 척옹샤킬 기회용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개딴하연서 앞으로 

도 그형게 힐 것 갑지 않다고 전앙한 짓이다(0띠e 1909 , 33-34) 

V .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서양인틀의 조성판장 기쩍률은 대셰로 제 l회와 제2회에서 살핀 

기존의 기흑즐과 호정용 강이 한다 그것툴온 다응과 같이 요약훨 수 있다 

40) James S. Ga1ι KQπ'011 Sketches (New York , Chicag。‘ a찌 Tα00'α Aeming H. Revell com어oy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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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쩨 조선은 대륙국가플과 해양국가들 사이에 둘러짜여 열강의 칭 약을 자주 받 

았으며 오늘날에도 열강의 영향올 강하게 받고 있다 조선족응 용골족에 속하여 

중국사람을이나 일본사랑들과 영액하게 구영된다 조선족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 

및 운자풍 갖고 있다 그러나 조성의 운화는 중국의 영향올 많이 받았다 

울째 조선은 산진경개는 얘우 아릅다운 나라지안 사랑들이 사는 곳들은 얘우 

더렵다 소수의 지배계급이 사는 집툴은 기와집임에 비해 다수의 피지배계급이 사 

는 집틀은 옹악이나 다릅없이 초라하여 거기에서 사랑을과 영래들이 항께 산다 

다수의 피지배계급은 불경하며 비위생적인 생황융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여건 

이 전염병틀을 을러일으키는데 전연두와 툴레라가 가장 대표척이다 조성사랑틀 

은 대체로 고기와 우유를 억지 않으며 생선올 않이 역는다 

셋째 조선은 서울중심적인 국가다 서율은 죠션의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조선 

그자체다 

넷째 죠선은 부오등이 아듣들의 교육에 힘올 쏟는 나라다 교육의 일차적 옥적 

은 과거시헝에 합격시켜 관직융 얻게 하는 데 있다 인재선발의 흥풍한 제도이던 

과거시험은 이제 타락해서 합격여부는 돈으로 좌우된다 

다섯째 조선은 왕실에서부터 전인에 이르기까지 이신이 성앵하는 나라다 종교 

라고 해야 사실상 샤어니즘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이 많은 부문에서 

알달되지 않아 질영에 대해 미신으로 대처하는 것이 통에다 。1 러한 관습으로 알 

미앙아 왕실은 말할 것도 없고 액성을조차 이선에 많옹 돈을 쓴다 

여섯째 조선에서 여성은 엉격한 격리와 홍제 속에서 자신의 이즙도 없이 살고 

있다 특히 피지애계급의 여성응 고역의 생훨올 하며 눈풍과 한올 안고 살고 있다 

지애계급의 여성이라 항지라도 축첩제도의 중앙 속에 살고 있다 

일곱째 조선은 양반이라는 말로 압흑되는 소수의 지애계급이 다수의 피지애계 

급울 -쥐어짜내는i 부패한 나라다 오든 관직을융 왈고 사며 왕실 스스로 판직틀 

을 활아 앙실의 재정과 정치자금을 충당하는 일에 앞장올 서고 있다 다수의 액성 

들은 판리들로부터 -쥐어쩌냉-을 당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돈을 별려고 하지 않 

으며 최소한의 굶주링을 연할 수 있올 정도로안 일을 한다 여기에 조선사회릉 지 

배하는 노동천시사상이 겹쳐 조션에서는 액성툴 사이에 근로의욕이 사라졌으며 

그 결파 조선에서는 산엽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양한 지하자원들과 수산자원을올 

갖고 있는데도 초선이 아주 가난한 나라로 며울러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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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없째 조선은 앵벌이 엄혹한 나라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죠션의 엉죄 

수사와 치죄(治뿔Y의 과정은 잔인하고 야안걱이다 

。}흉째 죠션은 지애충의 무능과 우패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릎 제대로 읽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로 특정지어진다 조선옹 -후진척이며 이개하고 자할 

자업할 능력이 없는 나라-이므로 ‘운영개화원“ 일본의 -보호와 지도-훌 받아야 한 

다(다안 헐버트를 비롯한 극소수의 서양인들만이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지 않았 

다) 고총은 인상도 좋고 마음도 악했으나 성격과 싱지가 나약해 위기을 관리할 

능력을 갖지 옷했다(다안 헐버트를 비롯한 극소수의 서양인들안이 고총올 영가정 

하해서는 안 된다고 반흔했다) 반연에 민비는 당대하고 지에로우며 용인술에 능 

한 실질적 통치자다 그러나 그녀는 민씨척족에 지나치게 의지했다 

코리아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한 서양인들은 E리아의 장래를 어떻게 전앙했던 

