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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이	도록은	송영달	교수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한	자료를	중심으로	개최한	특별전	

	 ‘조선을	사랑한	서양의	여성들’	(2016.5.10.~6.5.)의	전시도록이다.

2.	전시자료와	일부	관련자료를	저자명	순서로	수록하였으며,	주요	자료에	대하여	해제를	작성하였다.

3.	수록된	삽화의	대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에서	참고하였고,

	 일부	명지대-LG연암문고	소장도서를	활용하였다.

4.	삽화의	설명은	우리말로	풀이하여	표기하였으며,	사용된	자료의	출전을	함께	밝혔다.

5.	표지	및	내지	디자인에	사용된	그림은	Florence	Hedleston	CRANE의

	 『The	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에서	가져왔다.

기 간	 2016.	5.	10.(화)	–	6.	5.(일)

장 소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

주 최	 국립중앙도서관

Western Women who Loved Korea : 1883-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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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조선을	사랑한	서양의	여성들

 
조선을 보다 (서승현)

 조선을 담다 (박평종)

 조선을 그리다 (이지은)

 조선을 읊다 (김광선)

 조선을 쓰다 (김순식)

 조선에 살다 (김정훈)

 그리운 금강산 (김차규) 

제	2부	 조선을	기록한	서양	여성들의	고서

<조선을	사랑한	서양의	여성들>	관련	서지

송영달	개인문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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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구한말 이후, 외세의 격랑에 휩쓸려 자신의 운명조차 헤아리지 못하던 조선과 조선 사람을 안타깝게 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외교관의 아내로 또는 선교나 여행을 위해 동아시아의 먼 나라 조선을 찾아왔던 서양의 

여성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백인 남성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조선을 보았습니다. 조선과 조선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행기와 소설, 

시와 그림, 사진에 이르는 다양한 매체와 장르로 담아내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선보이는 송영달 개인문고 설치 기념 특별전, ‘조선을 사랑한 서양의 여성들’ 전은 그 

특별한 풍경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번 전시는 송영달 미국 이스트캐롤라이나 대학 명예교수님이 오랜 기간 수집한 한국 관련 도서 300여 권

을 기증하면서 성사되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 한국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을 수

집하고 국내에 소개한 주역이며, 한국 관련 외국 서적들을 꾸준히 수집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송 명예교수님의 기증에 담긴 뜻을 기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전시에 소개되는 자료에는 당시의 서구인들에게 보편화되었던 백색우월주의나 비기독교 사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의식, 그리고 일제의 악의적인 왜곡선전 등에 영향 받은 것도 일부 있으나, 모두 조선과 조선 사람

의 다양한 면모를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소중한 기록들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와의 만남은 현재를 

깊이 알고 미래를 기획하는 토대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 안에 살아 있는 우리의 과거, 세계

에 비쳤던 그 때의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  임	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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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일반론이지만, 책이란 문화의 집약체이며 책을 남기지 않은 문화는 역사 속에 파묻혀 잊혀지게 됩니다. 글이 

없는 문화, 책이 없는 문화는 흔적이 없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는 행정학, 주로 미국 행정학과 재무행정론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관련 정치, 역사, 경제 등의 문제를 다루는 책을 읽을 기회나 

필요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나의 고향, 나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은 재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언제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즉 은퇴 한 후에는 읽어야지 하는 책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도 

한국 관련한 서양 언어의 책들이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한 권씩 기회가 되면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4천년의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소위 “은둔의 나라”,  “금단의 나라” 라고 서양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우리도 중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의 역사를 유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을 시작으로 서양 각국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고, 유럽 여러 강국의 흥정거리로 

전락하면서 주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또 다시 세계의 대세에 힘입어 해방을 맞았지만 그

것은 분단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960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온 이후, 항상 궁금했던 것은 서양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관하여 서양 언어로 책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이후이고, 

그 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때부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기자, 여행자, 학자, 정치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서양 고서>라고 표현하지만, 그 범위는 퍽이나 넓을 수도 있습니다. 즉, 중국이나 일본을 다룬 

책들 중에 한국에 관한 내용이 간간히 있기도 하지만, 한국을 누가 제패하느냐를 결정지은 중일전쟁, 러일

전쟁은 한국땅에서 벌어지며 한국의 운명을 결정했던 전쟁입니다. 그런 범위의 책은 퍽 많이 있고, 논문이나 

학술지의 기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수집한 책은 주로 한국을 독점적으로 취급한 서양 언어, 특히 영어로 된 단행본 고서들이며, 희귀본

이라 할 수 있는, 1880년대에서부터 1950년까지 출판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출판된 책들 중에 그 당시의 

사건을 다룬 책들이라면 1950년 이후에 출판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한국학이 활발하면서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의 수집은 한국의 근대화 시기에 출판된 단행본은 거의 포함되어 있다

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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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적으로 많지도 않은 한국 관련 서적들이 차차 소멸, 소실되어 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들이 더 없어지기 전에 찾아서 모아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저의 

수집도서를 개인문고로 기증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은 도서관에서 

보존하여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면 가장 출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희귀본을 

장서로 보존하는 국립 도서관은 어느 대학 도서관보다 적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분야의 서적을 더 수집하여 추가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당연히 수집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어서, 찾지 못해서 구입하지 못한 것도 다수 있습니다.

수집하는 과정에서 애로는 서적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도서 정보를 찾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일일이 헌 책방을 찾아 다니며 먼지 묻은 책들 속에서 한국이라는 중요하지도 

않은 몇 개 되지 않는 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행운도 포함되는 수집이

었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 관련 희귀 고서들은 아직도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서양의 고서들은 한 권에 몇 천만 원을 하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만, 한국 관련 서적은 아직 수집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한국 원화로 백만 원을 넘게 준 것도 있지만 대개 백만원 이하라 

하겠습니다. 어떤 책들은 미국 도서관에서 독자가 없어서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십만 원 이하도 되는 

현상을 즐겁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 관한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에 관한 책이 많은 독자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홀대 받는 것은 서글픈 현실입니다.

서양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국은 

미개하고 후진이라 자주/자치 능력이 없고 일본이 식민지화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한국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같이 고민하는 저자들도 있었습니다. Homer Hulbert, James 

Gale, Frederick McKenzie, Isabella Bishop 같은 분들이 그런 저자입니다.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은 저의 속에 있는 

애국심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책 중의 하나가 영국 여류화가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가 

쓴 『Old Korea』라는 책이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더 크게 발견한 것은 그림, 특히 목판화의 세계였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을 다녀가며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다수 있지만, 그런 

그림들은 이제 거의 다 소실되어 보존된 것이 없습니다. 판화는 여러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째 가격이 

싸고, 둘째로는 어디에선가 수집되어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다정다감하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며 사실대로 화폭에 담은 천부의 재능을 가진 화가로

서 일본의 전통적 목판화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었고, 후일에는 유럽에서 엣칭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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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들이 한국 문화재에 속한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화가이거나 외국 화가 

이거나 간에 카메라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그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전통적 모습을 

가장 진솔하게 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화폭에 담은 한국의 김홍도, 신윤복 등에 걸맞게 우리의 1900년대 

초의 모습을 어느 화가보다도 뛰어난 화필로 소재를 선택하고 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의 

그림이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1920-1940년 대의 그림을 주로 외국 그림 애호가에게 팔았기 때문

입니다. 그의 그림은 서양 각국의 유수한 미술관에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한국을 소재로 한 것들만을 수집하다가 후일에는 

중국, 일본, 기타 여러 나라를 소재로 한 것을 모두 힘 닿는 대로 수집했고, 한국에서도 여러 번 전시를 했고 

미국에서도 주선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서양화가, 예를 들면 Paul Jacoulet, Willy Seiler, Lilian Miller, Emil 

Orlik, Kawase Hasui, Hiroshi Yoshida 등의 한국인을 소재로 한 것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관련 서양 

고서를 찾아 다니다가 그림의 수집가가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미술관이 아니라서 저의 그림 

수집을 보여드릴 기회가 되지 않는 것은 유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책이란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또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을 외국 서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의 

우리 모습을 재 성찰함으로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일반 문화의 현주소를 재조명할 수 있기에 오래된 

고서라도 단순한 고서가 아니고 현재를 알려주고 미래의 지침 방향을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한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읽으면 깨닫는 바가 많은 것이 우리에 관하여 서양 사람들이 쓴 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이런 책들 속에서 세계의 일등 국가 반열에 참석하려고 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잊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 시대를 벗어나서, 세계가 나를 보는 눈을 

깨달음으로 미래의 우리를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1880년부터 1950년의 기간에 생겨났던 한 

민족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흔쾌히 저의 수집을 받아주시고 전시하는 행사까지 하는 것이 무한히 고맙고, 저의 

수집품들이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에 속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East Carolina University 명예교수  |  송	영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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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오랜 기간 한반도는 서구사회에 ‘은둔’과 ‘신비’의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쇄국정책 

등이 주된 원인이긴 했지만, 뒤알드(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나 하멜(Hendrik Hamel, 1630-1692),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 1843-1928)의 한국 관련 저작들이 서구사회에 널리 유행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반도를 방문하는 서양인들은 계속 늘어났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 관련 서적에 주변국으로 등장하거나 전근대적 사회구조를 

가진 미개한 민족으로 타율적 개화가 불가피하다는 부정적인 서술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 정보들을 접했음에도 서양인들이 한반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역설적이지만 서구사회에 떠다니던 한국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정보들이 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맹수는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악어가 서식하며 기이한 동물들로 가득 차 있다.”라던가, “굶주린 하층민은 

저주를 불사하고 배를 채우기 위해 성스러운 뱀이나 파충류를 잡아먹는다.”와 같이 과장되고 왜곡된 이야기

들이 확대·재생산되면서 한국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나라라는 이미지도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죽인 

여인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에 어깨까지 땅속에 묻은 후 양반을 제외한 행인들이 그녀가 죽을 때까지 

한 번씩 톱으로 머리를 켜야 했다.”와 같은 상식에서 벗어난 서술 또한 많은 서양인들에게 한국은 미개하며 

개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각인되었다.

자신들의 문명에 대한 우월감과 기독교적 선민사상을 지녔던 서양인들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

하지 못하고 서구세력이나 서양의 아류인 일본에 의해 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서양인들은 한국의 

전근대적 사회구조나 남존여비, 무속신앙 등과 같은 문화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외교 이외에도 

선교나 봉사, 탐험이나 여행, 작품 활동 등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 중에서 우리는 ‘여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동서를 

막론하고 여성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생각해 볼 때, 폐쇄적 이미지의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남성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낯선 서양인, 특히 ‘서양 여성의 눈으로 본 조선’

이라는 주제는 당시의 사회 구조를 감안할 때 이른바 ‘은둔의 심장부’를 바라보았던 시선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 한국에 온 서양 여성들의 방문 목적도 서양 남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교관이었거나 기자 또는 

군인이었던 남편을 따라 거주한 경우도 있었지만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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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폭과 목판에 한국을 담기 위해서 온 화가도 있었다.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과 

같이 의료선교를 목적으로 온 경우도 있었고,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Lucy Bird Bishop, 1831-1904)과 

같이 탐험과 연구를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의 방문 목적 자체가 남성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어도 그들이 본 한국의 모습은 서양 

남성들의 시선과는 분명 달랐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신분차별이 적었던 당시 서양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남존여비나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가사에 고통 받으며 

심지어 이름마저 제대로 갖지 못한 한국 여성들의 삶은 분명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은둔의 나라’라고 듣고 읽었던 한국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소문과 달랐다. 개화의 대상이며 

기이한 나라였던 한국은 고유의 문자까지 갖춘 문명국이었고 그 풍광은 아름다웠으며 한국인들은 낯선 

이방인들에게 친절했고 배려심이 넘쳤다. 그들은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의료와 교육으로 

기여했으며 평생 한국을 위해 헌신하다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었다. 극동지역을 여행하며 동양

사회를 체험하고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이사벨라 비숍은 한국의 문화와 신앙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고 이해하고자 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 전시회는 ‘조선을 사랑한 서양의 여성들’을 큰 주제로 삼고 <조선을 보다>, <조선을 

담다>, <조선을 그리다>, <조선을 읊다>, <조선을 쓰다>, <조선에 살다>,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

되기를 바란다.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  김	장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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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조선을 사랑한 서양의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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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보다

서승현(수원대 러시아문학과)

근대 전기 한국을 방문한 서양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한국에 대한 책과 이미지 자료를 남겼다. 그 자료들은 

때로는 한국인 자신들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배어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지에 의한 왜곡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녀들이 남긴 자료들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당시 한국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근대의 한국을 다녀간 여러 명의 여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드리 해리스(Audrey Harris)이다. 1939

년에 출판된 『Eastern Visas, 동양의 비자』를 통하여 그녀는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그녀의 

주요 관심 지역으로서 한국을 첫 번째 목적지로 정하고 아시아 여행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묘사한 매우 독특한 

여행기이다. 그녀가 아시아 여행 경로로 지나친 시베리아와 만주는 한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에 불과했다. 

오드리 해리스는 한국의 예술에 관심이 깊었다. 단동-서울-부산으로 이어지는 기존 철도 노선에 집착하기

[그림1]	이사벨라	비숍,	『Korea	&	Her	Neighbours.Ⅰ&Ⅱ』에	수록된	조선	여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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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해주나 금강산과 같은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 여행이 제대로 준비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기차에서 만난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으로부터 일본어 몇 마디를 배웠을 뿐이다. 

이 책에는 그녀의 많은 일화가 일기 형식으로 쓰여있다. 그녀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을 

찾았고 그들에게 일본인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을 거의 

피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시아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양 중심의 편견을 배제한 채 아시아 지역을 여행 

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서양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사법제도, 훌륭한 

상하수도 시설, 기계가 아닌 진정한 문명인의 생활방식, 사람들의 인성, 인내심, 예절을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특히 『Eastern Visas, 동양의 비자』에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묘사는 호의적이다. 

한편,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며 여행가인 엘리자 시드모어(Eliza Ruhamah Scidmore, 1856-1928)는 1873

년부터 1875년까지 오버린 대학(Oberlin College)에서 공부했으며 일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그녀가 쓴 『Westward to the Far East, 극동을 향해서』 초판본이 1891년에 출판되었고 이후 프랑스계 캐나다

인들을 위하여 프랑스어로도 출판되었다. 당시 증기 여객선으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아시아까지 

여행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엘리자 시드모어는 기회를 잡아서 극동으로의 여행을 성사시켰다. 일본의 

벚꽃나무가 워싱턴 D.C.에 옮겨 심어지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그녀였다.

여행기에 따르면 그녀의 여행은 몬트리올에서 시작된다. 책의 8장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부산-원산-제물포로 증기 여객선을 타고 여행했으며, 제물포에서 서울까지는 철도로 이동

[그림2]	오드리	해리스,	금강산에서	가족에게	쓴	편지로	『Eastern	Visas』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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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녀는 서울 내·외곽에 있는 몇몇 관광지를 추천하고 있다. 버려진 왕궁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외무부

로부터 허가가 필요했다. 그녀의 특별한 경험으로는 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서울거리를 지나가는 행렬을 

운 좋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책의 표지 제목에 등장한 시암(Siam)과 버마(Burma)는 책에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표지 제목에 없는 필리핀이 언급되기도 했다. 캐나다 태평양 철도회사에 의해서 

출간되었으며, 캐나다 철도 당국은 증기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여행객을 위하여 쓰인 이 책은 호텔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서울을 추천하기도 했다.

주로 일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한국 관련 부분은 단지 주석으로 등장한다. 저자는 일본 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한국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보여주지 않았다. 단지 캐나다 태평양 철도

회사가 자신의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국 관련 부분이 추가된 것처럼 

보인다. 저자의 관심과 전문 지식은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여성 여행가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이다. 그녀는 영국의 

여행가이자 작가이며 지리학자이다. 척추질환으로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어 가정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았어야 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 여성들의 우상적인 존재로 세계 

각지를 다니며 조사하고 연구했다. 1894년부터 3년에 걸쳐 한국, 일본, 중국을 여행한 경험은 『Korea and 

Her Neighbours,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1898)로 출간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그녀는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을미사변 당시의 정세와 19세기 말 조선의 풍습을 세세히 

기록했다. 특히 다른 외국인 남성들은 기록하지 않던 조선 여성들의 생활과 의식주 노동현장을 여성의 

시각으로 생생하게 기록하여 민속학적 가치가 높다. 사진과 이를 토대로 직접 그린 동판화 삽화를 통해 당시의 

풍경을 전달해주기도 한다. 출간 당시 영국에서도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았는데, 90년 뒤인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 책의 1898년도 판을 선물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크리스틴 콜브란(Christine Collbran, 1881-1902)은 영국의 블랙히스(Blackheath)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콜로라도 덴버에서 보냈다. 1899년 당시 한국에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러 극동으로 여행을 

떠난다. 일본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낸 후 한국으로 건너와 제물포에서 몇 주를 보낸 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거쳐 세계여행을 계속한다. 1900년 아직 19세밖에 안된 크리스틴 콜브란은 동방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책

으로 펴냈다. 그녀의 『An American Girl’s Trip to the Orient and Around the World, 동양과 전 세계를 다닌 미국 

소녀의 여행기』(1900)는 유머 넘치는 문장들과 함께 인간의 무지와 모순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1902년 초에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온다. 그 이후로 그녀는 서울에 거주한다. 그러나 그녀는 1902년 10월에 

장티푸스에 걸려 그 해 10월 15일 사망 후 양화진에 묻혔다.

그 밖에 뉴욕-상하이-서울-교토-도쿄-나라를 여행한 프레데리카 월콧(Frederica A. Walcott)은 『Letters from 

the Far East: Notes of a Visit to China, Korea and Japan. 1915-1916, 극동으로부터의 편지: 중국, 한국, 일본 

방문기 1915-1916』을 1917년에 출판했으며, 조경사이자 그녀의 장식정원으로 유명한 미국인 넬리 버넘 알렌

(Nellie Burham Allen, 1874–1961)은 1916년에 『Asia, 아시아』를 출판해 서양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기도 했다.



20 21



22 23

근대 시기의 한국을 사진으로 기록한 서양 여성은 매우 드물다. 조선은 개항 이후에야 비로소 서양인들에게 

문호가 개방됐고,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불안정한 위치에 있어 제한된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접근이 허락

됐다. 이 시기에 조선을 방문하여 사진을 남긴 이들은 주로 선교사·외교관·기술고문·민속학자나 지리학자 

신분으로 건너온 여행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은 직업의 특성 탓에 주로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사진을 찍은 여성이 드문 이유는 사진의 기술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서양인은 주로 1880-1900년대까

지 한국을 방문하다가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시기의 사진술은 매우 복잡했다. 

카메라는 대형이고, 사진 원판(필름)의 감광도가 높지 않아 촬영이 까다로웠으며, 현상과 인화를 사진가 

스스로 처리해야 했다. 무거운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촬영한 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여성이 감당

하기는 쉽지 않았다. 사진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아도 19세기에 활동한 여성 사진가는 소수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을 찍은 서양 여성으로는 우선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을 

꼽을 수 있다. 1831년 요크셔 지방에서 출생한 그녀의 부친은 성공회 사제였고, 교구를 옮겨 다녀야 했던 

탓에 이사가 잦았다. 비숍은 저술가, 지리학자, 탐험가, 사진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여행자다. 이 때 여행자의 지위는 복합적이다. 19세기 중·후반 서양의 여행자는 당시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각종 분과학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시기의 여행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지도를 그리는 자였다. 여행자는 곧 지리학자였다. 또한 낯선 세계의 문화와 풍속을 

관찰하고 탐구함으로써 타민족과 타인종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고자 했던 인류학자이자 민속학자이기도 

했다. 그것은 곧 세계에 대한 지식을 구축하고자 했던 거대한 목표와도 맞닿아 있었다. 이 목표의 근저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뒤틀린 세계관이 잠복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자-

여행자들의 꼼꼼한 관찰과 서술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 비숍의 사진은 그런 맥락에 놓여 있다.