가? 이미 1880년대 땅파 1890년대 초 사이 이후 특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숭리 

한 이후， 통활력융 가진 서양인들옹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거나 일본 및 러 

시아의 -공동보호국" 01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연서 그플은 조 
선이 일본의 식인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다수의 서양인들은 코리아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까지 표영했다 

참고문언 

김장훈 연 2008. r세엘얻 일러스트와 희귀 사진으로 본 근대초선j 서올 살영충판사 

김지냥 외 저 이상태 외 역 1998. r죠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서올 뼈안 

까흩로 로제티 저 서울학연구소 역 1996 '꼬헤아 꼬헤아니」 서울 숲과 나무 

옥린덕 저 고영익 역 1963 . r목련억의 수기」 r진단학보j 제24집 189-193 

민정애 2004 '게일 한국올 사랑하고 한국운화즙 아낀 선교사」 r한국사 시민강좌j 

제34집 제 |호 69-80 

인영환 저 초재곤(짧효뼈) 연역 2007 _ r해천추엉 1 896년 인영환의 세계일주J 서올 

책과함께 

악노자 2004. '지금 우리는 1액년 전의 서양인융 닮아가는 것옹 아닌가 악노자 허 

용현(아행업)의 한국긍대 l액년 논쟁 ( 11 ) 서양인의 조선판」 r프레시언， (4월 2 

일) 



서양인툴이 판창한 조선의 모슐을(제3'-1) 291 

아손 그웹스트 저 김상영 역 1986. r코헤아 E레아 이것이 조션의 마지악 오습이 

cj-, 서울 미완 

이노우에 가쿠고로 져 신영길 역 2008 . '초선초 앙국 전야기」 서울 지선당 

이안영 1981 r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j 서올 지식산엉사 

색 런던 져 윤미기 역 1995. r초선사랍 엿보기 1904년 러일전쟁 총군기」 서용 한 

올 

정성화 2001. r해제J . rc세똥아세아서양어자료총서 145J 서올 경인문화사 

정성화 로에트 네프 공저 2008. r.서양인의 조선살아 1882- 1910 구한양 한국에서 

체류했던 서양인들의 일상j 서융 ￥릎역사 

최기영 2004 '얘켄지 한국인의 독링의지를 세계에 앙린 서양인」 r한국사 시민강 

좌」 제 34징 제 l호 

프레데릭 블레스엑스 저 이향 김갱연 역 2001. r착한 이개인 동양의 현자 서양인。1 

본한국인」 서올 갱년사 

현광호 뼈2 '대한제국의 대외정책J 서융 신서원 

호레이스 알렌 저 김원오 역 1991 r앙밴의 일기 구한양 격동기 비Ab 서올 단국 

대학교충딴부 

Brandt. Ma‘ von. 1897. Ostasiarische Fragen: ChifUl. Ja{‘”’ Korea. Berlin: Verlag vOl1 (ìebruder 

Paetel 

Bishop, ’sabclla BinI. Korea lIIul Her Neighbors: A NarrOlive o[Travel …th lIIl Account o[ the 

Recent ‘Ijcissitudes OIld Present Po.찌ion o[ rhe COllnlη New York: Fl써mi ng H. Revell 

Company‘ 1897: Lo찌α1: John Murray Company , 1898 

Cavendish. Alfred Edward John. 1984. Korea and the Sacred ‘”“， M.αmtain: Being 0 Brie[ 

Accouflf o[ a 10“r씨'yin Korea in 1891. London: G. Ph i1ip & Son 

Curzon , Geor옹e Nathanie l. 1894. Problems oflhe F(lr East: Japan. Korea, Chino. 2찌"'.LoκJoo 

Longmans ‘ G<reo ‘ '"" Co 

Diosy , Anhu r. 1904. The New Far Easl , 4th ed. London , Paris and New York: Cassell and 

Company. Ltd 

Frederick A. McKenzie , 1907. The Unreiled F.arl. London: HUlchinson and Company 

l잇)9. The T ragedy o[ K，α.ea. London: H여derru잉 Sloughton 

Horace Newlon Allen. 1908. Thill8s Karean: A Colleclion 01 Skelch“ alld Allecdotes. A’……nμ''Y 

olldDiplα”이ic. New York: Aeming H. Revell Company 

Hulber1. Homer B. 1905. The Hislα}'o[Korea. se에 ηlC Meth여iSl Pub1ishing H이se. Vol.1 