그녀는 1894년 한국을 처음 방문하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미지의 세계’를 여행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1872년 호주 여행을 시작으로 하와이 콜로라도,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를 방문했으며, 1886년부터는 

인도와 티벳, 터키, 페르시아, 바그다드, 테헤란 등 아시아 전역을 넘나들었다. 1892년 여성으로서는 처음

으로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에 선출된 그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이미 ‘유명인’이었다. 고종과 

명성황후를 알현한 것만 보아도 그녀의 지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방문을 계기로 펴낸 『Korea and Her 

Neighbours,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1898)에는 50여 점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그녀가 직접 촬영한 

것과 현지에서 수집한 것이 섞여 있다.

사진의 주제는 책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조선의 지리에서부터 풍습과 종교, 일상, 나아가 당시의 첨예한 

조선을 담다

박평종(중앙대학교 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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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Life	in	Korea』	신랑과	신부

[그림2]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Life	in	Korea』	보부상(집시)

[그림3]	이사벨라	비숍,	『Korea	&	Her	Neighbours.	Ⅰ&Ⅱ』,	서울의	남쪽거리

[그림4]	이사벨라	비숍,	『Korea	&	Her	Neighbours.	Ⅰ&Ⅱ』,	한강에서	찍은	저자가	타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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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건이었던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관련 사진 등이 두루 망라되어 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조선의 궁궐과 건축, 풍속이다. 경복궁, 남대문, 사직단, 집옥재, 경회루, 평양 칠성문에서부터 

왕릉의 문인석, 원각사비, 금강산 마애불, 파주 용미리 석불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관심은 조선 고유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과 문화재를 향해 있다. 또한 다듬이질하는 여인, 관복 차림의 양반, 궁녀, 

농부, 항아리 장수, 상복 입은 노인 등 다양한 신분의 조선인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이 사진들 중의 상당수는 

자신이 직접 찍지 못하고 현지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1897년 발행된 이 책에 실린 사진들은 목판화로 제작되어 수록됐다. 그 이유는 인쇄기술의 문제 때문이다. 

활자와 사진을 동일 지면에 인쇄할 수 없었던 탓에 사진을 그림처럼 목판화로 다시 복제하여 활자와 함께 

인쇄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실린 도판들은 모두 당시의 현실을 충실히 기록한 사진을 

원본으로 삼고 있다. 시대의 기록인 셈이다.

비숍의 ‘명성’에 가려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9세기 말의 조선을 사진으로 보여준 또 다른 

서양 여성으로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 1851-1921)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녀가 1904년에 출간한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1에는 30여 점의 사진이 실려 있어 당시 조선의 

건축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뉴욕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었던 그녀는 시카고 병원 방문을 계기로 선교와 

의료를 병행하기로 결심했다. 1887년 시카고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도로 가려 했던 그녀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장로교 선교회의 권유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 대사였던 호러스 알렌(Horace Allen)의 제안으로 

신설된 왕실 주치의 직책을 맡게 된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1888년 3월 명성황후의 시의 자격으로 조선에 

건너왔다. 조선에서의 그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는 그녀보다 3년 먼저 한국에 와 있던 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2이다. 광혜원 여의사로 활동하던 그녀는 1889년 

호러스와 결혼하여 조선의 북쪽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이 여행은 선교가 주목적이었다. 그녀는 1,000

마일이나 되는 여정을 때로는 가마로, 때로는 도보로 주파하면서 황해도와 평안도에서부터 만주 국경 

근처까지의 수많은 조선인과 만났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6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해 주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펼쳤다. 1890년 출산 후 병에 걸려 미국에서 휴양한 후 1893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전까지 궁궐을 자주 방문하면서 황실의 측근이자 의료고문으로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조선에서의 그녀의 삶은 선교활동이 주목적이었지만 조선 여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법률을 

정비하는데 관심을 쏟기도 했다.

1904년에 출간된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는 조선에 건너온 후 15년간 그녀가 경험했던 내용을 

솔직하게 풀어낸 책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황실의 모습, 선교여행에서 접한 조선인들의 일상과 풍습, 

1 이 책은 <상투의 나라>(집문당)로 번역되어 출간됐다.
2 광혜원에서 물리, 화학을 가르쳤고, 정동교회(현 새문안교회)를 설립하였으며, 경신학교 교장을 역임한 후 연희전문   
 학교로 발전시켰다. 한국이름 원두우(元杜尤), 언더우드 선교사로 널리 알려진 그는 한국의 근대식 제도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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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가 창궐하던 시기 민중들의 고통과 불안 등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책에 실린 사진은 대부분 서양인의 여행기나 화보잡지에 게재되어 널리 알려진 것들이다. 말하자면 

그녀가 직접 사진을 찍었다기보다는 수집한 사진을 필요에 따라 배치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진들은 이미 1890년대에 발행된 책이나 잡지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사진의 주제는 고종, 이재순과 같은 

황실인사에서부터 거리의 군중이나 지게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조선의 풍속을 보여주는 서당풍경, 

행상, 엿 파는 아이도 있고 다듬이질 하는 여인이나 빨래를 머리에 인 여인도 있다. 상투를 책 제목으로 

삼은 데서 볼 수 있듯 상투 튼 남자의 사진도 있다. 풍속 관련 사진은 대부분 서양의 여행자들을 위해 조선 

현지에서 활동하던 사진사들이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던 것들이다. 광화문, 경회루, 돈화문과 금천교, 

동십자각 등 조선 고유의 건축물도 그녀의 주된 관심사였다.

스코틀랜드의 여성화가 콘스탄스 테일러(Constance J. D. Tayler)의 책에도 조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실려 있다. 1904년에 출간된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 of Scotswoman』에는 20-30여 점의 그림과 

사진이 함께 섞여있다. 그림은 대부분 조선인의 머리모양과 복식을 보여주는 스케치와 풍속 관련 이미지

이며, 사진은 서울 전경에서부터 서대문, 경회루, 사직단, 대원군묘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군복 입은 고종의 

모습과 궁녀들, 인삼을 포장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도 함께 실려 있다. 여기에는 그녀가 직접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현지에서 수집한 사진이 섞여 있다.

윈저 출생의 미국 여성 엘렌 메리 헤이스 펙(Ellen Mary Hayes Peck, 1907–1908)의 책에도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다. 1909년에 출간된 여행기 『Travels in the Far East』에는 총 5점의 한국 사진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총 9개월간 이집트와 인도 남북부, 버마, 말레이 반도, 중국 남북부, 만주, 조선을 방문한 저자의 여행기

이다. 동아시아 여행기라는 특성 탓에 한국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동아시아 각국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이 책에 실린 한국 관련 사진들은 아주 소수로 서대문과 탑골공원 원각사비, 

원각사탑, 가마 탄 관료의 모습을 담고 있어 조선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 정도로 머물러 있다. 또한 평양의 

대동문 주변을 서울거리 풍경으로 소개하고 원각사비를 고관의 무덤으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당시의 조선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책에 실린 사진들은 대부분 당대의 서양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들이다. 예외적인 몇 장을 제외하면 

‘상품’으로 제작되어 판매되던 풍속사진이 대부분인 셈이다. 이 사진들은 다른 저자들의 한국 관련 서적에도 

반복해서 등장한다. 말하자면 같은 사진들이 다른 저자들을 통해 거듭 인용되면서 조선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로 굳어지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 서양 저자들의 책에 실린 사진들은 조선에 대한 당시 서양인의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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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갑오경장(1894), 을미사변(1895), 아관파천(1896) 등을 겪으며 몸살을 앓던 때부터 

일제강점기의 암울했던 시절까지 조선을 방문한 네 명의 서양 여성들이 글과 함께 그림을 남겼다. 콘스탄스 

테일러(Constance J. D. Tayler), 버사 럼(Bertha Lum),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릴리언 메이 밀러

(Lilian May Miller)가 그들이다. 벽안에 비춰진 당시 조선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들의 책에 담긴 판화와 

그림 속 한국과 한국인들이 100년이 넘는 세월을 훌쩍 건너와 우리 앞에 섰다.

콘스탄스 테일러는 이들 중 가장 먼저 조선에 도착한 인물이다. 1904년 두 차례나 발간된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은 그녀가 1894년부터 1901년까지 조선에서 보고 경험한 다양한 

생활상을 그려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아쉽게도 테일러에 대한 신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녀가 독립문을 지나 서대문 근처의 너른 한옥에서 문지기와 집사, 침모와 요리사를 두고 

살았다는 사실과 1901년 다른 외교 사절들과 함께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영국 외교관의 가족이었거나 절친했던 친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조선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저자는 자신의 저술 목적이 조선인의 생활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섯 개의 채색도판과 스물다섯 개의 삽화로 꾸며진 책은 그 내용뿐 아니라 함께 실린 도판 

이미지의 사실적인 묘사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테일러가 특별히 관심을 둔 것은 조선인의 용모와 

옷차림이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모자의 나라다. 

신랑이 쓰는 모자, 기혼남의 모자, 상을 당한 사람이 

쓰는 모자, 스님의 모자, 행상인의 모자, 소 달구지꾼의 

모자, 상점주인의 모자, 심부름꾼의 모자가 다 있다.” 

이처럼 많은 종류의 모자가 각각 사회적 신분, 처지, 

직업과 용도를 나타낸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저자는 

“잘 때나 돼서야 모자를 벗는” 한국인들을 묘사했다. 

네 명의 인물상으로 이뤄진 [그림1]은 이런 다양한 

모자와 머리장식을 스케치한 것으로 각각 결혼한

여성의 쪽진 머리, 외출할 때의 조바위, 사대부의 

정자관과 관모를 보여주고 있다. 날렵한 눈매와 단정한 

입 모양새가 우리네 조부모의 생김을 빼닮은 모습이다. 

조선을 그리다

이지은 (명지대 미술사학과)

[그림1]	콘스탄스	테일러,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결혼한	여성의	쪽진	머리,	외

출	시	조바위,	사대부	정자관,	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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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그스름한 얼굴의 소년초상 [그림2]

와 갓을 쓴 남자의 스케치 [그림3] 

역시 인물의 개성이 두드러진 수작

이다. 특히 눈을 내리깔고 상념에 

잠긴 남자의 초상은 격동기를 살아

내는 조선 선비의 고뇌를 어두움과 

빛의 대비를 강조한 키아로스쿠로

(chiaroscuro) 기법으로 표현했다. 

테일러는 통역관 김귀해의 초상 

[그림4]도 남겼다. 완성된 그림을 

본 김씨는 “내가 정말 이렇게 밖에 

안 생겼단 말인가”라며 투덜댔다고 

저자는 익살맞게 덧붙였다. 고종

황제의 시종들을 묘사한 그림 [그림

5]는 테일러가 직접 황제의 행차 

행렬을 구경하며 그린 것이다. 테일러

는 한복의 색채나 갓의 질감 등을 

상세히 묘사하며 조선의 공예가 일본 

공예에 준 영향을 평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요리에 

비할 바가 아니라며 우리 음식을 

극찬하기도 했다.

테일러의 뒤를 이어 조선을 묘사한

서양 여성으로 미국 아이오와

(Iowa) 주, 팁튼(Tipton) 출신의 화가 버사 럼(Bertha Lum)이 있다. 1869년 아마추어 화가 불(Bull) 부부의 딸

로 태어난 버사는 넉넉지 못한 집안 살림에도 불구하고 미술학교로 저명한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

(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수학했다. 당시 미국은 1893년 시카고의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일본풍을 좇는, 

이른바 자포니즘(Japonism)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아서 웨슬리 도우(Arthur Wesley Dow)의 미술교과서 등

을 통해 일본 목판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럼은 직접 일본에 갈 기회를 얻는다. 1903년 변호사 버트 럼(Bert 

Lum)과 결혼한 버사 럼은 남편을 졸라 꿈에 그리던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당시 일본은 이미 

19세기에 유행하던 우키요에(浮世畵)의 열풍이 지난 뒤로, 판화공방들이 하나 둘씩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무렵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요코하마에서 오래된 판화가게를 찾아낸 럼은 기본적인 도구들과 함께 약간의 기법을 

배우고 돌아온다. 1907년 다시 일본을 찾은 럼은 본고츠 이가미의 공방을 찾아 본격적인 목판화 수업에 

[그림2]	콘스탄스	테일러,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소년의	초상화	(왼쪽)

[그림3]	콘스탄스	테일러,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갓을	쓴	남자	(오른쪽)

[그림4]	콘스탄스	테일러,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통역관	김귀해의	초상화	(왼쪽)

[그림5]	콘스탄스	테일러,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고종	황제의	행차	행렬	중의	시종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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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다. 약 두 달여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 판화수업은 주로 이가미의 어린 견습공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1911년 세 번째로 도쿄를 방문한 럼은 많은 목판화를 제작했고 이 중 일부를 1912년에 

도쿄에서 열린 제10회 연전(年展)에 출품하기도 했다.

럼의 저서 『Gangplanks to the 

East』는 1936년, 뉴욕에서 발간

되었다. 일본과 중국, 조선뿐 

아니라 인도 등지까지의 여행담

을 담고 있는 이 책에는 특히 럼

이 일제강점기에 금강산과 경주를 

관광한 경험이 생생하게 담겼다. 

내금강을 묘사한 판화 [그림6]

은 명암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선묘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아르누보(Art Nouveau)적인 

장식성과 함께 바위와 폭포를 

묘사한 정교한 필획이 두드러진다. 이는 해금강을 그린 판화 [그림7]에도 눈에 띄는 특성으로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며 나는 거품의 묘사와 기암괴석 위에 있는 한 그루 소나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보다 본격적으로 목판화에 조선의 모습을 담은 이는 1887년 스코틀랜드 애버딘셔(Aberdeenshire)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이다. 그녀는 또한 20세기 초, 조선의 모습을 가장 많이 그려낸 서양

화가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키스는 뉴 이스트 프레스(New East Press)의 편집장 로버트슨 스콧(Robertson 

Scott)과 결혼하여 일본에 살고 있던 동생 엘스펫(Elspet)의 초청으로 1915년 일본 땅을 밟았다. 당시 28살의 

키스는 이후 근 10년간을 일본에 머무르며 동생과 중국, 조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양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된다. 이들의 첫 조선 방문은 3·1운동 직후이던 1919년 3월 28일에 이뤄졌다. 편리한 호텔을 

마다하고 서울에 있던 감리교 선교부에 숙소를 정한 자매는 30여 년간 조선에서 활동해 온 제임스 게일

(James Scarth Gale) 목사와 선교회 병원장 메리 스튜어트(Mary Stuart)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실정을 알아

가게 된다. 오랜 시간을 일본에서 지내 일본문화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우호적이던 자매에게 일본이 

지배하던 조선을 직접 경험한 것은 가치관을 바꾸어놓는 사건이었다.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온갖 처참한 

일을 겪는 조선인들을 보고 들은 엘스펫은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 “마치 고대의 성직자처럼 가슴속에 불이 

활활 타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림에 재능이 있던 키스는 일본의 풍물들을 스케치해서 타임(TIME)지에 

보내곤 하는 삽화가였다. 특히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발간된 키스의 풍자화(caricature) 모음집은 그녀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방문 이후 키스는 도쿄로 돌아가 조선의 풍물들을 그린 그림을 전시했다. 

이는 일본 목판화 출판계의 유력한 인사였던 와타나베 쇼자부로(渡邊庄三郞)의 눈에 띄어 목판화로 

[그림6]	버사	럼,	『Gangplanks	to	the	East』,	금강산	내금강	(왼쪽)

[그림7]	버사	럼,	『Gangplanks	to	the	East』,	금강산	해금강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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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후로도 키스는 여러 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많은 그림과 스케치를 남기고 이를

목판화와 동판화로 옮겼다. 1928년에 『Eastern Windows: An Artist's Notes of Travel in Japan, Hokkaido, 

Korea, China and the Philippines』를,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에 동생 엘스펫의 글과 자신의 

도판을 담은 『Old Korea: The Land of Morning Calm』을 출판했다. 키스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1934년과 

1936년, 1940년 세 차례나 크리스마스 실(Seal)로도 만들어졌다. 키스는 일부 작품에 기덕(奇德)이라는 

한자이름으로 서명하기도 했을 만큼 동양의 관람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던 작가이기도 하다.

「구식 학교」 [그림8]은 시골마을의 한 서당을 

묘사한 작품이다. 담뱃대를 문 훈장을 비롯해서 

매를 들고 조는 아이들을 깨우는 반장과 올망졸망 

모여 앉아 글을 읽는 아이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멍석이 깔린 마당에 꿇어앉은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 정겹다. 「원산 학자와 그 제자

들」 [그림9] 역시 서당 선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하는 모습을 그렸다. 가슴을 편 채 앞장서 

가는 훈장 선생님과 한눈을 팔면서도 즐겁게 

따라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잠시 일제의 억압을 

잊을 정도로 평화롭다. 키스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즐겨 그렸으나 그녀의 모델 중에는 김윤식 자작 같은 

정치인도 있었다. 자매는 자작의 집에 초대받아갔던 일화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양반가 방문은 여염집의 

생활상에서는 볼 수 없던 귀족적인 조선의 문화를 엿보는 기회이자 조선 선비의 인품을 접하는 경험이었다. 

키스의 눈에 비친 자작의 모습은 비록 늙고 쇠약

해졌으나 나라를 염려하며 사대부의 도리를 

지켜가려는 선비의 그것이었다. 

책의 한 장 한 장마다 배어있는 키스의 조선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1956년 68세로 사망

할 때까지 동양을 그리며 독신으로 살던 키스

의 저서 『Eastern Windows: An Artist's Notes of 

Travel in Japan, Hokkaido, Korea, China and the 

Philippines』의 첫 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나는 조선으로 돌아와서 기쁘다. 얼마나 다시 

오기를 고대했던가!”

마지막으로 조선 미국영사의 딸이던 릴리언 

메이 밀러(Lilian May Miller)가 있다. 밀러는 

1895년, 당시 일본 영사관에서 일하던 부친 
[그림9]	엘리자베스	키스,	『Old	Korea』,	원산	학자와	그의	제자들

[그림8]	엘리자베스	키스,	『Old	Korea』,	구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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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스포드 밀러(Ransford Miller)와 모친 릴리 

머레이(Lily Murray)의 딸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미술에 소질을 보였던 밀러는 

일본인 시마다 보쿠센(島田墨仙)에게서 일본화

와 목판화를 배웠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밀러

의 책 『Grass Blades from a Cinnamon Garden』은 

1927년 일본에서 출판되었다. 중국, 일본, 조선

을 두루 다니며 작가가 읊어낸 자작시와 목판화

를 담았다. 이 중 「3자 길이의 대나무 담뱃대」는 

장죽을 든 조선의 노인에 대한 시이다. 그 옆으로 

긴 담뱃대를 물고 느긋이 미소 짓는 노인의 

모습을 담아낸 목판화 [그림10]이 보인다. 담배

쌈지를 옆에 꿰찬 노인은 비교적 단순한 선묘로 

경쾌하게 묘사되었다. 간결한 선을 위주로 목판

을 깎아낸 모양새와 구도, 담배연기의 장식적 

처리는 일본의 전통 목판화 우키요에와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의 절묘한 결합을 보여준다. 우에노의 

동경미술학교에서 열렸던 제국미술전람회(帝展)에 출품할 정도로 인정받은 밀러의 작품은 당시 일본의 

황후 나가코와 미국의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 부인이었던 루(Lou) 여사 등이 소장했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낸 밀러는 직접 조선과 중국 등을 여행하며 동양적 모티브와 특유의 

색채로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가 강조된 화면을 선보였다. 1943년, 제 2차 세계대전 중 하와이에서 사망

할 때까지 평생을 독신으로 산 밀러는 당시 서구여성으로서도 보기 드문 이중적 삶을 살았다. 그녀는 

기모노를 입고 일본 전통의 채색목판화를 제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를 ‘잭(Jack)’이라는 남자이름

으로 부르며 남장을 하고, 집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작품을 팔아 생활하는 전업작가이기도 했다. 「조선의 

사랑가」와 같은 밀러의 시나 판화에서 보이는 여성적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이면이다. 

호기심과 놀라움에 가득 찬 눈으로, 때로는 가슴 저리는 안타까움과 친밀감으로 혹은 동양에 대한 서구인

들의 우월감을 가지고 네 명의 여성은 각각 그녀들이 경험한 조선과 조선인을 그려냈다. 역사의 질곡이 

험난하던 시기를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을 벽안의 여인들이 남긴 책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그림10]	릴리언	메이	밀러,	『Grass	Blades	from	a	Cinnamon	

Garden』,	3자	길이의	대나무	담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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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읊다

김광선(명지대 영문과 명예교수)

[그림1]	릴리언	메리	밀러,	『Grass	Blades	from	a	Cinnamon	Garden』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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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n Savell Grigsby(1891- 1937)

조안 사벨 그릭스비(Joan Savell Grigsby, 1891-1937)는 1891년 12월, 스코틀랜드의 남서쪽에 있는 모파트

(Moffat)에서 아버지 존 윌리암 런달(John William Rundall)과 어머니 카운스탠스 에델 런달(Counstance 

Ethel Rundall)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존은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로 St Ninians' 

Preparation School 교장을 지내다 1903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에든버러에서 보육학을 공부하고 St. 

Ninian College for Boys에서 사감으로 일을 하다가 1909년에 세상을 떠났다.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릭스비는 벨기에 태생의 할머니에게 불어를 배워 프랑스의 낭만주의 시를 

즐겨 읽었다. 영어로 시 쓰는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일자리를 찾아 런던으로 향했다. 

런던에 도착한 그릭스비는 아버지의 대학 친구의 집에 기거하면서 비서직을 얻기 위하여 국제통신학교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School)에서 속기와 타자를 배웠다. 창작과 출판 활동에 열중하면서 1912년에

는 아서 토머스 사벨 그릭스비(Arthur Thomas Savell Grigsby)를 만나 결혼했다. 그릭스비는 스코틀랜드의 

전통에 뿌리를 둔 게일 문학을 근거로 런던에서 두 편의 주요 작품 『Songs of the Grey Country, 암울한 나라의 

노래』(1916)와 『Peatsmoke, 이탄연기』(1919)를 발표하고 1921년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주했다. 

캐나다에 도착한 남편은 포드자동차 회사에 입사했고, 1924년에는

영업담당 책임자로 일본지사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릭스비는 

남편과 함께 일본에 사는 동안 주로 일본을 소재로 한 창작활동을 

하다가 1929년에 남편이 조선지사로 옮기면서 제물포를 통하여 

서울로 이주했다. 서울에 도착한 그릭스비는 서대문에 거주하면서 

일본 태생 미국인 화가 릴리언언 메이 밀러(Lilian May Miller)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릭스비는 조선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제강점기에 

고통 받고 있는 조선인들의 삶의 모습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켜 

10편의 시를 발표했다. 이 시들은 그릭스비가 쓴 『Lanterns by the 

Lake, 호숫가의 등불』(1929)에 수록되었다. 이 책은 런던 출판사에 

의하여 일본에서 출간되었고, 그녀는 1930년 말에 캐나다로 이주했다. 

1931년에 밴쿠버에 도착한 그릭스비는 다음 해에 암 진단을 받고도 아시아에서 수집한 희귀 예술품의 

내용을 영어로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에 매진하다가 1935년에 고대 조선 시 모음집을 영어판으로 엮고 

친구인 밀러가 삽화를 그린 『The Orchid Door, 난초문』을 일본에서 출간한 후 1937년 세상을 떠났다.

그릭스비가 쓴 『Lanterns by the Lake, 호숫가의 등불』에는 그녀가 일제강점기에 약 2년 동안 서울에서 생활

하면서 조선과 조선 사람들에게서 받은 강한 인상과 매력을 소재로 한 10편의 시가 소개되었다. 제목은 

‘The Islands of Chemulpo, 제물포 섬’, ‘Korean Night, 한국의 밤’, ‘The Way to the Well, 우물로 가는 길’, ‘The 

[그림2]	조안	사벨	그릭스비,	

『Lanterns	by	the	Lake』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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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ce, 마르멜로 나무’, ‘The Road to Peiking, 북경으로 가는 길’, ‘Love Made a Lotus Flower, 사랑은 연꽃을 

피웠다’, ‘Her Fan, 그녀의 부채’, ‘Hairpins of Jade, 비취 머리핀’, ‘The Gingko Tree, 은행나무’, ‘To the Old Lady, 

노부인에게’ 등이다. 

이 책에 수록된 10편의 시 중에서 첫 번째의 시는 ‘The Islands of Chemulpo, 제물포 섬’이다. 그릭스비는 조선을 

강제 점령한 일본에서 5년 동안 작품활동을 했다. 그 후 조선 땅에서 처음 발을 디딘 제물포에 대한 강한 

인상을 2인칭의 화자 “You”를 통해 진솔하게 들려주고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조선인들을 아름다운 제물포 섬들로 빗대어 표현했다. 아름다운 땅에 살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말 못하고 애태우는 조선인들의 심정을 친근감이 가는 각운인 ababa에 담아 노래한다. 시인은 

비록 그 아름다움을 말로는 못 하더라도 기억은 해달라고 부탁한다. 

당신은 사랑하는 이 섬들을 기억하시오

무성히 자란 아카시아 숲, 비 온 뒤 연초록의 풀밭

높은 지대 돌산 소나무들을 

작은 섬들의 흰 모래 깔린 해변 사이로

둥글게 소용돌이치며 빠르게 밀려오는 갈색 조류들을

You will remember these beloved islands,

The wild acacia thicket, silver green

After the rain; the stone pines on the high lands;

The swift brown currents swirling round between

The white sand beaches of the little islands

이 섬의 아카시아 숲, 연초록의 풀밭, 바위산의 소나무들은 사실적인 이미지로서 그 어떠한 외세의 강한 

힘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음을 표현했다.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며, 해변 사이로 빠르게 

밀려왔다 밀려가는 조류들은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시인은 이 아름다운 

섬들을 기억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꿈에도 잊지 말아달라고 거듭 요구한다. 

그래서 당신은 이 아름다운 섬들을 꿈꾸시오 

서해 바다에 내린 어둠과 별들

고원지대에서 무성히 자란 아카시아 숲 속에 이는 바람

떠나가는 배의 불빛들을. 그와 같은 기억은

이 아름다운 섬인 그대의 심장에 붙어 따라다닐 것이다. 

So shall you dream of these beloved isla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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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k and the stars above the Yellow Sea,

Wind in the wild acacias on the high lands,

Departing ship lights. Such a memory

Shall haunt your heart of these beloved islands.

시인은 제물포 해안의 아름다운 섬들을 꿈꾸어 달라고 권유하며 꿈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당신”의 심장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가하는 가혹한 

고통과 압박을 표현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해도 하늘이 심어준 사람의 심장만큼은 어느 

누구도 떼어갈 수가 없는 진실을 이야기하며 강자들이 행하는 불의에 저항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태생 영국 시인 그릭스비가 조선은 기억해야 할 땅이고, 잊지 못할 땅이며, 꿈에도 

잊지 못할 땅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한 시인으로 보인다. 

Works	Cited

Grigsby,	Joan	R.	Lanterns	by	the	Lake.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Kobe:	J.	L.	Thompson,	1929.

_____________.	The	Orchid	Door.	Kobe:	J.	L.	Thompson&Co.,	1935.

http://anthony.sogang.ac.kr

 

Lilian May Miller(1895-1943)

릴리언 메이 밀러(Lilian May Miller, 1895-1943)는 1895년 7월 20일 도쿄에서 외교관인 아버지, 랜스포드 

스티븐스 밀러 주니어(Ransford Stevens Miller Jr.)와 뉴욕 출신 선교사인 어머니 릴리 머레이(Lilly Murray)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미술공부를 시작하여 당대 유명화가인 카노 토모노와 시마다 보구센에게 

정통 일본미술을 배웠다. 

아버지 랜스포드가 1909년에 미국무부 극동담당부의 수석으로 부임하게 되자 밀러는 14세에 생후 처음

으로 일본을 벗어나 워싱턴 D.C.로 갔다. 그곳에서 웨스턴 고등학교(Western High School)를 졸업하고 

뉴욕 소재 바사(Vassar)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급우였던 시인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Edna St. 

Vincent Millay)와 친하게 지내기도 했다. 

아버지 랜스포드는 1914년에 미국무부의 임기를 마치고 서울 주재 총영사로 부임했다. 밀러는 1917년에 

바사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녀는 조선에 머무르는 동안 금강산을 비롯

하여 여러 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았다. 그러나 1918년 밀러는 미국무부 정무국에 취직이 되어 워싱턴 

D.C.에서 근무했지만 화가의 꿈을 접을 수 없었다. 1919년 10월에 일본으로 돌아와 스승인 시마다 보구센

에게 다시 수학한 후 목판화로 전향했다. 1922년에는 6,000여 점의 목판화와 연하장을 인쇄하여 도쿄, 서울, 

미국의 대도시, 상하이, 북경 등에서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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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밀러가 1923년 서울에 있는 가족을 방문한 사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으로 인해 도쿄에 있는 

자신의 화실과 인쇄소 그리고 인쇄 중이던 『Grass Blades from a Cinnamon Garden, 계피나무 정원에서 풀잎』이 

파괴되었다. 또한 밀러는 각기병에 걸려 심한 고생을 했다. 그 후 3년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출판을 새로 시작

하여 82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에 목판화로 삽화를 그려 1927년에 『Grass Blades from a Cinnamon Garden, 계피

나무 정원에서 풀잎』을 출간했다. 이 시집에는 아름다운 조선의 자연과 궁궐, 산과 들 그리고 시골사람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담은 시 10여 편이 수록되어 있다. 

1929년 밀러는 작품 판매를 확장하기 위하여 미국의 화단을 방문했고 아름답고 섬세한 일본의 전통복장인 

기모노를 입고 전시와 강연에 열중하면서 일본인 찬성론자임을 보였다. 그러나 1930년에 아버지 랜스포드는 

미국무부의 극동국장으로 부임하여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1932년에 사망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해를 

요코하마 외국인 묘지에 안장하고 어머니와 함께 일본에 살면서 시장성이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목판화를 

제작하여 판로를 확장했다. 

1935년에 밀러는 자궁절제와 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에 큰 무리가 왔지만 조안 사벨 그릭스비(Joan Savell 

Grigsby)가 엮은 영어판 조선의 고시조 선집인 『The Orchid Door, 난초문』(1935)에 삽화를 그려 출간하는 

등 조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1936년에 그녀는 일본에서 군부에 의해 정치지도자들이 살해되는 정치문제

에 염증을 느끼고 어머니와 함께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주했다가 2년 후에 샌프란시스코로 거처를 옮겼다. 

밀러는 동양인들이 많이 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작과 작품 판매에 열중했고, 남성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으며 강한 인상과 자기 신뢰에 확신을 보였다. 그녀는 평생을 미혼으로 살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두 

세계를 오가고 “동양과 서양 사이”의 두 의식세계를 오가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자신의 삶은 일본

의 전통과 의식에 따르면서도 일본의 엄격한 규율과 관습에는 따르지 아니하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보이

기도 했다. 

1941년 여름, 밀러는 친구와 알라스카 남서부 전역을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 해 12월,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을 경험한 후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일본에 배신감을 느껴 소유하고 있던 많은 판화를 파괴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미 해군 카운터 선전부에서 일하면서 반일본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밀러는 지병인 암으로 

시달리다가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병원에서 악성 종양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1943년 1월 1일 캘리포니아

에서 세상을 떠났다. 

밀러가 쓴 시집 『Grass Blades from a Cinnamon Garden, 계피나무 정원에서 풀잎』 가운데 조선의 아름다움

을 주제로 노래한 시는 ‘Grass Blades from a Cinnamon Garden, 장죽’, ‘Three Minutes: A Kaleidoscope, 3분: 만

화경’, ‘The Beggary by the Palace Wall, 궁궐 담 곁에 거지’, ‘Around the Corner, 모퉁이 근처에서’, ‘The Nine 

Dragon Pools, 구룡소’, ‘Korean Country Vignette, 조선의 시골 스케치’, ‘The Red Goose of Korea, 조선의 홍아’, 

‘A Korean Princess, 조선의 공주’, ‘Noontime Lullaby, 한낮의 자장가’, ‘Korean Love Song, 조선인의 연가’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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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A Korean Princess, 조선의 공주’는 공주의 미모와 위엄 그리고 후덕하고 인자한 모습을 노래하는 시이다.

달이 새까만 벨벳이 될 수 있다면, 그녀의 두 눈은 검은 달과 같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 소리는 은빛 종달새처럼 명쾌하게 울려 퍼진다.

마치 천상의 세계에서 온 미소처럼 그녀의 입술 가엔 빛이 있다. 

꽃잎에 향기 넘치는 남쪽의 목련화는 그녀의 가느다란 두 손

그리고 아, 지나갈 때 풍기는 향기 너무 진해서

꿀을 나르려고 나비들은 그녀의 뒤를 급히 따라간다. 

Her eyes are like black moons, if moons could ever be so velvet dark.

The singing of her voice thrills with a lilting like a silver lark

There is a light about her lips, as if her smile came from celestial lands;

Magnolias of the south, petaled and perfumed, are her slender hands.

And oh, the fragrance of her passing is so great

That butterflies haste after her for honey-freight.

이 시는 전통적인 영시의 각운인 커플릿(couplet; aabb cc)으로 안정감을 주었다. 검은색과 은색, 밝은 색과 

화사한 색이 환하고 다채롭게 확대되는 색상의 이미지에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청각적인 이미지와 꽃 향기 

진동하는 후각적인 이미지가 혼합되어 공주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창출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마치 그림

으로 그려진 시를 감상하는 듯하다. 

그리고 짙은 검은색의 벨벳에 달빛이 비치는 광채처럼 빛나는 공주의 아름다운 두 눈에서 지성미가 번쩍

이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노래하는 종달새의 이미지로 천국과 지상을 연결하는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 

곁에서 미소 짓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마음씨가 엿보인다. 그리고 화사한 목련화에 비유되는 가냘픈 두 손

에서 베풀고자 하는 숭고한 정신과 사랑이 묻어나며, 행차 시에 풍기는 공주의 인품은 마치 나비가 꽃을 

찾아가듯 신명나게 뒤를 따르는 무리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존중, 섬김과 따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밀러는 시의 형식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동양의 미와 서양의 미를 융합시켜 창출된 조선의 한 공주의 

모습에서 미소 짓는 천사의 얼굴을 떠올리고 시공을 초월한 영시대적인 아름다운 인물로 노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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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쓰다

김순식(명지대 영문과)

[그림1]	진	페리,	『The	Man	in	Grey』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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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구미의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세계의 곳곳에서 기독교의 포교를 위해 

파견되었다. 선교사들의 활동은 복음전파가 주목적이지만 본국에서는 물론 자신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본국에서는 영웅으로 간주되었고, 멀리 떨어진 낯설고 이국적인 세계에서 

그들이 겪는 모험담은 당대 독자들에게 널리 읽혔다. 선교사들이 묘사한 것들은 권위가 있게 받아들여졌고 

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에 기반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는 통로가 되었다. 원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과 기술은 문화인류학적인 면에서 비교적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 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선교사들의 “타자”(the Other)에 대한 이해와 태도의 기저에는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종 우월적·차별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쓴 글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미개한 원주민”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여 지배하려는 태도(paternalism)나 “야만적인 이교도”를 

“문명화된 기독교”의 품으로 불러들이려는 종교적 교화를 함께 표출하고 있음은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쓴 선교문학도 본국의 독자들을 위해 영어로 쓰여진 것으로, 19세기 

식민주의의 여파로 낯선 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교문학은 그들의 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전문 작가가 아니라서 예술적인 완성도는 떨어지기도 한다.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선교활동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대신 지속적인 선교활동비의 재정적 확보를 염두에 둔 창작활동인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파견된 때는 1882년 미국과 체결한 한미통상조약 이후이다. 1884년 의사인 

알렌(H. A. Allen), 1885년 북 장로교 소속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감리교 소속의 

헨리 아펜젤러(Henry Appenzeller, 1858-1916) 등이 대표적 인물이며, 교육과 의료봉사를 통한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사회복지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선교사들은 구한말 우리나라의 풍전등화와 같은 격변의 

시대에 정치적인 간섭보다 교회를 통한 포교활동 외에 병원과 학교 같은 사회단체를 설립하여 국민교화에 

힘씀으로써 한국인의 호감을 얻는데 상대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성경과 찬송가 같은 복음전파를 위한 

종교적 활동 외에도 신문과 잡지의 발간을 통해 교육활동을 활발히 했다. 대중들의 계몽활동 수단으로 소수 

식자층의 전유물이던 한자보다는 한글을 적극 활용하여 일반 대중들의 교화에 힘썼다. 그 결과 이들의 활동은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 선교사들은 남녀의 접촉에 대한 제한이 많은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인 동양사회에서 여자들에게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했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대거 파견된 독신의 여성 선교사들이 여성교육과 포교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 여성 선교사들의 활동은 파견국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기여했다. 선교문학은 본국의 대중들에게 “미개한 이교도”들에 대한 

지식과 담론을 제공하며, “영웅적인” 선교사들의 미담과 활약상은 식민제국주의의 이상도 고취시켰다. 이는 

결국 선교사들에 대한 물질적·재정적 지원과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는 종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수단의 

하나이기도 했다. 

전시된 작품 중에서 일제강점기 이전의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쓴 선교사들로는 진 페리(Jean Perry)와 

미네르바 구타펠(Minerva L. Guthapfel)이 있으며, 로이스 스와인하트(Lois Swinehart), 아그네스 허버트(Ag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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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ert) 그리고 엘라수 캔터 와그너(Ellasue Canter Wagner, 1881-1957)는 한일강제병합 이후의 선교활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썼다.

호주에서 파견된 진 페리(Jean Perry)는 1891년부터 1911년까지 20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목사 부부, 다른 두 명의 여자 선교사와 

함께 겨울에 부산에 도착한다. 도착하던 해에 목사 부인이 사망하고 

목사 자신도 건강 악화로 귀국하게 되자 결국 여자 세 명이 1894년 

새로운 목사가 부임할 때까지 부산 선교를 책임진다. 4년 사이에 한국 

파견 선교사 9명 중 3명이 죽음에 이른 것을 보면 한국에서의 활동 

여건이 매우 열악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중에도 이사벨라 

비숍이 부산 방문 중에 안내를 맡았던 페리에 대해 “한국어를 현지인 

처럼 잘했고 사람이 붐비는 장날에도 조용히 움직였으며 모두들 

그녀를 반가워했다”고 적고 있다. 그녀는 “끔찍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의료봉사, 종교활동, 성인과 아동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며 지내는 

호주 출신 여선교사들이 일 년 뒤 다시 방문했을 때도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했으며” 자기들이 처음 살던 

곳을 작은 고아원으로 만들어 놓았음에 주목했다. 페리는 가난한 소녀들을 위한 보호기관을 설립하려고 한국 

파견 5년째인 1896년 호주로 돌아가서 선교기금을 모아온다. 1897년에 서울로 와서 여학생들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뒤이어 남학생을 위한 기관도 세운다. 1903년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 두 번째로 호주를 방문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오래 머문다. 아마도 그 즈음에 책을 쓰려고 결심했을 것이다.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책을 

출간해 나오는 수익금을 선교활동에 충당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저술한 네 권의 책 중 세 권이 소설이다.