1906. The P.ω;sill8 o[ Koreo. Garden City, N. Y.: Doubleday‘ page and Company 



292 한국정치연구 제 18집 저 3호 (2009) 

James S. Gale‘ l잇)9. Korea in Transitioll. Cincinnati: Jennin양 andGraham 

__ " 1898. Korean Skelches. New York , Chicago. a찌 Toronto: Aeming H. Revell Company 

Keith. Elizabe에 &&여t ， E.K. Robertson. 1947. Old Korea: The 1..01띠 ofMorni깨 Calm. New 

Yαk Philosophκ잉 Library 

l찌d，Goo영:e Trumb이1. 1908 . /1끼 Korea 씨'th Marquis 110. U뼈on : 1α19mans‘ Green ar1띠 Co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Longford. Joseph H. 1911. TheStoη ofKorea μ얘on: T. Fisher Unwi~ 

McKenzie , Frederick Arthur. 1905. From Tokyoto Tijlis. London: Hursl and Blaιk，" 

Milla찌 꺼이omas F. 1906. The New Far Easr: AII E.mmination into the New Position 0/ Japan a띠 

Her /，끼φuence Upon rhe sc까Ilion ofthe Far wlern Q ‘찌án. New York: OJarles Scribner's 

50", 

Miln. Louise 1이띠n. 1 895.Qua… Korea. London αgood， Mcllvaine and Company 

Run , Richard. 1972. James Sc，ι'Ih Ga이e and His Histoη 0/ rlte People 0/ Korea . Seoul: Roy여 

Asiatκ Society‘ Kαu 8raoch in conjunctωn with Taewon Publishing Company 

Sands. William Franklin. 1930. UI찌'iplomatic Memories: The Far &1st. /896./904. New York 

WhinleseyH。ω;e ， McGraw-Hill B∞.k Company. lNC 

$hin Yong~suk. 1986 .. 'Late Chöson Dynasty Korea în Conlempornry French New쟁'P'" ’ Korea 

Jouma126. No.6 (June).51-60 

Taylor. Cαnstance 1.D. 1904. Koreons at Home: The /;씨7ressions 0/0 Scotswψnum. Paris: Cassel 

""" Co 
W에gham . HJ. 1904. M.ω!clmria ω띠Kα'eo. Lo쩌α1: 15이 sler and Com뻐ny. l.Jd 

Wh Île. Trun 빼1. 1895. The War in the East: Japw’ Chinil α띠 Coreo. Philadelph삐삐d Ch icago 

PW.Ziegler뼈 Com어ny. part m (Corea) 

Wilkinson. W.H. 1897 깨e Korean Go\'emment: Constitutionill Changes. July. 1894 to October 

1895 ， $hangh이 

Wunsch , Gertrud C1a 띠sen.1976.Aπt in Osι'" 



서양인둥이 원창한 죠션의 오융틀(제3회) 293 

øerrRørr 1. 

Chosun 잃 Seen by Westemers (Series No. 3) 

From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until the Fall of 

Chosun 

Ha씨oon Kim 뼈]-Allbo 

Th‘ articlc reviews books or articles written by Westemers. who studied Chosun or vi씨ed 

Chosun , from thc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until the fall of Chosun. Their 

obsen이 ions may be summed up as follows 

1. Most of thcm viewed that because Korea is surrounded by thc continental powers and the 

cκg띠IC po\ν'ers. it ha‘J been re야 atcdJ y invaded by powerl비 countries and its inlluence 

stilJ exists even today. Koreans belong to Mongo l. and thcy are diffcrentiatcd from the 

Japancse and the Chinese. Koreans have their 0ψn unique h‘ 。 y. culture and alphabet 

2. Most of thcm bclicvcd that Korca is a ‘cry mountωnous CQUntry with a lot of beau‘jful 

sμ-cams‘ lmt ψIC regions where people reside are very 이rty and fil thy. Compared to very 

few ruling class live in a house with roofing tiles , majorily of non-ruling class live in mud 

h이” 띠 oog 씨th insects 까\C non-ruling class liv잉 a vcry filthy and unsanitary life. These 

living conditions resulted in trnnsmittcd diseases such as smal’pox and cll이era. Majority 

oftheα:opledonκ)( eal meal and milk 

3. Many have α)intcd 0띠 that Korea is a very supcrstitious counlry‘ and that everyorκfrom 

the ,"l' α)()r to thc royal family is devoted 10 su야5… ion. The only so-call어 religion 

that exists in this country is shamanism. Lacking scicncc and tcchnology , Koreans 

gencrally depcnd on superstitíon to treat thc diseases. N이 only thc roy이 family. but even 

the commons spend a lot of money on supers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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