1906년의 『Chilgoopie the Glad, 즐겁이』와 1907년의 『The Man in Grey, 회색 옷을 입은 남자』는 소설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완전한 허구라고 볼 수 없다. 소설의 내용에서 페리의 관심과 정의감이 드러난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지적이 많다. 예를 들면 『The Man in Grey, 회색 옷을 입은 남자』에서 외국 선교사들은 

부인이 딸을 가졌을 때 기뻐하지만 한국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받는다.  하지만 기독교의 

영향으로 그런 가치관이 바뀌게 됨을 소설을 통해 보여준다. 기독교로 개종한 소설 속 남편은 구박하는 자기 

어머니와 맞서며 오히려 부인을 위로한다는 내용이다. 페리는 자신이 속한 장로교의 남성중심적 문화에도 

거부감을 표현한다. 여자 선교사가 남녀모임을 선도하는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 남자 선교사가 반대하는 

내용이 나온다. 결국 연차총회에서 그런 일이 언급되고 논의한 끝에 여자 선교사가 주도하는 남녀모임이 

허락된다. 이는 선교회 내부에서의 남녀 역할에 대한 경직성을 드러낸다. 아마도 이런 경험 때문에 호주 

장로교 선교부를 떠나 엘렌 패쉬(Ellen Pash)와 함께 독자적으로 독립여성선교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녀는 

한국어에 능통했으며 그에 대한 자부심도 컸다. 그녀의 한국어 습득과정은 『Chilgoopie the Glad, 즐겁이』에 

투사되어 있다. 소설 속 주인공은 하루에 6, 7시간씩 1~2년 동안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선비(소선생)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물건을 가르치며 단어를 하나씩 익혀나가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미네르바 구타펠(Minerva L. Guthapfel)은 『The Happiest Girl in Korea, 조선의 소녀 옥분이』(1911)의 헌정사를 

[그림2]	진	페리,	『Chilgoopie	the	Glad』,	

진	페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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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젊은 선교사들의 용감한 자녀와 그 부모의 뒤를 이어 다시 해외선교지로 파송된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했다. 본국에 귀국했을 때 선교지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이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요청으로 자신이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선교 일화를 모아서 출간한 책이다. 특히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에 대한 두 가지 일화, 그리고 「유복이」와 「조선의 왕자」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옥분이는 부잣집 종으로 일하면서 심한 동상에 걸려 두 손과 발을 절단했지만 경성 감리교회 

여성외국인 선교사회 소속 병원에서의 치료와 개종으로 “송안나”라는 세례명을 받는다. 그녀는 의사와 

간호사의 정성에 감복하여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말하며 두 손이 없지만 두 팔목으로 펜을 

쥐고 감사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한다. 그런 옥분이의 “행복한” 변화를 책에서 사진과 함께 

전하면서 구타펠은 선교기금에 대한 호소를 잊지 않는다. “이 연재물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마찬가지로 행복해질 수 있는 수많은 소녀들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유한다. 「조선의 왕자에 지나지 않아」는 어린 세자가 시종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자유도 없이 사는 모습과 담 

너머 미국선교사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자신에게도 와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찬양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그렸다. 평범하지만 자유로운 일반인들과 달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왕자의 모습은 덕수궁에서 살던 영친왕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찬송가를 펴고 노래를 부르던 선교사들이 떠난 

뒤 자기 시종들에게 찬송가를 펴고 똑같이 노래하라고 다그치는 왕자의 모습이 천진하게 다가온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의 집과 마당은 궁궐 바로 옆에 위치했다”고 적은 대목은 덕수궁 터였던 지금의 미국대사 관저나 

영국공관을 연상시킨다. 「어느 조선 아기의 생각」은 여자라고 차별 받으며 “계집애”, “섭섭이”라 불리는 아기가 

바퀴벌레와 벼룩이 가득한 집에서 살다가 선교사들의 교화 이후 “하얀 부인”과 찬송을 했고, 비누로 깨끗이 

씻는 습관 덕에 달라진 집안의 변화에 행복함을 느끼는 아기의 시선을 담았다. 

구타펠의 마지막 이야기는 서울 경성의 모습을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한 <경성에서 온 

편지>이다. 경성의 사대문은 아직 건재하고, 곁들인 사진 속에는 전차 선로 위로 행진하는 군대의 모습과 

사람들 그리고 길 옆에 기와집과 초가집 등이 보인다. 책에 의하면 미국인 광산주들은 동대문 안쪽에 발전소를 

설치하고 한 개의 선로를 깔아 몇 대의 전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45분에 3마일(약 4.8km)의 속도로 운행했으며 

처음엔 사람들이 선로를 베고 낮잠을 자서 전차 운행 중에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 등 새로운 운송수단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를 드러낸 

대목도 있다. 선로의 높이가 당시 남자들이 베던 목침의 높이와 

비슷해서 생긴 일이라는 웃지 못할 친절한 설명도 곁들여 있다. 당시 

서울 생활에 대한 것으로 조선은 우물을 파면 용이 노해서 재앙을 

초래한다는 미신 때문에 사람들이 강에서 물을 길어 먹거나 사먹어서 

물값이 비싸다는 언급도 있다.

 

로이스 스와인하트(Lois Swinehart)는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인 

남편 마틴 스와인하트와 함께 전남 광주의 양림동과 방림에서 

1911년부터 1937년까지 선교활동을 했다. 뉴욕에서 출간한 『Sarangie: 

A Child of the Chosen, 조선의 아이 사랑이』(1926)는 6살 난 여자아이 

[그림3]	로이스	스와인하트,	

『Sarangie:	A	Child	of	the	Chosen』,

조선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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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가 무당인 어머니에 의해 기생집에 팔려가게 된 것을 “서부인”이 구출해서 제대로 된 양육과 교육의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일제치하의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인 소설로 

주인공인 서부인은 작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서부인은 일본인 교사를 따라 열 지어 

신사참배를 하는 한국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장면이 있다. 서부인이 상계마을에 남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는 “선교의 

정규 시설이 아니고 미국의 한 독지가와 그의 주일학교 회원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보내는 선물”이었다. 

“들어간 돈은 한 푼 한 푼 자기 절제와 희생정신을 의미”했다. 한 달 예산은 같은 규모의 미국학교가 쓰는 

하루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50명의 아이들에게 5등급 과정과 성경의 기본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아마도 선교기금의 활용과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려는 의도였지만, 이 대목에서 당시 한국의 

교육환경과 경제력의 규모가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상대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서부인을 맞이하면서 “모든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인다고 한국인 교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인의 순수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잘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따온 마지막 장의 제목은 「가장 작은 것 하나」이다. 서부인은 3년 뒤 선교학교의 주간학생으로 

입학한 사랑이를 통해 선교학교의 모습을 전한다. 한국 어린이들에게 교육은 “필수적이고 즉각적이며 

타오르는 욕망으로서 충동이자 열정”이었다. 건물이 초라하고 기자재가 부실해도 “어떤 종류의 학교든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듯 아이들을 끌어들인다”라며 당시 한국인의 교육열을 높이 사고 있다. 서부인은 학생들이 

보여주는 긍정적 변화에 보람을 느낀다. 아울러 그와 같은 선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한국사회의 교화와 

근대화를 이끌어가는데 일조했음을 알 수 있다. 

엘라수 캔터 와그너(Ellasue Canter Wagner, 1881-1957)는 미국 남감리교 소속으로 1904년부터 한국선교를 

시작했다. 12명으로 시작한 개성여학교를 1922년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로 키워서 개성지역의 여성 

교육에 크게 이바지했다. 모윤숙, 박마리아 같은 선구적 여성인물이 호수돈여고보 출신이다. 그녀가 쓴 

한국 관련 이야기 중에서 『Kim Su Bang: and Other Stories of Korea, 김서방과 그 외 다른 한국이야기』(1909)와 

『The Dawn of Tomorrow, 내일의 여명』(1948)은 선교 일화 형식의 짧은 단편집이다. <김서방>, <덕순이>, 

<믿음이> 같은 이야기는 『The Dawn of Tomorrow, 내일의 새벽』에 다시 포함되어 있다. 소설 형식의 플롯을 

가지고 이야기가 꾸려지는 것은 1911년 출간된 『Pokjumie: A Story from the Land of Morning Calm, 복점이: 

조선의 이야기』와 1922년의 『Kumokie, 금옥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장편소설 『Kumokie, 금옥이』는 

우리나라의 조혼풍습으로 결혼한 남녀가 기독교를 통해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맺어진다는 내용이다. 

10살 남짓한 어린아이 금옥이가 8상 연상의 녹경이와 결혼하지만 각자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남편은 

대도시에서 돈을 잘 벌며 첩 살림을 하고 있다. 자신이 그의 아내라 할 수 있는지, 그를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옥이의 의문은 당시 조선의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다. 하지만 작가는 인습에 의해 사랑도 

없이 결혼했을지라도, 하나님과 예수의 인도에 따라 진정한 부부의 사랑에 이를 수 있다는 선교 메시지를 

강하게 전한다. 두 사람 사이의 장벽이 되었던 “작은 마누라”는 독감으로 죽고, 금옥과 녹경은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낭만적인 포옹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진정한 부부로서 새 출발하는 행복한 결말이다. 

두 사람의 포옹에서도 “열정보다는 감사의 축도가 더 담겨있다”는 신앙적 사랑을 강조하며, 기독교 신자가 

된 부부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복종과 사랑의 위대함을 독자에게 전한다. “자, 금옥이, 내 신부, 내 아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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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남편의 품에서 금옥이는 “달콤한 안정감과 깊고 헤아릴 수 없는 평화의 전율”을 느낀다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된다. 표현이나 어휘가 우리나라의 당시 부부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낭만적 사랑이야기를 

담은 19세기 영미연애소설의 느낌을 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낯설고 어색하지만 다른 어떤 작품보다도 

소설답다고 할 수 있다. 

이상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선교문학은 이질적인 두 문화의 만남을 현실감 

있게 잘 기록한다. 과거 우리의 모습을 포착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인들이 동양의 이질적인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드러나 있다. 선교문학을 읽으면서 피 관찰자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과거 우리의 모습(풍경, 

관습, 전통, 가치관, 일상생활)은 아련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한다. 어떤 

때에는 우리 문화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왜곡된 시선도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상 앞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쓴 소설 속에서 만나는 과거 속 삶의 한 자락은 우리 독자들에게 익숙함이 아니라 생경함으로 

다가온다. 

경전이나 연대기 같은 공식문서에 비하면 선교문학은 객관성이나 사실성이 떨어지지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공식기록물 이상의 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소설은 개연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한 묘사를 하는 사실성을 지니고 있다. 초창기 여성 선교사에 의해 쓰여진 선교문학은 

서양 독자들을 위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리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왜곡된 시각과 판단의 오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과거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미개한 

이교도들의 야만적 행태”라고 판단하는 서양 중심의 인종 우월적 시선이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작품의 주된 메시지는 기독교의 미덕으로 교화된 이교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며, 선교사들은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이뤄진 이런 개인의 변화가 

사회 전반의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결국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선교문학을 

통해 생생하게 다시 느낄 수 있다. 

[그림4,	5,	6]	엘라수	와그너,	『Kumokie』에	수록된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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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수의 서양여성이 개화기 조선을 방문했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여행, 학술연구, 취재, 친지와의 

상봉 등 매우 다양했다. 이들의 조선에 대한 애정은 당시 한반도의 정세 및 사회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근대 조선사회 역사와 민속학을 연구함에 있어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출했던 서양 여성 중에 유난히 주목을 끄는 인물들이 

있다. 이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 대부분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조선에서 보낸 진정한 ‘조선에서의 

삶’을 영위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급박하게 전개되던 당시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을 소개한 

여성도 있다. 초대 주한 미국공사 루시우스 푸트(Lucius H. Foote, 1826-1913)의 부인 로즈 푸트(Rose 

H. Foote)는 부군의 외교 협력자 역할을 하며 조선에 거주했고, 명성황후를 알현했던 내용과 갑신정변 

시 민영익을 보호하려 했던 사실, 그리고 1882년 이후의 한미관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A Diplomat's 

Helpmate』(1918)을 통해 전해 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조선에서 신혼생활과 출산을 경험했으며 

일제강점기의 정치 및 사회적 여건에 의해 국외 추방 등과 같은 조선의 암울했던 역사의 산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메리 린리 테일러(Mary Linley Taylor, 1889-1982)가 있다. 

영국 출신의 테일러는 1889년 영국 맘즈베리에서 태어났으며, 1917년 인도의 봄베이에서 앨버트 와일더 

브루스 테일러(Albert Wilder Bruce Taylor, 1875-1948)와 결혼했다. 앨버트 테일러는 1896년 금광 기술자인 

아버지와 함께 조선에 들어와 고종황제에게 전기시설을 제공해 준 대가로 운산금광의 개발권을 

조선에 살다

김정훈(배재대 러시아학과)

[그림1]	메리	린리	테일러,	『Chain	of	Amber』,	딜쿠샤의	초기	모습



44 45

인수하여 운영하며 금광사업과 무역상으로 활동했으며, UPI통신사의 서울 특파원을 겸임하기도 했다. 

혼인 후 테일러 부부는 경성으로 돌아와 신혼생활을 영위했다. 조선생활 중 1919년은 이들 부부와 조선에 

있어 매우 뜻 깊은 해였다. 그 해 2월 28일 외아들 브루스가 탄생했을 뿐 아니라 3월 1일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 역사적 사건에 이들 부부가 직접 참여했었기 때문이다. 남편인 엘버트 테일러는 한국 민족대표 

33명이 작성해 낭독한 독립선언서를 입수했고, 그것을 앨버트 테일러의 동생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몰래 몸에 지니고 도쿄로 반출하여, 도쿄의 통신사망을 통해 타전하면서 한국의 3·1 운동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에도 조선의 어두운 역사 속 여러 사건들을 조선인들과 함께 극복하고 경험한 이들 

부부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Chain of Amber, 호박 목걸이』(1992년, 2014년 국내에서 송영달 교수에 

의해 ‘호박 목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는 테일러 여사가 1942년 한국에서 

추방되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남편과 함께 노년을 보내며 쓴 회고록을 훗날 그의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정리해 출간한 것이다. 

『Chain of Amber, 호박 목걸이』의 구성은 호박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에서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총 34개의 

구슬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에 처음 들어온 경위(1917), 조선에서의 신혼생활, 보금자리 ‘딜쿠샤’에 관련된 

이야기(1923-1942),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일제로부터 강제 추방 당한 후 6년만의 방한(1948) 등 구슬 

하나하나에 이들 부부의 인생사, 조선에서의 삶의 모습이 마치 호박 속의 박제된 원시시대의 생명체처럼 

고이 간직되어 있다.

1920년경 테일러 부부는 경성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후 첫 나들이로 본격적인 서울 성곽 순례에 

나섰다. 이로부터 이들의 보금자리 ‘딜쿠샤’의 역사가 시작된다. 북악산 정상에 오른 부부는 인왕산 

쪽 성벽을 따라 내려오던 중 높이 30m가 넘는 거대한 은행나무와 조우하게 된다. 이들에게 있어 이 

거목은 아름다움을 넘어 성스럽게까지 비쳐졌다. 메리 테일러는 이를 ‘우리 나무’라 부르며, 남편에게 

“은행나무 옆에 집을 갖고 싶다”고 말한다. 우여곡절 

끝에 1923년 서울이 내려다보이는 그 곳에 당시 

조선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화강석 기저부에 붉은색 

벽돌로 지은 서양식 2층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당시 

그곳은 주민들의 성황당 기도처로 여겨져, 테일러 

부부는 외국인이 신령한 땅에 무엄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테일러 부부의 조선에서의 삶의 둥지인 ‘딜쿠샤’는 

힌두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 이상향’으로 메리 

테일러가 세계 순회공연 시 인도에서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한 후 방문한 적이 있는 궁전의 이름이기도 

하다. 언젠가 집을 지으면 이름을 딜쿠샤로 붙이겠다고 

마음먹은 꿈을 실현한 것이다. 테일러는 이곳에서 
[그림2]	송영달	역,	『호박목걸이』,	딜쿠샤를	짓고	살았던	

테일러	부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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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며 외국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조선인들의 모습,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짓말, 조선의 삶에서 필요한 

사항(간섭하지 말기, 불가피한 것은 수용하기, 

최대한 견뎌보다가 안되면 포기하기, 모른척하고 

넘어가야 할 일과 져주어야 할 때를 알기, 체면 

차리기 등), 여성들의 삶(바느질과 한복에 대한 

감탄 등),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교활동 등을 전개하고 러시아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과 교류하며 외국인 사회에서 유명인사로 활약했다. 2015년 서울시는 ‘딜쿠샤’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이들 부부는 제암리 학살사건을 취재하고, 스코필드,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 

총독을 항의 방문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에 적극 협조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며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테일러 일가족은 가택에 연금되었고, 이듬해 5월 조선총독부의 외국인 

추방령에 따라 미국으로 추방되었다. 광복 직후인 1945년에는 한국에 남겨두고 간 재산을 찾기 위하여 

미군정청 고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기도 했다. 메리 테일러의 남편인 앨버트 테일러는 1948년 6월 

29일 미국에서 73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유해는 그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이송되어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메리 테일러는 1982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생을 마쳤다. 서울시는 

2006년 2월, 개화기 조선사회의 시대적 삶을 직접 체험하고 그 시대의 불의에 도전한 공을 인정해 

대한민국을 방문한 앨버트 테일러의 아들 브루스 테일러와 그의 가족들에게 명예 시민증을 부여했다.

개화기 ‘조선의 삶’을 영위한 서양 여성들의 애정과 관심은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지나쳐갔거나, 미처 모르거나 보지 못하던 곳을 밝혀주는 촛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3]	딜쿠샤의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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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금강산

김차규(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그림1]	릴리언	메이	밀러,	『Rainbow	Pheonix	Waterfall』,	금강산	폭포	(1928,	목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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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을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으로 부른다. 이 밖에도 기달산, 열반산, 

중향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불교에서 왔다. 당대에 편찬된 『화엄경』(전80권) 

제보살주처품 32권에는 보살들이 머무는 곳 

23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금강산은 그 중 여섯 

번째로 등장한다. 『화엄경소』는 보살이 머무는 

곳을 구체적으로 중향성(衆香城)이라 불렀는데 

실제로 내금강 쪽에서 비로봉을 병풍처럼 감는 

봉우리들은 중향성이라 불린다. 또한 비로봉도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에서 따왔다. 이처럼 

금강산에는 한국 불교의 모든 역사가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금강산에는 4대 

사찰인 유점사·신계사·장안사·표훈사 외에도 크고 

작은 절이 널려있다. 

금강산에는 실제로 높이 솟은 봉우리가 많아 

가히 “일만이천봉”이라 불린다. 이곳에는 특이한 

모양의 바위, 깊은 연못, 웅장한 폭포들이 있어 

신라와 고려시대의 승려들과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금강산을 꼭 한번 오르기를 꿈꿨다. 신라시대의 승려들을 필두로 비운의 왕자 마의태자, 고려의 태조, 

조선의 세조가 금강산을 올랐으며 그 외 선비, 승려, 여성 등 다양한 계층들이 금강산을 유람했다. 14세기 

이곡을 비롯해 김시습, 이황, 율곡 이이, 남효원, 이원, 성제원, 홍인우, 양사언, 이정구, 김계온 등 조선시대 

내로라하는 선비들은 금강산을 올라 그들의 답사기를 남겼으며, 성명 미상의 선비들도 금강산을 여행한 

후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금강산의 미적 아름다움은 조선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창시자인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서양인들이 금강산을 다녀오기 전까지 발로 밟아 두루 다녀본 적이 없는 경우에도 

베갯머리에서 금강산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산봉우리 전체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린 그림인 

<금강전도(金剛全圖)> 덕분이다. 이 그림은 실경과 진경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금강산은 

1788년 정조의 어명으로 단원 김홍도가 그린 금강사군첩(金剛四君帖)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다. 

19세기 말 서양에서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조선에 입국했다. 그들 중 여러 명이 금강산 답사를 나섰는데 

금강산에 올라 답사여정을 글로 남긴 여성 저자는 밀러, 이사벨라 비숍, 캠프, 오드리 해리스, 버사 럼, 

[그림2]	엘리자베스	키스,	금강산	구룡폭포	(1919,	목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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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키스, 고든, 메리 린리 테일러 등 12명이 있다. 이들 서양인 저자들은 자신들의 글에 많은 

인물들을 묘사했는데 각 인물들의 생생한 면모는 단순한 경치 구경 이상의 재미를 준다. 억불(抑佛) 

정책으로 불교를 백안시하려는 조선 유학자들의 입장과 판서 대감 주변에 등장하는 관리들의 처신은 

시대에 따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지만 많은 승려들, 양식 떨어진 가난한 

선비, 피리 부는 예술가와 화가, 곳곳에 멈춰 서서 시를 짓는 문사들, 금원이라는 여성의 명경대 기행 소감, 

비로봉 텅스텐광산에 출몰하는 도둑과 이들을 쫓는 순경들, 짐꾼들의 생리, 금강산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 

등에 대한 서술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한 폭의 조선인들의 풍속 슬라이드를 보는 것 같다. 

이들의 금강산 기행은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를 기점으로 한 내금강 답사에 집중돼 있는데, 서양인들이 

직접 쓴 금강산기 중 초기의 몇 편은 금강산 자체의 기록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여행 일정을 소박하면서도 

진솔하게 담아낸 것으로 마치 일기나 편지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서양 여성 중 처음으로 

금강산을 여행하여 기록으로 남긴 이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이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 여행 떠나기 전의 준비과정과 한양에서 출발해 북한강을 따라 지나가는 곳의 풍경, 짐을 운반하는 

조랑말들, 그들이 머물렀던 숙소,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한국 사정 전반에 

대한 자신의 호기심 어린 관찰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비숍이 『Korea & Her Neighbours,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1898)이란 책에서 금강산 서쪽 경계선인 단발령을 넘어 금강산으로 들어서면서 본 광경에 

대해 쓴 글은 관찰이 아닌 자연경관에 대한 감탄 그 자체이다. “정상을 올려다보면 가슴이 사무치도록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야트막한 숲의 물결, 시냇물의 어슴푸레한 반짝임, 물결치는 구릉의 완만한 

산들, 그 뒤로 해발 1,638미터인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솟아 있다. 진정 약속의 

땅이라! 진정코!”

19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해밀턴의 기행문 『Korea, 

코리아』부터는 앞서 20여 년에 걸친 외국인들의 

금강산 탐색에 대한 단순한 서술보다는 관찰자적 

시선으로 미적 감동을 주는 깊이 있는 식견이 글 

속에서 발견된다. 금강산을 방문한 서양 여성들은 

12명 정도 되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의 여성은 

글과 사진으로, 또 다른 여성들은 판화나 그림으로 

자신들이 보고 관찰한 금강산을 묘사했다.

비숍 이후 여성으로서 금강산을 방문한 버사 

럼(Bertha Lum)은 일제강점기에 금강산을 답사 

하고 그 경험을 생생하게 자신의 판화에 담았다. 

내금강을 묘사한 판화도판은 명암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선묘만으로 구성된 것인데, 아르누보(Art 

Nouveau)의 장식성과 함께 바위와 폭포를 정확한 [그림3]	버사	럼,	『Diamond	Mountains』,	금강산

(1936,	목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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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획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아르누보 장식성은 해금강을 그린 그녀의 또 다른 판화 도판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난다. 그리고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20세기 초 판화의 대가로 인정받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도 1919년 한국을 다녀간 후 그린 자신의 80여 점 중 몇몇 그림에서는 

금강산 풍경을 멋지게 담아내었다. 또한 고든(Elizabeth Anna Gordon)은 1916년 금강산 장안사 입구에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敎流行中國碑)를 모조한 경교비를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서 

『Symbols of  ‘The Way’: Far East and West, 도의 상징들: 극동과 서방』(1918)에서는 금강산 장안사에서 

발견한 세 개의 그림의 내용을 기독교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금강산 방문이 풍광보다는 

경교의 조선 전래를 밝히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드리 해리스(Audrey Harris)는 자신의 저서 『Eastern Visas, 동양의 비자』(1939)에서 「금강산으로부터의 

편지」라는 제목 하에 금강산을 “이상화된 미니어처” 시리즈 간행물로 보고 적어도 2주는 걷고 오르면서 

밤에는 바위 아래서 캠핑하고 아침에는 태양 아래 개울에서 멱을 감으면서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캠프(Emily Georgiana Kemp)는 자신의 저서 『The Face of Manchuria, Korea and Russian 

Turkestan, 만주, 한국, 러시아 투르키스탄의 얼굴』(1910)에서 한국 조랑말, 부엌, 식사시간의 광경, 논, 

장승에 대해 서술한 후 금강산에 대해 “우리들은 깎아지른 듯한 화강암 산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바위는 

낯선 형상의 모습으로 맘모스처럼 튀어나와 검은색을 띠면서 어둠 속에서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끝으로 금광산업에 종사했던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메리 린리 테일러(Mary Linley 

Taylor)는 금강산의 절정에 도취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내면적으로 이해하려면 금강산에 그 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여러 차례 금강산을 찾았다. 

이들은 금강산의 산수 경관에 하나같이 감탄하고 있다. 하지만 ‘절의 무식한 승려들이 뜻도 모르면서 

불경을 중얼거린다.’라는 비숍의 묘사는 그녀 자신의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자의적인 편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보다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해밀턴이나 게일의 글은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찾아 기록하고, 오래된 종교에 대해 미학적 표현들을 사용했다. 이들은 종교적인 편견을 넘어 

불교를 기독교와 대등한 종교로 인식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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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조선을 기록한 서양 여성들의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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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llie Burham ALLEN

Asia(개정판)
Boston etc.: Ginn and Company, c1935

2. Alice Rebecca APPENZELLER

Women’s Position in Free Korea
(Korea Economic Digest 고려경제회보 Vol.II No.5)
Korea Economic Society, 1945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 

(Alice Rebecca Appenzeller, 

1885-1950)는 한국 최초의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헨리 아펜젤러(Henry  App-

enzel ler,  1858-1916)와 

그의 부인 엘라 닷지(Ella 

D o g d e ) 의  첫 째  딸 로 , 

한국에 온지 7개월이 지난 

1885년 11월에 태어났다. 

앨리스 아펜젤러는 11살이 

되 던  1 8 9 6 년  부 모 와 

떨 어 져  중 국  지 푸 에 서 

학교에  들어갔고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에 있는 미스스타스스쿨(Miss Stahr’s 

School)를 거쳐 1909년 미국의 명문사립여자대학 웨슬리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그녀는 십펀스쿨(Shippen School)에서 교사로 

경력을  쌓다가 ,  1915년  선교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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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그녀는 정동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에게 역사와 영어를 

가르치며 한국 사회와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의 여성고등교육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주장하며 여자대학 

설립운동에 앞장섰다. 그 결과 1922년에는 이화학당의 제6대 

당장으로 활동했으며,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의 정식인가를 

받아 정동에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출발시키고 초대교장을 지냈다. 

그러던 중 1940년 미일관계가 악화되자 미국은 선교사들에게 한국 

철수를 요청했고, 앨리스 아펜젤러도 이 때 한국을 떠나 하와이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업을 지속해나갔다. 해방 후 한국을 

다시 찾은 아펜젤러는 1946년 이화여대의 명예총장이 되어 그녀가 

힘써왔던 한국여성의 교육사업을 이어나갔다. 1950년 앨리스 

아펜젤러는 뇌일혈로 세상을 마감했다. 그녀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거행되었고, 그녀의 시신은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앨리스 아펜젤러는 이 글에서 1945년 해방을 맞아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근대시기 한국의 여성은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내외법에 의해 그 활동 공간과 역할이 집안과 가사에 

한정되었고 지식교육과 사회진출 역시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앨리스 아펜젤러는 이러한 전근대적 속박으로부터 한국의 여성이 

해방되는 것에 기독교와 선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선교사 스크랜튼의 노력과 명성황후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던 이화학당은 한말과 일제시기에 거쳐 한국 근대 

여성교육기관으로 여성의 교육과 사회진출에 크게 이바지했다. 

여성의 교육열은 3·1운동 이후 더욱 고조되었고, 일제 식민지 

말기에 이르러 한국 여성은 서양 여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앨리스 아펜젤러는 해방 이후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여성의 교육과 계몽, 그리고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글을 끝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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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nie Laurie Adams BAIRD
Fif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Yokohama: Fukuin Printing Co., 1911

4. Annie Laurie Adams BAIRD
Inside Views of Mission Lif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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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nie Laurie Adams BAIRD 
Daybreak in Korea
New York etc.: Fleming H. Revell Company, 1909

19세기 초,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이 기독교화되는 모습 

을  미국인들에게  보다 

사실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자 신 들 의  포 교 과 정 을 

소설 형식으로 각색하여 

출판했다. 

애니 로리 아담스 베어드 

(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시골마을

에 사는 한국 여성인 보배 

를 통해 한국 사회가 변화 

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어린 시절 보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여성들이 한결같이 겪어왔던 노예와 같은 비참한 

생활이었다. 보배는 결혼한 후 한 남편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과부로서 암울하게 보내고 

있었다. 저자는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 가정에서 

남편의 절대적인 권한 등 

가부장적 사회를 묘사

한다. 그러던 중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보배가 기독교

에 귀의하면서 새 인생을 

찾게 되고, 나아가 한국 

사회가 기독교화하면서 

개명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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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nnie Maria BARNES

An American Girl in Korea
Philadelphia: The Penn Publishing Company, 1905

7. Annie Maria BARNES
Tatong, the Little Slave: A Story of Korea
Richmond: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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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nnie Maria BARNES
The Red Miriok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03

9. Isabella Lucy Bird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Ⅰ&Ⅱ
London: John Murray, 1898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Lucy 

Bird Bishop, 1831-1904)은 

한 국 을  방 문 했 던  여 성 

저술가들 중 한국관련 문헌 

집필에 있어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그녀의 저서 『Korea and 

Her Neighbours,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1898)은 

한 국 의  지 리 와  문 화 는 

물론이고  정치와  경제 , 

사회와 종교 등을 광범위 

하게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종 통계 및 관련 자료가 부록으로 제공되어 있어 한국에 대한 

총체적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897년부터 런던의 John 

Murray를 통해 간행되기 시작해 이후 여러 판본들이 전 세계로 

유통되었다.

저자의 본명은 이사벨라 루시 버드(Isabella Lucy Bird)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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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뒤  남편의 

성을 따라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으로 

불렸다. 최초의 여성 

왕립지리학회 소속의 

지리학자이자 탐험가 

였고 작가로도 활동 

했다 .  특히  여성의 

눈을 통해 본 개화기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들 대부분은 선교사나 

의료선교사에  의해  기록된  경우가  많다 .  비숍의  경우  평생 

세계를 여행하고 오지를 탐험했으며, 1894년부터 한국을 네 차례 

방문했다. 왕립지리학회 소속의 저명한 지리학자 신분이었던 

그녀는 한국의 방방곡곡을 직접 여행하면서 풍부한 내용을 

글로 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한국을 기록한 『Korea and Her Neighbours,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은 지금까지도 당시 한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널리 연구되고 있다. 

저자 역시 당시 일반적인 서양인들처럼 한국이 타율적으로 개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지닌 

민족적 양태에서 기인했다기보다 당시의 정세와 양반계층 등의 

특권의식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인들을 ‘일본인보다 잘생겼으며’, ‘고유의 문자를 

사용하며 문자해독율이 상당히 높은 (민족)’등의 호의적 표현들도 

많지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빨래는 남자들의 옷에만 한정되고, 

정작 빨래를 하는 여자들의 옷은 매우 더러워….’와 같이 여성의 

지위와 현실을 같은 여성으로서 측은히 바라본 시선들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과 한국인을 묘사한 저술들 중 한국에서의 개신교 

선교활동을 바탕으로 해 한국의 여러 풍습들을 일종의 미신으로 

치부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은 비문화상대주의적 관용의 

시선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취한 

모습은  한국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  언급하면서도 

‘(한국에서는) 보기 흉한 것이 아니다’고 기록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비숍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알현한 뒤 명성왕후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명성황후의 정확한 모습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의 글은 주요 참고자료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비숍은 일행과 함께 남장도 무릅쓰며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을 

탐사했으며 한강과 평양, 금강산과 원산 등 한반도 곳곳을 여러 

차례 여행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한국과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  그녀는  당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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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이성적이면서도 매우 감성적으로 이해했던 여행가이자 

저술가였기에 연구가 지속될수록 이 책이 지닌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10. Hilda C. BOWSER
The Kongo-san
(Geographical Journal 55, pp.48-50)
publisher not identified, 1920

힐다 바우저(Hilda C. Bowser)는 

1916년 5월과 1917년에 금강산 

을  방문했다 .  그녀는 한국의 

장소를 언급할 때 대부분 일본식 

명칭을 사용했으며, 간혹 한국어 

명칭을 덧붙였다. 글에 언급한 

인물들은  간간이  등장하는 

일본인  혹은  한국인  지인들 

외에는  서양인  거주자들이 

대부분이다 .  불교  수도원의 

역사, 최근 개혁의 영향, 풍경을 

집중해서 서술한 것이 눈에 띈다. 

11. Margaret Ernestine 

BURTON
Comrades in Service
New York: Missionary Education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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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rances CARPENTER
Tales of a Korean Grandmother
New York: Junior Literary Guild, 1947

13. Elizabeth COATSWORTH
The Captain's Daughter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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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rs. J. B. COBB

The Story of the Years in Korea
Nashville: Board of Missions,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17

 

15. Christine May COLLBRAN

An American Girl's Trip to the Orient and 
Around the World
Chicago: Rand, Mcnalley & Company,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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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ara Kate COOPER
Evangelism in Korea
Nashville: Board of Missions,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30

17. Constance J. D. COULSON
Korea: Peeps at Many Lands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10

이 책의 저자 쿨슨 부인은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을 쓴 콘스탄스 테일러 콘스탄스 테일러(Constance 

J. D. Tayler)와 동일인물이다. 조선인의 외모와 복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그녀는 조선의 풍물을 유화와 스케치로 남겼다. 

『Korea: Peeps at Many Lands』는 저자가 조선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바를 본인과 피츄(E. H. Fitchew)의 그림을 함께 수록하여 

꾸민 책으로 전작인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의 속편으로 볼 수 있다.

18. Lettie B. COWMAN

Charles E. Cowman: 
Missionary Warrior
L o s  A n g e l e s :  T h e  O r i e n t a l 

Missionary Society, [1928]

이 책의 저자는 레티 버드 카우만

(Lettie Burd Cowman, 1870-

1960)으로 1928년 동양선교회

(The Oriental  Missionary 

Society)를 통해 로스엔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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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간되었다. 레티 카우만은 책의 주인공으로 동양선교회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던 찰스 카우만(Charles E. Cowman, 1869-

1924)의 부인이다. 카우만은 나카다 주지(中田重治, 1870-

1939)라는 일본인 선교사에 의해 아시아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01년 일본으로 건너가 선교를 시작했다. 이때 도쿄에 

설립한 선교단체는 ‘동양선교회’로 한국 성결교회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카우만은 1907년과 1908년에 서울을 방문하고 

한국에서도 전도활동을 이어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찰스 카우만의 

동양선교를 중심으로 그녀의 생애와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그의 

아시아 선교활동에 대해 서술했다.

19. Florence Hedleston CRANE
The 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
Tokyo: Sanseido, 1931

플로렌스  헤들스턴 

크레인 ( F l o r e n c e 

Hedleston Crane, 

1 8 8 8 - 1 9 7 3 )은  존 

커티스 크레인(John 

C u r t i s  C r a n e ) 의 

부인으로, 1913년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서 

남편과 함께 내한하여 

전라남도  순천에서 

생활했다. 그녀는 미술

교사로  근무하면서 

조선의 꽃과 거기에 

얽힌 민담을 수집하여 『The Flowers and Folk-Lore from Far Korea』를 

저술했다. 

이 책은 지리산·금강산·제주도를 포함한 조선 곳곳에서 자라는 

야생화·식용화·약용화·정원화를 원색 도판으로 소개하고 있다. 

도판의 그림은 저자가 직접 그린 수채화로 모두 148가지 꽃의 

종류이다. 꽃의 

이름은 Linné의 

분류법에 따른 

학명과 조선인

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을 영어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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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Florence D. DAVID

Our Neighbors the Koreans
New York: Field Afar Press, 1946

 

21. Mary G. ELLINWOOD
Frank Field Ellinwood: His Life and Work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1]

22. Welthy Honsinger FISHER
The Travels of Kim and Chin Chu
New York: Abingdon Press,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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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ennie FOWLER-WILLING and George Heber JONES

The Lure of Korea
Boston: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n.d.

공저자인 제니 파울러-

윌링 ( J e n n i e  F o w l e r-

Willing)과 조지 허버 존스 

(George Heber Jones)는 

각 각  미 국  감 리 교 단 

북서부지회에서  1 5년 

동안 교신부 비서로 근무한 

경력과 한국에서 오랜 기간 

선교사로 활동한 경험을 지닌 

독실한 기독교인들이다. 

둘이 함께 집필한 이 책은 

무엇보다 우선 뛰어난 한국 

예찬론이라고 할 수 있다. 

『The Lure of Korea, 한국의 유혹』이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저자들은 한반도가 아름다운 산수를 가진 전형적인 산악형 

지역으로 유럽의 유사한 지역들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천혜의 조건 덕분에 한국인들이 강건하고 여유 

있는 민족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이렇듯 그들은 한국인의 

특성을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에서 찾고 있다. 다른 여러 반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도 자신감이 넘치고 온화하며 

총명하고 다정다감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고 동시에 선교사들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는 했지만, 한국이야말로 극동 지역에서 기독교 전파의 

가장 핵심 지역이며 한국의 여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동시에 아시아의 

미개한 지역 여성들도 문화적으로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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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argaret Thomas GARDINER
Around the World in 1912 and 1913: 
Diary of Margaret Thomas
Boston: privately printed, 1961

이 책은 여행 후 50년이 지난 1961년에 출판되었다. 그 이유는 

저자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이 일지는 보존적 가치가 있으나 정치, 

사회적 또는 미적 관점에서 크게 얻을 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4월 26일 또는 그 전날 저녁,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경복궁, 덕수궁, 진관사 그리고 홍릉을 방문했다. 그리고 4월 

28일 부산에서 출국한다. 마가렛 토마스 가디너(Margaret Thomas 

Gardiner)는 도입부에서 여행하는 나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책을 찾을 수 있는 대로 읽었다고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지, 짧은 여행 동안 순간적으로 받은 인상을 위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녀의 묘사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의 옷은 중국인 문상객의 

것과 비슷하고, 소나무는 일본의 것과 유사하다. 한국에 만발한 

보라색 꽃은 그리스의 아네모네와 닮았다”는 식이다. 특히 토마스는 

한국을 중국의 일부로 취급했다. 이것이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녀는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를 읽어내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25. Elizabeth Anna GORDON
In the Name of the Messiah
Tokyo: Keiseisha,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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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lizabeth Anna GORDON
Symbols of ‘The Way’: Far East and West
Tokyo: Maruzen, 1916

영 국  출 신 의  고 고 학 자 

엘리자베스 고든(Elizabeth 

Anna GORDEN)은 오랫동안 

기독교와  불교의  교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했던 

종교학자이다. 고든은 주로 

일본에 거주했으나, 한국에도

4년 정도 머물며 불교 사찰들을

답사했다. 그 결과 경주를 

비롯한  한국의  불교에서 

경교(景敎, Nestorian-ism)적 

특성 및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그녀의 

대표작 『Symbols of ‘The Way’: 

Far East and West, 도의 상징들: 극동과 서방』 역시 한국의 여러 사찰에서 

경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든은 개신교도였으나 그녀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또는 유대교)와 

불교의 교리나 상징도 사실상 유사한 것이며 하나의 진리를 찾아 

갈구하며 기도하는 내면의 순례행이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즉 이 

책에 등장하는 금강산의 여정이나 사찰의 순례도 결국 기독교와 불교 

모두에 있어 신에게 의지하고 다가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고든의 

한국으로 경교가 전래되었다는 주장은 이후 학자들을 통해 그녀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인 유물과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녀의 주장은 현재 학계에서 

온전히 공인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 한국에 대해 

저술된 여러 종류의 책 가운데에서 종교의 교류와 소통에 관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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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고민을 시도하고 제공했던 논의의 실제 중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이었음에 틀림없다.

27. Marguerite GREEN
Peter's Progress in the Orient
Keijo: Korean Text Book Publishing, 1928

28. Joan Savell GRIGSBY and Lilian MILLER 

Lanterns by the Lake
Kobe: J. L. Thompson & Co. Ltd., 1929

『Lanterns By the Lake, 

호숫가의  등불』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일본 

고베에서 1929년 출간

되었다. 조안 그릭 스비

(Joan Savell Grigsby, 

1891-1937)가 일본을 

여행하며 느낀 다양한 

감정들을  시로  엮은 

것이다. 여기에 릴리언 

밀러(Lilian Miller, 1895-

1943)가  삽화를  그려 

넣었다. 릴리언 밀러는 

일제강점기 서울주재 미국영사였던 랜스포드 밀러(Ransford Miller)의 

딸로 일본과 미국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1943년 암으로 인해 세상을 

일찍 떠날 때까지 한국과 관련된 작품들을 여럿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별히 이 책에는 「Poems of Korea, 한국의 시」라는 큰 제목으로 

‘Islands of Chemulpo, 제물포 섬’를 비롯한 10여 편의 시가 실려 있다.

29. Joan Savell GRIGSBY and Lilian MILLER 

The Orchid Door
Kobe: J. L. Thompson & Co. (Retail) Ltd., 1935  

『The Orchid Door-Ancient Korean Poems, 난초문-한국의 고시(古詩)』라는 

제목의 이 책은 1935년 일본 고베에서 출간되었다. 위의 책과 

마찬가지로 조안 그릭스비(Joan Savell Grigsby, 1891-1937)가 한국의 

옛시들을 수집해 영역하여 싣고, 미국의 화가였던 릴리언 밀러(Lilian 

Miller, 1895-1943)가 삽화를 그려 넣었다. 조안 그릭스비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가이자 시인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시를 영역해 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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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릭스비가 선시(選詩)들을 

직접 영역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 등이 

저작에서  번역해  놓은 

것들을 다수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난초문’을 비롯한 

7 0 여  편의  시가  실려 

있으며 ,  시의  이미지가 

반영된 여섯 장의 흑백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기원전 400년부터 1912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비교한 연표가 실려 있으며, 이어지는 서문에는 

한국의 약사(略史)와 이를 따라 특별히 책에 실린 작가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각각의 시에는 제목과 작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함께 실려 있다. 그 중 작자 미상이거나 작자를 혼동해 적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지만, 한국의 시가 서구에 소개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했음은 분명하다.

30. Minerva L. GUTHAPFEL

The Happiest Girl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1

‘어린이들의 선교사 친구’ 또는 ‘여성 선교사 친구’라 불렸던 

미네르바 구타펠(Minerva L. Guthapfel)은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선교회 소속의 선교사이다. 그녀는 1903년 여성외국선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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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내한해 1912년까지 서울을 비롯해 여러 지방을 다니며 

의료선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도활동을 수행했다. 필라델피아 

출신의 구타펠은 1913년경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쉬지 않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정도로 어린이 선교활동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 작품은 구타펠이 서문에서도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경험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달라는 선교회나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의 요청에 의해 그녀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몇 편의 글로 작성한 것이 기획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단편들은 

『Woman's Missionary Friend』, 『Everyland』 등의 선교잡지에 

연재되었으며, 이 작품들이 다시 단행본으로 엮여 1911년 Fleming 

H. Revell Company를 통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저자는 

서문에서 조선을 사랑했기에 스스로가 느낀 축복을 독자들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저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이 책에 실린 「The Happiest Girl in Korea」, 「More 

about the Happiest Girl in Korea」, 「You-po-gie」, 「Prince of Korea」의 

4편은 실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 특별히 서명으로 꼽힌 「The 

Happiest Girl in Korea,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는 부잣집에 

종으로 팔려간 옥분이가 굶주림과 추위, 힘든 일과 매질로 결국 

동상에 걸려 얼마 뒤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의 치료에도 결국 두 손과 한 발을 잃었지만 더 이상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으며 아울러 예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았음에 감사해 스스로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글에는 옥분이(세례명 안나)가 

여러 지원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난 것처럼 조선에는 도움이 

필요한 소녀들이 많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그들을 기억하고 도움을 

부탁하고 있는 것에서 이 단편들의 작성 목적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편지 쓰고 있는 옥분이’를 비롯해 당시 이 책에서 

언급하고 묘사했던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이 

실려 있어 가치를 더하고 있다.

31. Rosetta Sherwood HALL
The Life of Rev. William James Hall, MD: 
Medical Missionary to the Slums of New York, 
Pioneer Missionary to Pyeng Yang, Korea 
New York: Eaton & Maine, 1897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4)은 캐나다 출신의 

미국 감리교 소속 의료선교사로, 1889년 뉴욕 벨레브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선교활동을 하다가 펜실베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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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과대학  출신의 

로제타 셔우드 (Rosetta 

Sherwood Hall, 1865-

1 9 5 1 ) 를  만 나  함 께 

1891년 12월 한국으로 

의료선교를 떠났다. 

한국에 도착한 홀 일행은 

몇 차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의 료 선 교 여 행 을 

다니며 정착했다. 제임스 

홀과 로제타 셔우드는 

1892년 한국에서 결혼 

했으며 평양에서 병원과 학교, 교회를 지어 의료·교육·선교에 힘썼다. 

(이 때 지어진 학교가 지금 서울 마포구 소재 광성중·고등학교의 

전신이다.) 2년 뒤인 1894년 윌리엄 제임스 홀은 발진티푸스로 

제물포에서 사망했다. 로제타 셔우드 홀은 남편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당시 두 살 된 아이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해 

미국으로 돌아가 출산한 뒤 189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의료선교의 뜻을 이었다. 그녀도 한국에서 의료와 선교, 교육 등에 

헌신했으며, 1897년 홀 박사의 기념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남편의 삶을 

다룬 『The Life of Rev. William James Hall, M. D., 의학박사 윌리엄 제임스 

홀(목사)의 삶』을 간행했다. 다만 홀 박사의 어린 시절이나 학창시절 등 

로제타 셔우드 홀이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삶과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셔우드 홀 자신을 비롯해 홀 박사를 아는 사람들의 글들을 받아 편집해 

간행되었다. 그 내용은 윌리엄 제임스 홀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홀 박사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학창시절과 

선교봉사, 의료활동, 한국에서의 활동 및 생활 등을 담았다.

로제타 셔우드 홀은 1935년 건강문제로 미국으로 돌아간 뒤 1943년 

은퇴하여 1951년 4월 5일 사망했다. 그러나 그녀의 유해는 남편과 

함께 양화진에 묻혔다.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 박사와 메리안 

홀 박사 역시 이 땅에서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하는 등 부모님의 

뜻을 이었다. 그들의 유해도 1991년 역시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74 75

32. Audrey HARRIS
Eastern Visas
London: Collins, 1939

아시아 여행을 떠난 오드리 

해리스(Audrey Harris)의 

주된  관심사이자  첫  번째 

목적지가  한국이었다는 

점에서 이 여행일지는 주목 

할  필요가  있다 .  그녀가 

아시아 여행경로로 지나친 

시베리아와 만주는 한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에  불과 

했다. 오드리 해리스는 한국의

예 술 에  관 심 이  있 었 다 . 

단 동 - 서 울 - 부 산 으 로 

이어지는 기존 철도 노선에 

집착하기보다는  해주나 

금강산과 같은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 여행이 

제대로 준비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기차에서 만난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으로부터 일본어 몇 마디를 배웠을 뿐이다. 

이  책에는  그녀의 

많은  일화가  일기 

형식으로 쓰여있다. 

그녀는 영어로 의사 

소통 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을 찾았고 그들

에게 일본인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을 거의 피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시아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양 중심의 편견을 배제한 

채 아시아 지역을 여행했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서양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사법제도, 훌륭한 

상하수도 시설, 기계들로부터가 아니라 진정한 문명인의 생활 방식, 

사람들의 인성, 인내심, 예절을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특히 『Eastern 

Visas, 동양의 비자』에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묘사는 

호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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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arguerite HARRISON

Red Bear or Yellow Dragon
George H. Doran Company, 1924

마가렛 해리슨(Marguerite 

Harrison, 1879-1967)은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일본으로 간 후, 사할린섬과 

러시아의  극동을  건너 

한국에서  만주 ,  북경을 

지나 몽골과 구소련을 통해 

유럽으로 갔다.

한국에 관한 장은 일기나 

소설 형식이 아닌, 한국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상황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린  조선’을  제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한국 단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그들이 

미치는 영향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녀는 한국의 시골에서는 

대체로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만 기독교 선교사들, 한국 

애국자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영향으로 현재 변화 중이라고 

기록했다. 그에 대해 선교학교를 다니고 근대문물을 받아들인 도시 

젊은이들의 공동체가 양성평등을 퍼뜨리는 등 전통에서의 독립을 

외친 것을 한 예로 들었다.

저자는 일본 행정부가 1919년의 데모들에 이어 결백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사형한  것 ,  한국의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갔던 

통지등기방법 시행을 비판하며 일본인들이 계속 한국과 그의 

국민들을 착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본 행정부가 

일궈낸 발달에 감명받았음을 표했다.

34. Ruth HENRICH
The Land of Morning Calm :
The Story of the Church in Corea
London: 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Foreign Parts, 1936

35. Agnes HERBERT
Peeps at Many Lands: Korea
London: A & C Black Ltd.,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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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gnes HERBERT
A Girl’s Adventures in Korea
London: A & C Black Ltd., 1927

이 책은 영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일종의  모험 

소설로, 1927년 영국 런던에서 

간행되었다. 저자 아그네스 

허버트(Agnes Herbert)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이 작품은 소설이기 

때문에 물론 내용은 허구이다. 

영국 소녀 안(Ann)이 복권에 

당첨되어 아시아를 여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겪게 되는 모험담을 

소재로 설정된 14장 분량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다른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또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정보도 많이 유통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서양 여러 나라의 해외 팽창 의지와 당시 

동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책들이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 책 역시 그 중 하나였다. 복권에 

당첨된 안은 자신의 가정교사 버티와 함께 캐나다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다. 특히 안은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선교사들의 책을 

통해 접했고, 그로 인해 극동지역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설정은 

당시 실제로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의 실제적인 유통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영국을 떠난 안은 서울과 한강, 금강산 등을 거치며 호랑이를 만나거나 

감금을 당하는 등 갖은 고생을 겪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던 

영국의 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 일조한 작품임에는 틀림없으며, 

함께 실린 넉 장의 그림들 역시 당시 서양의 한국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

37. Marguerite HIGGINS
War in Korea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51

총 222쪽에 흑백 삽화가 있는 이 책은 1950년의 일들을 다루고 

있다. 마가렛 히긴스(Marguerite Higgins)는 종군기자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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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작전에 참전했다. 여성

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의심을 받았지만 놀라운 용기와 

비판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대항했다. 

마가렛 히긴스의 책은 두 부분 

으로  나뉘어져  있다 .  1부는 

종군기자로서 그녀의 개인적인 

논평에 기반을 두었고, 2부는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자신의 경험 이외에 

히긴스의 주요 정보원은 미군 

장교들과 병사들이었다. 그녀는 방어하는 세력들의 허술한 조직력과 

북한군의 전략들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히긴스의 

기록은 현장과 분리되어 전체적이고 관찰자적 시점에서 서술된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존경했던 그는 인천상륙작전이 그의 공이라 

서술하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난 중국의 개입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에게 남한은 전쟁의 장으로 기억되었다. 남한의 

몇몇 연대의 용기를 칭찬하지만, 한국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았다.

히긴스의 글은 즐겁게 읽힌다. 문제는 맥아더의 불복종, 한국전쟁을 

중국까지 이어가고자 했던 맥아더의 욕망, 공산주의 중국을 향한 

맥아더의 도발 등 그녀가 서술하지 않은 부분들이다. 책의 2부는 그녀의 

편향된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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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thel JARMAN
Eastern Glimpses: Being the Daily Diary of an 
Australian Woman on Tour in the Far East
Adelaide, South Australia, 1935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쪽에 

거주했던 에텔 자르만(Ethel 

J a r m a n ) 의  여행일지에서 

그녀는  8월  24일에  기차로 

한국을 방문해 26일에 배를 

타고 떠났다. 이 책은 그녀가 

머문 동안의 활동들과 관찰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담고 

있다. 

그녀는  한국인들의  복장과 

주택들을  묘사하며  이들의 

단 정 함 이  일 본  행 정 부 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노력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나라를 현대화 시키고자 한 일본 

행정부에 우호적이었지만 전(前) 왕궁 앞에 거대한 행정 건물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천박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체로 일본 

행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묘사하지만, 이에 

반발했던 사건 하나를 언급한다. 겨울에 전통적인 흰색이 아닌 

짙은 색깔의 복장을 입으라는 일본의 칙령에 한국인들이 반발했던 

사건이다. 에텔 자르만의 극동여행 중 한국은 일부분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자세하게 묘사했고 의견도 내세웠지만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였고 관광객들을 겨냥한 외적인 부분 

이외의 것을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39. Elizabeth KEITH
Eastern Window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28

1887년 스코틀랜드 애버딘셔(Aberdeen-shire)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는 20세기 초, 조선의 모습을 가장 많이 그려낸 

서양화가 중 한 명이다. 키스는 뉴 이스트 프레스(New East Press)의 

편집장 로버트슨 스콧(Robertson Scott)과 결혼하여 일본에 살고 

있던 동생 엘스펫(Elspet)의 초청으로 1915년 일본 땅을 밟았다. 당시 

28살이었던 키스는 이후 10년 동안 일본에 머무르며 동생과 함께 중국, 

조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양의 여러 나라를 여행한다. 이들의 첫 

조선 방문은 3·1운동 직후였던 1919년 3월 28일에 이뤄졌다.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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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텔 을  마 다 하 고 

서울에 있던 감리교 

선교부에 숙소를 정한 

자매는  30여  년간 

조선에서 활동해 온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 목사와 

선교회 병원장 메리 

스 튜 어 트 ( M a r y 

Stuart)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실정에 대해 

알게 된다. 오랫동안 

일 본 에  살 면 서 

그들의 문화와 일본인에게 우호적이었던 자매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조선을 직접 경험한 것은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바꾸어놓는 사건이었다.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온갖 처참한 일을 겪는 조선인들에 대해 보고 

들은 엘스펫은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 “마치 고대의 성직자처럼 

가슴속에 불이 활활 타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림에 재능이 있던 키스는 일본의 

풍물들을 스케치해서 타임(TIME)지에 보내곤 하는 삽화가였다. 특히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발간된 키스의 풍자화(caricature) 모음집은 

그녀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였다. 조선방문 이후, 키스는 도쿄로 

돌아가 조선의 풍물들을 그린 그림을 전시했다. 이는 일본 목판화 

출판계의 유력한 인사였던 와타나베 쇼자부로(渡邊庄三郞)의 눈에 

띄어 목판화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후로도 키스는 여러 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많은 그림과 스케치를 남기고 이를 목판화와 동판화로 

옮겼다. 1928년에 『Eastern Windows: An Artist's Notes of Travel in Japan, 

Hokkaido, Korea, China and 

the Philippines』를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에 동생 엘스펫의 

글 과  자 신 의  도 판 을 

담은 『Old Korea: The 

Land of Morning Calm』을 

출판했다. 키스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1934년과 

1936년, 1940년 세 차례나 

크리스마스 실(Seal)로 

만들어졌다. 키스는 일부 

작품에 기덕(奇德)이라는 

한자 이름으로 서명하기도 

했을 만큼 동양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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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하게 다가갔던 작가이기도 하다.

책 속의 그림 「구식 학교」는 시골마을의 한 서당을 묘사한 작품이다. 

담뱃대를 문 훈장을 비롯해 매를 들고 조는 아이들을 깨우는 반장과 

올망졸망 모여 앉아 글을 읽는 아이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멍석 깔린 마당에 꿇어앉은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은 정겹다. 「원산 

학자와 그 제자들」 역시 서당 선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하는 

모습을 그렸다. 가슴을 편 채 앞장서 가는 훈장 선생님과 한눈을 

팔면서도 즐겁게 따라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잠시 일제의 억압을 잊을 

정도로 평화롭다. 키스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즐겨 그렸으나 그녀의 

모델 중에는 김윤식 자작 같은 정치인도 있었다. 자매는 자작의 집에 

초대받아 방문한 일화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양반가의 방문은 여염집 

생활상에서는 볼 수 없던 귀족적인 조선의 문화를 엿보는 기회이자 

조선 선비의 인품을 접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키스의 눈에 비친 

자작의 모습은 비록 늙고 쇠약해졌으나 나라를 염려하며 사대부의 

도리를 지켜가려는 선비의 그것이다. 

조선에 대한 키스의 각별한 애정은 책의 한 장 한 장마다 배어있다. 

1956년 68세로 사망할 때까지 동양을 그리며 독신으로 살던 키스의 

저서 『Eastern Windows』의 첫 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나는 조선으로 

돌아와서 기쁘다. 얼마나 다시 오기를 고대했던가!”

40. Elizabeth KEITH 
Old Korea 
London etc.: Hutchinson, 1946

『Old Korea』는 영국의 

여류화가인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가 

그린 그림과 그의 자매 

엘스펫 K. 로버트슨 스콧 

(Elspet K. Robertson Scott) 

여사가 집필한 글로 구성 

되어 있다. 

저자는 1919년 3월 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한반도에  체류했다 . 

당시는 3·1운동이 발생 

한 직후이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인들의 독립을 위한 열망을 누구보다 

깊게 체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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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3·1운동에 관한 한국인들의 영웅적인 이야기와 일제의 

잔혹상을 생생하게 기술했으며, 일제의 강압적인 한일강제병합 과정과 

식민지 통치를 비판하고 한국을 오랜 역사와 뛰어난 문화와 예술을 

가진 나라라고 소개한다. 또한 서울의 모습, 선비, 양반, 독립운동과 

삼일절, 하와이로 이민 간 한국인들을 언급하고 있다. 서문에 드러난 

것처럼 저자는 이 그림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의복, 가옥, 관습, 풍습 

등을 서양에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이 돋보인다.

41. Emily Georgiana KEMP
The Face of China
Toronto: Musson Book Company Ltd.,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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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mily Georgiana KEMP 
The Face of Manchuria,
Korea and Russian Turkestan
New York: Duffield & Company, 1911

기독교 목회자인 에밀리 

조지아나  캠프 (Emily 

Georg iana  Kemp)는 

만주와  한반도를  직접 

여행하며 러일전쟁 이후 

급변하는 극동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해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이 

책에 남기고 있다. 저자는 

1910년 2월 1일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극동으로 

들어왔다. 그는 만주에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의 의료 

선교활동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호주 출신 장로교 선교사들의 

교육 및 의료선교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만주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 이 지역을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다. 캠프는 중국이 일본의 만주 

식민지화를 계속 반대한다 해도 일본은 모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이 지역을 병합할 것이라는 의견을 펴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합병은 

만주로의 진출을 위한 일차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다가올 중국과 일본의 충돌을 예견한 것이다. 

캠프는 평양, 서울, 부산, 그리고 금강산을 방문했던 느낌을 그림과 

함께 솔직히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로마 가톨릭교 포교사, 

조선 후기 문호개방 과정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숭실대학교를 방문하고 교회 목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인상을 기록하고 있다. 캠프는 우리의 전통적인 장승을 

악마의 형상으로 기술하는 등 당시 서양인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지니고 있던 일반적인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청일전쟁에 대한 캠프의 기록이다. 1895년의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배상금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군대를 강화하고 국제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보고 

있다. 캠프는 20세기 전환기 극동의 어느 지역보다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로 개종한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정치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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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mma KROEBEL
Wie ich an den koreanischen Kaiserhof kam
Berlin-Schöneberg: R. Jacobsthal & Co., 1909

이 책은 엠마 크뢰벨(Emma 

Kroebel)의 세계여행에 관한 

기행문이다. 그녀는 남편이 

청도 주둔 해병대로 발령을 

받게 됨에 따라 남편과 함께 

미국, 일본을 거쳐 중국에 

머물다 한국 황실의 요청 

으로 궁중담당관이었던 독일 

여성 손탁(Sontag)의 후임을 

맡아 서울로 오게 되는데 

이러한  본인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녀는 처음 고종과 

대면하던 장면부터 

아주 상세하게 당시 

조정의 모습을 묘사

하고 있다. 궁중생활

에서그녀가 주목한 

부분은 타국 외교관

들에 대한 접대였고

무희들(궁중기생)에게도  큰  관심을  보였다 .  또한  시어도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의 딸인 엘리스 루즈벨트(Alice Roosevelt)의 

1905년 한국 방문 때 벌어진 해프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고 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무력으로 한국을 압박해 보호국 내지는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와 

여기에 저항하는 고종과 한규설, 박제순, 민영환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다. 크뢰벨은 또 한국의 일반적인 상황과 양반 계층의 생활풍속을 

묘사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중심이 된 당시의 

근대화 양상에 관해서는 교육 분야와 기독교 전파사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들 분야에서 독일의 부진과 미국의 약진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기행문은 구한말 한국 사회의 모습을 재연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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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Mary Viola Tingley LAWRENCE
A Diplomat’s Helpmate
San Francisco: H. S. Crocker Company, 1918 

이 책은 한말 조선주재  

초대  미국  특명전권 

공사였던  루시우스 

하우드 푸트 (Lucius 

Harwood Foote, 1826-

1913)의 부인인 로즈 

푸트(Rose Frost Foote, 

?-1885)의 한국 생활과 

갑신정변 당시의 활약상

을 그리고 있다. 

루시우스 푸트는 1871년 

신미양요  당시  해군 

장교로 참전하여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1883년 조선주재 초대 미국공사로 부임하여 

민영목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비준 교환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미국공사관을 서울의 성안에 세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서양 여성의 한반도 체류를 거부하는 조선의 유교적 정서를 

근거로 로즈 푸트의 조선 동행을 만류했다. 하지만 그녀는 국무부를 

설득해 그의 남편 루시우스 푸트와 함께 서울에 체류했던 최초의 

서양여성이 되었다. 

이들 부부가 조선에 부임했던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한국 근대사의 

관점에서 볼 때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푸트 공사는 

1883년 고종을 설득해 외교사절단인 보빙사를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1884년 갑신정변 당시 중국군과 일본군이 

제물포항에 집결했을 때 조선정부를 대신하여 양군이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 

이 책의 저자 메리 비올라 팅글리 로렌스(Mary Viola Tingley Lawrence, 

1839-1931)는 미국 상원의원 제임스 렌지 로렌스의 부인이자 로즈 

푸트의 친구이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외교관인  남편의 

훌륭한 조력자이자 

애국심 강한 미국 

여성으로서  로즈 

푸트의  활약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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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다. 이 책에서 푸트 부부는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의 

왕실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묘사된다. 저자는 특히 로즈 

푸트가 명성황후와 가깝게 지내며 비공식 외교관으로서 한미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갑신정변 당시 서양의 모든 

공관들이 서울을 빠져나갔을 때 고종과 명성황후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외국인 한 명쯤 서울에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푸트 

부인”이라며 그녀에게 도성에 남아줄 것을 요청했다. 로즈 푸트는 이를 

받아들여 갑신정변 당시 미국 공사관에 홀로 남아 공사관을 지켰다. 

저자의 작가적 상상력과 애국심이 더해져 갑신정변 당시 로즈 푸트와 

미국공사관의 역할이 다소 과장되어 있지만 당시 정변으로 혼란했던 

서울에서 미국공사관이라는 치외법권의 공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피난처로서 기능했던 것에 대한 서술은 

주목할 만하다. 

45. Bertha LUM
Gangplanks to the East 
New York: The Henkle-Yewdale House, Inc., 1936

버사 럼(Bertha Lum)은 1869년 

5월에 아이오와주 (Iowa)의 

법률가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모두 그림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화가들이었다 . 

1895년에 저명한 미술학교인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Art 

Institute of Chicago)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서 

웨슬리 도우(Arthur Wesley 

Dow)의 화풍에 매료되기도 

했다. 

1903년 미네아폴리스 출신의 

법률가 버트 F. 럼과 결혼하여 신혼여행으로 방문한 일본에서 처음 

목판화를 접했고, 이에 매료되어 1907년 다시 일본을 방문하여 14주 

동안 목판과 인쇄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당시 일본은 이미 19세기에 

유행하던 우키요에(浮世畵)의 열풍이 지난 뒤로, 판화공방들이 하나 

둘씩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무렵이었다. 1911년 세 번째로 도쿄를 

방문한 럼은 많은 목판화를 제작했고 이 중 일부를 1912년에 도쿄에서 

열린 제10회 연전(年展)에 출품하기도 했다. 

럼의 저서 『Gangplanks to the East』는 1936년, 뉴욕에서 발간되었다. 

일본과 중국, 조선 뿐 아니라 인도 등지까지의 여행담을 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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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특히 럼이 일제 

강점기에 금강산과 경주를 

관광한  경험이  생생하게 

담겼다. 내금강을 묘사한 

판 화 는  명 암 법 이  전 혀 

보이지  않는  선묘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아르누보 

(Art Nouveau)풍의 장식과 

바위, 폭포를 묘사한 정교한 

필획이 두드러진다. 이는 

해금강을  그린  판화에도 

눈에 띄게 드러난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생기는 거품의 

묘사와 기암괴석 위에 있는 한 그루 소나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46. Irma Tennant MATERI 
Irma and the Hermit. My Life in Korea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49

이 책은 저자인 어마 테넌트 

매터리(Irma Tennani Materi)가 

광복 직후인 1946년경 미군정 

의 일원이었던 남편과 함께 

한국에 체류하고, 1948년 

귀국할 때까지 한국에 대한 

그녀의  경험과  생각  등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중심적으로 

담겨있다. 

6·25전쟁 발발 직전이었던 

1949년 뉴욕에서 출간된 이 

책에는 당시 그녀의 한국 생활

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의 문화나 풍습을 비롯해 당시 한국의 

분단 상황이나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 미국의 역할과 한국 국내 

정치 상황들의 상당부분이 집중적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서술들에는 대부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이 광범위하게 전제되어 

있다. 저자는 한국의 미개성과 정치적 불안정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저자가 경험했던 상황들이 한국의 자체적인 

힘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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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lizabeth A. McCULLY
A Corn of Wheat or, The Life of the
Rev. W. J. McKenzie of Korea
Toronto: Westminster Co., 1904

윌리엄  맥킨지 (Wil l iam 

John Mckenzie: 1861-1895, 

梅見施 )  목사는  캐나다 

장로회 출신의 선교사이다. 

그는 한국에는 교단 파송이 

아닌 개인선교를 목적으로 

입국해 황해도를 중심으로 

전도에 힘썼다. 『A Corn of 

Wheat or, The Life of Rev. 

W. J. Mckenzie of Korea, 한 

알의 밀알-한국에서 맥킨지 

목사의  생애』은  맥킨지 

목사의 약혼녀였던 선교사 

엘리자베스 맥컬리(Elizabeth 

A. McCully, 1862-1941, 李愛理施)에 의해 1904년 캐나다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에서 맥킨지 목사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의 맥킨지 목사는 한복을 입고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엘 리 자 베 스  맥 컬 리 는 

윌리엄  맥킨지  목사가 

일사병으로 인한 정신착란 

으로  한국선교  18개월 

만에 1895년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자  1909년 

선교사로 입국해 전도에 

힘썼다. 책 제목은 ‘한 알 

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이며 요한복음의 성구(聖句)처럼 맥킨지의 죽음은 

캐나다 교회들에게 한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게 되었다. 아울러 

맥킨지 목사의 죽음을 본 사람들도 ‘목숨을 바쳐 헌신한 서양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감명받아 개신교도가 되기도 했다. 맥킨지 목사의 

사망으로 교인들은 맥킨지 목사의 유서와 함께 ‘기독교인 선생님’의 

초빙요청서를 캐나다에 보냈고, 이것은 이후 캐나다로부터 여러 

선교사와 의사 등이 파송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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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lizabeth A. McCULLY,  E. J. O. FRASER
Our Share in Korea
Toronto: Literature Department,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The United Church of Canada, [1931]

49. Lilian May MILLER

Grass Blades from a Cinnamon Garden 
Tokyo: Japan Advertiser Press, 1927

릴리언 메이 밀러(Lilian May 

Miller)는 1895년, 당시 일본 

영사관에서 일하던 아버지 

랜스포드 밀러(Ransford 

Miller)와  어머니  릴리 

머레이(Lily Mur-ray)의 

딸로 일본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미술에 소질을 

보였던  밀러는  9살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가노 학파의 수장인 가노 

토모노부(狩野友信)에게 

사사했다. 

한국 영사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1918년 한국에 온 밀러는 일본에서 

배운 테크닉으로 한국의 풍경을 그려냈다. 1927년 일본에서 출판된 

밀러의 책 『Grass Blades from a Cinnamon Garden』은 중국, 일본, 조선을 

두루 다니며 작가가 읊어낸 자작시와 목판화를 담았다. 이 중 ‘삼 피트 

길이의 대나무 담뱃대’는 장죽을 든 조선의 노인에 대한 시이다. 그 

옆으로 긴 담뱃대를 물고 느긋이 미소 짓는 노인의 모습을 담아낸 

목판화가 보인다. 담배쌈지를 옆에 꿰찬 노인은 비교적 단순한 선묘로 

경쾌하게 묘사되었다. 간결한 선을 위주로 목판을 깎아낸 모양새와 

구도, 담배 연기의 장식적 처리는 일본의 전통 목판화 우키요에와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의 절묘한 결합을 

보여준다. 우에노의 동경미술학교에서 열린 제국미술전람회(帝展)에 

출품할 정도로 인정받았던 밀러의 작품은 당시 일본의 황후 나가코와 

미국의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 부인이었던 루(Lou) 여사 

등이 소장했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낸 밀러는 직접 조선과 중국 등을 

여행하며 동양적 모티브와 특유의 색채로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가 

강조된 화면을 선보였다. 1943년, 제 2차 세계대전 중 하와이에서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독신으로 산 그녀는 당시 서구여성으로서도 보기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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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삶을 살았다. 그녀는 기모노를 입고 일본 전통의 채색목판화를 

제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잭(Jack)’이라는 남자이름으로 

부르며 남장을 하고 집안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작품을 팔아 생활하는 

전업작가였다. 「조선의 사랑가」 같은 밀러의 시나 판화에서 보이는 

여성적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면의 모습이다. 

50. Louise Jordan MILN
Quaint Korea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5

본 여행기는 소설 형식으로 

여주인공 Helen Q.가 남편과 한 

영국 남자, 그리고 여주인공이 

설득시킨  중국인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가상의 여주인공이 한국을 

여행하는 소설의 기본적인 

구조는  앞의  장들에서만 

적 용 되 는  것 이  아 니 다 . 

4장 이후로부터는 이 책은 

나라에 대한 성격 묘사라고 

볼 수 있으며, 사회와 여성의 위치에 집중하고 있다. 많은 경우 자료를 

인용하며 가끔씩은 그 자료를 반박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Lowell의 

『Land of Morning Calm』이다. 

『Quaint Korea』에서 보이는 과장법은 이 책을 단순한 소설 이상으로 볼 

수 없게 한다. 특히 “한국에 호랑이와 곰이 넘쳐 흐르는 것”, “한국에는 

절대 녹지 않는 설원이 있고 영원히 피는 것을 멈추지 않는 꽃들이 

있다”, “부인이 남편을 살해할 경우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머리를 

죽을 때까지 친다”는 등의 표현은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있다. 

이는 저자가 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다. 급변하는 

근·현대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순수한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아시아에 

주목했고 기이한 이야기를 찾아냈던 것이다. 우리는 미른을 통해 

19세기 서양인들이 어떻게 아시아 문명을 이해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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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Helen S. C. NEVIUS
The Life of John Livingston Nevius:
For Forty Years a Missionary in Chin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895 

52. Anabel Major NISBET
Day in and Day out in Korea
Richmond: Presbyterian Committee, 1919

애너벨 메이저 니스벳(Ana-

bel Major Nisbet, 1869-1920)은 

존  사무엘  니스벳 ( J o h n 

Samuel Nisbet, 柳西伯) 목사의 

부인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교 육 을  통 해  개 신 교 를 

전 파 했 던  미 국  테 네 시 

클락스빌 출신의 선교사였다. 

특히 그녀의 책 『Day in and 

Day out in Korea』는 전라도 

지역의 초기 남장로회 선교의 

역사가 사진과 함께 정리되어 

있어 교회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서 이용되어 왔으며, 

흔히 ‘한국의 날들’, ‘한국의 나날들’, ‘한국의 일상’ 등으로 불린다. 1906년 

남장로회 해외선교부를 통해 남편과 함께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아 

1907년부터 전주와 목포를 중심으로 특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선교에 매진했고, 1920년 목포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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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1919년 미국에서 발간되었는데 당시 그들이 세운 선교 및 

교육의 계획과 방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룬 성과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아울러 그들의 활동영역이었던 전라도의 사회와 

문화, 자연과 일상도 함께 서술되어 있어 당시 전라도 지역의 사회와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53. Mattie Wilcox NOBLE
Victorious Lives of Early Christians in Korea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1927

54. Martha Houser NOBLE
The Journal of Mattie Wilcox Noble 1892-1934
Seoul: IKCH, 1993

매티 윌콕스 노블(Mattie 

Wilcox Noble, 1872-1956)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윌크스 베어(Wilkes Barre) 

출신으로서  1892년에 

윌리엄 아서 노블(William 

Arthur Noble,  1866-

1945)과 결혼한 직후 함께 

내한했다. 매티 노블은 

1892년부터 1895년까지 

서 울 에 서  지 내 다 가 

1895년 폐병을 치료할 겸 

미국으로 안식년을 다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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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896년에는 평양지역으로 파견되어 1912년까지 평양의 남산재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했다.

1913년, 안식년에서 돌아온 이후 1934년 다시 한국을 떠날 때까지는 

서울 정동에 거주하면서 서울, 수원, 이천과 강원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했다. 아서 노블은 만주 지방의 감리사(District 

Superintendent)로 일했는데, 매티 노블은 만주 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어린이와 여성 사역을 했다. 매티 노블이 집중했던 사역은 

주로 어린이 주일학교, 여성 성경학교 등이었다. 매티 노블은 

1927년에는 4년동안 한국인 개종자 17명의 자전적 이야기를 모아 

『승리의 생활』(1927)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노블은 두 명의 

딸과 다섯 명의 아들, 총 일곱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 둘째였던 

시릴(Cyril)과 메이(May)는 첫돌이 되기 전에 풍토병으로 사망하여 

평양에 묻혔고, 그 외에도 첫째인 루스(Ruth), 넷째인 앨든(Alden), 

다섯째인 해롤드(Harold), 그리고 막내로는 쌍둥이 글렌(Glenn)과 

엘머(Elmer)를 낳았다. 노블은 1933년 은퇴하고 1년간 서울에서 

더 머물다가 미국으로 귀국했고, 1956년 1월 6일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했다. 

이 책은 매티 윌콕스 노블이 선교사였던 남편 윌리엄 아서 노블을 따라 

한국에 온 1892년부터 미국으로 돌아간 1934년까지 42년간 기록한 

일지를 출간한 것이다. 매티 윌콕스 노블의 일지는 총 6권으로 1892년 

6월 30일부터 1934년 9월 18일까지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매일 쓴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매티 

윌콕스 노블의 육필로 쓰여 있던 이 일지는 그가 사망한 후 그녀의 

쌍둥이 아들인 글렌과 엘머가 소장하고 있다가, 글렌의 아내인 마사 

하우저 노블(Martha Houser Noble)이 1986년경 타자 원고로 옮긴 것이다. 

마사 노블은 일기의 원문과 타자로 친 원고를 아서 노블의 모교인 

뉴저지 주의 드루(Drew)대학교의 문서보관소에 기증했는데 1993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영인하여 자료총서 17집으로 출간했고, 

2010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되기도 했다.

이 책은 선교활동에 대한 기록부터 가사 양육에 관한 일상적인 

이야기, 사적인 가족 이야기나 선교사 공동체 및 방문객들의 이야기, 

또 자신과 교류한 한국 기독교인과 당시 한국의 풍속 및 생활상에 

대한 관찰기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블은 

한국사에서 중요한 여러 사건들,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관찰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3·1운동 및 

광주학생운동과 같은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미국선교사와 한국사 전개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은 여성의 관점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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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많지 않은 한국의 여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한국 

여성들의 활동, 전도부인의 활동이나 여성선교반의 활동, 선교본부의 

지원으로 교육을 받은 한국 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다른 자료에서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이 책은 회고의 형태가 

아닌 일기의 형식이기 때문에 기억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출간을 염두에 두고 쓴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관찰과 심경을 솔직하고 기록하고 있어서 사료적인 가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55. Blanche Sellers ORTMAN
New York to Peking
San Francisco: Privately printed, 1921

아마추어 여행작가였던 

저자는 책에 정확한 날짜를 

거의  기재하지  않았다 . 

여행의 시작이 1919년 10월 

6일 뉴욕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이다.

그녀는 일본에서 만주로 

가는  길에  잠깐  지나친 

서울의 광경을 피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 조선 

호텔을 제외하고 서울을 

여행한 기록은 전무하다. 

한국에 대한 소개는 한국 

남성의 전통 의상, 여성들의 역경, 마을의 집들, 그리고 기차의 창문을 

통해 보았던 여성과 아이들의 복장을 묘사한 것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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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llen Mary Hayes PECK
Travels in the Far East
New York: Crowell, 1909

저자인  엘른  메리  헤이스 

펙(Ellen Mary Hayes Peck, 1907–

1908)은 미국의 부유한 가정 

출신의 여행자로 밀워키에서 

시작해 이집트, 인도, 버마, 

세일론, 말라야, 자바, 시암, 

중국, 일본, 만주에서 한국까지 

세계일주의 여정을 책 한 권에 

담았다.

일기  형식으로  작성된  이 

책에서 한국에 관한 부분은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로 

시작한다.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기차여행은 두 시간이 소요되었고, 

인천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런던까지 가는 여행은 21일이 소요되었다. 

저자는 한국인들이 산과 언덕들에 붙인 단조로운 이름들과 한국인들의 

성별, 사회적 지위에 따른 복장의 차이, 시장과 궁궐의 풍경, 그리고 

여성의 교육에 대해 논한다. 또한 일본인들의 개혁의 속도와 혁신에 

관한 한국인들의 태도, 왕의 인간성의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 책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저자의 노력이 보인다는 점이다. 서울에 오랫동안 살았던 

익명의 거주자의 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57. Jean PERRY
Twenty Years a Korea Missionary
London: S. W. Patridge, 1911

58. Jean PERRY
The Man in Grey
London: S. W. Partridge, [1906]

진 페리(Jean Perry, 1863-1935)는 영국의 여선교사로, 1891년 10월 

호주 장로회의 파송으로 맥케이 부부, 멘지스, 포셋 등과 함께 부산에 

도착했다. 그 후 일본인 가옥을 매입하여 고아 2명을 양육하며 이들을 

가르치니 이것이 오늘날 동래 일신여학교의 전신이다. 1894년 그녀는 

신앙적 견해의 차이로 호주장로회와의 인연을 끊고 영국복음선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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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여 서울에서 1911년까지 

고아들과  맹아들을  위한 

사회사업을  벌였다 .  또한 

문학적 소질이 있어서 조선 

에서의 선교경험을 소설화하여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 

저서로는 『Chilgoopie the Glad』, 

『Uncle Mac the Missionary』, 

『Twenty Years  a  Korea 

Missionary』이 있다.

이 책은 두 번째 저서로 그녀가 

조선의 선교현장에서 체득한 

생활방식에서부터 환희와 고통의 순간들, 그리고 끈질긴 인내로 펼쳐온 

그녀의 신앙생활 등을 몇 편의 이야기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책에 

수록되어 있는 삽화 6점은 시드 파젯(Sid Paget)의 작품이다. 

59. Jean PERRY
Chilgoopie the Glad
London: S. W. Partridge, n.d.

진 페리(Jean Perry, 1863-

1935)는 1891년 부산으로 

입국해 전도활동을 했다. 

또한 특수교육과 여성교육에 

상당기간  전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선교사직 

사임의 이유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관련 자료들에 

의 하 면  종 교 적  견 해 가 

원인으로 추측된다.) 

1906년 영국에서  발간된 

『Chi lgoopie  the  Glad , 

즐겁이』의 목적은 선교활동비 

모금으로 당시 일반적인 선교문학들과 유사한 전개를 보이고 있다. 

저자는 한국 선교의 상황과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활자화해 널리 

소개하고 한국 선교의 상황과 방법에 대해 알리고자 했다. 저자에 

의하면 이 책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Chilgoopie’는 ‘The Glad’란 뜻으로, 

‘The Sorrowful’이었던 섭섭이(Sup-supie)가 예수를 영접하고 ‘즐겁이’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당시 선교문학의 전형적 내러티브(narrative)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즐겁이를 비롯한 한국인들이 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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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의 내용을 읽은 독자들에게 

한국 선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60. Jean PERRY 
Uncle Mac the Missionary 
London: S. W. Patridge, 1908

이 책은 진 페리(Jean Perry, 

1863-1935)의 한국에서의 

선교 경험들이 투영된 

선교문학이다. 그녀의

다른 작품인 『Chilgoopie 

the  Glad,  즐겁이』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에게 

선교지로서 한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요청 

하기 위해 저술되었다. 

선교를  통해  한국과 

한국인에게 가져온 변화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행위였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와 삽화, 사진들로 

꾸며져 있다. 책의 저술 목적이 같기 때문에 내용과 구성에 있어 특별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저자의 선교 경험이 다양한 형태로 

활자화되었음에 의미가 있다. 이 『Uncle Mac the Missionary, 선교사 

맥』은 책 제목의 “UNCLE MAC”과 저자의 이름 하단부에 한글로 

“조선으로도ᄒᆞᄂᆞᆫ말이오”가 적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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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Alice SCHALEK
Japan das Land des Nebeneinander: 
Eine Winterreise Durch Japan,
Korea und die Mandschurei
Breslau: Ferdinand Hirt, 1925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대인 

광고대행사 사장의 딸로 

태어난 앨리스 샬레크(Alice 

Schalek, 1874-1956)는 

사 진 기 자 이 자  작 가 가 

되었으며 1904년에 기독교 

비 엔 나 에 서  개 신 교 로 

개종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첫 종군기자가 

되었다. 

그 중 12장 “한국-만주 고급 

열차에서”는 1923년(혹은 

1 9 2 4 년 ) 에  한  여행을 

기반으로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12년전, 즉 1911년 혹은 1912년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고 언급한다.

고속철도를 이용해 여행을 한 그녀는 기차역에 인접한 부산의 발전한 

항구를 묘사하고, 기차의 편의시설과 “원주민 촌의 구식 상태”를 

대조했다. 그러면서 철로와 호텔을 “지금까지 야생상태였던” 나라가 

번영하려는 조짐으로 평가했다. 또한 일본인들이 한국에 영구히 

정착하는 것에 대한 반감에 대해 지적했다. 일본 군대의 주둔은 보이지 

않으나 문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저자가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를 내릴 수밖에 없던 이유는 한국의 

이면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녀의 환경과도 연관이 

있다. 그녀는 일본 당국이 가기를 원했을 법한 장소들을 방문했다. 

그는 정해진 여행 코스에서 벗어나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여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녀가 메마르게 보았던 동산들은 

단순히 겨울이었기 때문이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태만함은 1920년대 

초기에 전세계적으로 문제되었던 높은 실업률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잠시 스쳐가는 단편적인 관찰을 성급하게 일반화함으로 인해 생긴 

오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차별의 피해자였던 그녀가 이를 탈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환경도 

이러한 편견을 부채질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자신의 시련을 이겨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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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종교까지 바꾼 그녀는 당시 영향력 있는 뉴스 매체였던 《Neue Freie 

Presse》의 편집기자가 되어 활동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각광받는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인종차별의 가해자가 되었다. 결국 그녀 역시 차별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62. Eliza Ruhamah SCIDMORE
Westward to the Far East. A Guide to the 
Principal Cities of China and Japan, with a
Note on Korea
[Montreal]: Canadian Pacific Railroad Co., 1893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이며 여행가인 

엘리자 시드모어(Eliza Ruhamah 

Scidmore, 1856-1928)는 1873년부터 

1875년까지 오버린 대학(Oberlin 

College)에서 공부했으며 일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그녀가 쓴 『Westward to the Far 

East, 극동을 향해서』 초판본이 

1 8 9 1년에  출판되었고  이후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을 위하여 

프랑스어로도 출판되었다. 당시 

증기 여객선으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아시아까지 여행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엘리자 

시드모어는 기회를 잡아서 극동으로의 여행을 성사시켰다. 일본의 

벚꽃나무가 워싱턴 D. C.에 옮겨 심어지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그녀였다.

여행기에 따르면 그녀의 여행은 몬트리올에서 시작된다. 책의 8장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부산, 원산, 제물포로 

증기 여객선을 타고 여행했으며, 제물포에서 서울까지는 철도로 

이동했다. 그녀는 서울 내·외곽에 있는 몇몇 관광지를 추천하고 있다. 

버려진 왕궁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외무부로부터 허가가 필요했다. 

그녀의 특별한 경험으로는 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서울거리를 지나가는 

행렬을 운 좋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문화의 여러 부분은 자세히 묘사하지만, 한국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장은 출판사 측에서 독자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길 원해서 더해진 것으로 보이며, 작가의 관심과 

전문지식은 일본에 치우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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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liza Ruhamah SCIDMORE
Westward to the Far East.
Japan, Korea, China, Siam, Java, Burma, India
[Montreal]: Canadian Pacific Railroad Co., 1902

『Westward to the Far East』의 

제1 0판으로  겉표지에 

‘Japan, Korea, China, Siam, 

Java, Burma, India’ 부제가 

있음

64. Caroline SINGER and C. Le Roy BALDRIDGE

Turn to the East
New York: Minton & Balch, 1926

이 책은 사이러스 르 

로이  발드릿지  ( C . 

Le Roy Baldridge, 

1889-1977)의 삽화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캐롤라인 싱어(Caroline 

Singer)가 기록한 짧고 

일관성 없는 일화들의 

만화경이다.

한국은 “강철 다리”라고 

이름  붙여진  장에서 

잠깐 다뤄진다. 저자는 

이혼을 하게 된 열여섯 살

소녀의 이야기를 전한다. 중매결혼을 하게 된 소녀의 남편은 근대화의 

분위기에 따라 이혼을 요구했으며 그녀의 가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상황의 피해자였던 그녀가 결국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를 선교사의 아내로부터 전해들은 싱어는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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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Anna M. STODDART
The Life of Isabella Bird (MRS. BISHOP). Hon. 
Member of the Oriental Society of Pekin
London: John Murray, 1908

19세기  말  많은  서양인들이 

선교사 ,  외교관  혹은  여행객 

으로 한반도를 방문하고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 중 특히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의 기록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있다 . 

17세기 이후 한때 런던 시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요크셔의 명문 

버드 가문 출신인 비숍은 독실한 

기독교도로 그리고 대표적인 

여성 탐험가로 영국 근대사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  비숍의 

오지탐험은 남편이자 외과의사인 존 비숍 박사가 사망한 1886년 이후 

본격적으로 계획되었다. 일본의 훗카이도, 페르시아, 쿠르드스탄, 

중국의 양자강 유역을 탐사하고 그 과정을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다. 

특히 1897년 런던에서 출판된 『Korea & Her Neighbours,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는 서양인들에게 이국적인 한국의 모습을 알린 비숍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비숍의 여행기는 국내외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외국에서는 본서 이외에도 1970년에 출판된 패트 

바아의 이사벨라 버드 이야기가 있고 국내에서는 이광린 교수가 

진단학보에 게재한 비숍 여사의 여행기와 이인화 교수의 번역본 및 

해제 등이 있다.

비숍의 한반도 방문은 1894년 제물포의 도착을 시작으로 1897년까지 

약 4년 반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비숍은 동북아의 역사가 

급변하는 시기에 한반도에 도착해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등 근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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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현장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1894년 6월 21일 제물포를 

떠나기 직전 그곳에서 6천명의 일본군이 상륙하는 장면과 이후 만주에 

체류하면서 조선으로 출병을 준비 중인 중국군의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고종과 민비를 네 차례에 걸쳐 알현하고 

어네스트 사토우, 윌킨슨, 존 로스, 게일 등 한국을 연구한 대표적인 

서양학자 및 선교사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풍습·언어·정치·사회를 

심도 있게 기록으로 남겼다. 나아가 비숍은 방문 초기에 받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극복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방문을 통해 

한국인들과 다양하게 접촉함으로서 한국의 풍습과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서양인으로는 드물게 한반도 내륙 지방을 여행해 그 인상을 기록으로 

남겼다. 특히 나룻배를 타고 한강 유역을 거슬러 올라가 양주·여주·단양 

등 내륙지방을 여행하고 금강산의 중요 사찰들을 방문해 “시간마다 

다양하게” 변하는 한국의 자연으로부터 많은 감명을 받았다. 이와 

같이 1890년대 후반 급변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비숍은 여성의 몸으로 

극동지역을 탐사하며 한국인들이 처해 있는 위기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글을 통해 서양에 알린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66. Lois Hawks SWINEHART
Sarangie: A Child of the Chosen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26]

이  책의  저자인  선교사 

로이스 호크스 스와인하트

(Lois Hawks Swinehart)는 

미국 남장로교회(Southern 

Pres- byterian Church) 출신 

건축가며 선교사였던 마틴 

루터 스와인하트(Martin 

Luther Swinehart, 1874-1957, 

徐路得) 장로의 부인이다. 

그녀는 남편 스와인하트와 

함 께  한 국 에  도 착 한 

1 9 11년부터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을 떠나게 된 

1937년경까지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교 및 봉사활동을 했다. 

스와인하트는 선교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소설의 형태로 

엮어 출간하곤 했는데, 이 책 역시 그 중 하나였다. 이 작품은 소설의 

형식을 빌려 서술되어 있지만 작품의 서술 목적과 전개 구조상 일종의 

‘선교문학’이다. 저자는 이 작품 이전에도 『Jane in the Orient, 동양의 

제인』과 같은 유사한 목적의 선교문학 작품으로 나름대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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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1926년 Fleming H. Revell Company를 통해 뉴욕 

등지에서 출간되었다. 작품의 주인공은 ‘사랑이(Sarangie) ’ 

이다. 하지만 실제 구성은 스와인하트 부인 스스로의 경험을 

선교사  서부인(Suh Pueen)에게  투영해  3인칭화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활자화한  자전적  소설에  가깝다 . (실제로  남편 

스와인하트가 서로득(徐路得)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을 지니고 

있고, 작품 중 서부인은 스와인하트 스스로를 의미하고 있다.) 

기생에서 무당이 된 엄마의 운명처럼 사랑이도 기생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나 서부인으로 상징된 서양 선교사의 도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전형적인  선교소설이다 . 

그러나 이 작품에서 주요 하게 

생각해 볼 점은 서부인으로 

대표되는 서양 선교사들이 

당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방법

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거지 

아이가  “부인 ,  이  나라에 

머물지  마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세요”라고 권고하자 

“난  예수의  명령에  의해 

여기 있고 그분을 모시며… 

내 주인님에 대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너희가 있는 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부분 등이 이 작품의 목적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이러한 종류의 선교문학이 지닌 일반적인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내의 여러 미신과 미개성을 강조하며 기독교를 통해 이들이 

구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당시 한국 

관련 서양 서적들에 자주 등장하는 ‘타율적 개혁 불가피론적’ 시선이나 

‘기자조선설’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서양의 한국과 

한국인 이미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67. Lois Hawks SWINEHART 
Korea Calls!: A Story of The
Eastern Mission Field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29]

이 작품은 1929년 Fleming H. Revell Company를 통해 뉴욕 등지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 역시 저자의 이전 작품들과 기본적인 구성은 

유사하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선교를 결심한 홀트(Frances 

Holt)는 일본을 거쳐 낯선 한국에 도착해 여러 어려움을 견뎌가며 

선교를 지속해나가게 되고,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에게 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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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생활을 꾸준히 알리게 된다. 결국 선교여행을 반대했던 

에밀리도 그녀를 찾아와 만나고 나서 진심과 의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전형적인 선교문학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작 품 에  투 영 된  시 선 은 

저자의 이전 작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녀의 이전 

작품들에 비해 한국에 대한 

묘사가  보다  세밀해지고 

명확해진 특징을 보인다. 

이를테면 본문에서는 주인공 

홀 트 에 게  도 움 을  주 는 

조력자 에이미 캐러웨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풍습이 

직·간접적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  홀트와  에밀리의 

소통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의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아울러 이러한 종류의 선교문학이 지닌 일반적인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내의 여러 미신과 미개성을 강조하며 기독교를 통해 이들이 

구원되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이 작품은 스와인하트 부인의 다른 저작들과 함께 묶여 한국에서의 

저자의 선교활동과 삶, 그리고 그와 연계된 다양한 당시 서양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시선들을 입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인정받아왔다. 

68. Lois Hawks SWINEHART 
Jane in the Orient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24

1924년 뉴욕에서 간행된 『Jane 

in the Orient, 동양의 제인』은 

스와인하트 ( L o i s  H a w k s 

Swinehart)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  저자  스스로의 

한 국 선 교 활 동 이  투 영 된 

전형적인 선교문학 이다. 이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전반부는 

주인공인 제인(Jane)이 일본을 

거쳐 광주에 도착한 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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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풍습과 문화 등을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형식이다. 이 책의 후반부는 제인의 선교활동을 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내용의 현실감을 더하고 있다. 

69. Contance J. D. TAYLER 
Koreans at Home: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London, Paris & New York: Cassel & Co., 1904

1904년 두 차례나 발간된 

이 책은 콘스탄스 테일러

(Constance J. D. Tayler)가 

1894년부터 1901년까지 

조선에서  보고  경험한 

다양한 생활상을 그려낸 

것이다. 스코틀랜드 출신 

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아쉽게도 테일러에 대한 

신상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  다만  독립문을 

지나 서대문 근처의 너른 

한옥에서 문지기와 집사, 

침모와 요리사를 두고 살았다는 사실과 1901년 다른 외교사절들과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만찬을 함께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그녀는 

영국 외교관의 가족이거나 절친한 친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는 당시 조선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자신의 

저술 목적이 조선인의 생활상을 관찰하고 기록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다섯 개의 채색도판과 스물다섯 개의 삽화로 구성된 책은 내용뿐 

아니라 함께 실린 도판 이미지의 사실적인 묘사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테일러가 특별히 관심을 둔 것은 조선인의 용모와 옷차림이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모자의 나라다. 신랑이 쓰는 모자, 기혼남의 모자, 

상을 당한 사람이 쓰는 모자, 스님의 모자, 행상인의 모자, 소 달구지꾼의 

모자, 상점주인의 모자, 심부름꾼의 모자가 다 있다.”고 기록한 

그녀는 많은 종류의 모자가 각각 사회적 신분과 처지, 직업과 용도를 

나타낸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심지어 “잘 때나 돼서야 모자를 벗는다”는 

말로 한국인들을 묘사했다. 네 명의 인물상으로 이뤄진 도판은 이런 

다양한 모자와 머리장식을 스케치한 것으로 각각 결혼한 여성의 쪽진 

머리, 외출할 때의 조바위, 사대부의 정자관과 관모를 보여주고 있다. 

날렵한 눈매와 단정한 입 모양새가 우리네 조부모의 생김을 빼닮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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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그스름한 얼굴의 소년 초상이나 갓을 쓴 남자의 스케치 역시 인물의 

개성이 두드러진 수작이다. 특히 눈을 내리깔고 상념에 잠긴 남자의 

초상은 격동기를 살아내는 조선 선비의 고뇌를 어두움과 빛의 대비를 

강조한 키아로스쿠로(chiaroscuro) 기법으로 표현했다. 테일러는 통역관 

김귀해의 초상도 남겼다. 완성된 그림을 본 김씨는 “내가 정말 이렇게 

밖에 안 생겼단 말인가”라며 투덜댔다고 저자는 익살맞게 덧붙였다. 

고종황제의 시종들을 묘사한 그림은 테일러가 직접 황제의 행차행렬을 

구경하며 그린 것이다. 테일러는 한복의 색채나 갓의 질감 등을 상세히 

묘사하며, 조선의 공예가 일본 공예에 준 영향을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요리에 비할 바가 아니라며 우리 음식을 극찬하기도 했다.

70. Mary Linley TAYLOR 
Chain of Amber
Lewes: Book Guild Ltd., 1992

『Chain of  Amber,  호박 

목걸이』의  저자인  메리 

테일러(Mary Linley Taylor, 

1889–1982)는 언론인 엘버트 

테일러(Albert Wilder Taylor, 

1875-1948)의 부인으로, 

이 둘과 ‘딜쿠샤(Dilkusha, 

이상향)’의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  U P I 

한국특파원이었던 엘버트는 

일 본 에 서  메 리 를  만 나 

인도에서 결혼했다. 메리는 

이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상 깊게 보았던 ‘딜쿠샤’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1917년 상해를 거쳐 

한국에 도착한 뒤, 서울에서 호박색 은행나무가 아름다웠던 곳(지금의 

행촌동)의 대지를 구입해 1923년 같은 이름의 벽돌집을 짓고 1942년 

일제에 의해 추방될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하며 한국에 온 서양인들의 

모임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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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제목인 ‘호박 목걸이’는 엘버트가 메리에게 준 선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책은 그녀의 서울살이 경험에 기초해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독립활동이나 고종황제의 국장과 

같은 당시 주요 사건들, 한국에서 가족생활, 화가이며 예술가였던 

저자의 활동 등이 자서전의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71. Eunice TIETJENS
Japan, Korea and Formosa
Chicago: Wheeler Pub., 1924

유니스 티젠스(Eunice Tietjens, 1884-1944)는 미국의 시인이자 소설가, 

기자, 어린이를 위한 작가, 연설자, 편집장 등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예술가적 관점으로 기록했다. 

이 책은 ‘Burton Holme’s Travel Series’ 중 한 권으로 발행되었다. 책 

속의 한국 편의 제목은  ‘Korea – The Land of Hats’이다. 저자에게 

한국은 모자의 나라로 비춰졌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커다란 모자와 머리모양에 흥미를 가졌다.

저자는 한국 사람들은 마치 마구 자란 아이들처럼 친절하고 단순 

하다고 서술하였다. 그들은 일본인들보다 오랜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본으로 많은 문물을 전파했으나 지금 한국인들은 자치를 

하기에 너무나도 단순한 어린아이 같다고도 하였다. 또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강제병합을 한국 정부의 몰락 때문으로 정당화한다. 한 

나라의 문화나 역사를 이해하려는 시도 없이 단순히 직감에 근거하여 

판단하기도 하였다.

저자에게  한국인은  신체적으로  중국인을  닮았으며  나라는 

미네소타주의 크기이고 한국의 지도는 플로리다주와 비슷하다며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한국을 일반화시킨다. 그녀의 태도는 대체로 

유럽중심적이고 대상을 일반화시키고 아시아의 문화를 대할 때 

서양을 기준으로 서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72. Mary TREVELYAN
From the Ends of the Earth
London: Faber, 1942

메리 트라벨얀(Mary Trevelyan, 1897-1983)은 외국인 학생들, 

특히 아시아인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런던 유니버시티 학생클럽의 

관리인이었다. 그녀는 1937년에 세계여행을 하며 전 클럽 멤버를 많이 



106 107

만났다. 이 책은 클럽 관리인 

들로서의  회고록이자  여행 

일지이다. 

이  책은  매우  정치적이다 . 

관 리 인  으 로 서 의  경 험 이 

저자를 정치적 으로 민감하게 

만들었다. 한국인 클럽멤버가 

한국의 대학부 총장인 척하며 

“한국은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연설을 하는 등 클럽의 학생들이 

정치적인 사건들과 구조들에 

대해 토론하고 풍자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한국을 실제로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의사를 

지지하며 인종적이거나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지 않은 세계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73. Constance TROLLOPE
Mark Napier Trollope: 
Bishop in Corea 1911-1930
London: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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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Lillias Horton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Life in Korea
Boston: American Tract Society, 1904

이  책의  저자인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 1851-1921)는 

1885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로 한국에 와서 평생을 보낸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32)의 부인 

으로 본명은 Lillias Stirling 

Horton이다. 그녀는 1851년 

미국  뉴욕주의  알버니에서 

태어나  의료선교사가  되기 

위해  3 1 세의  늦은  나이에 

시카고여자의과대학(Woman’s 

Medical College of Chicago)에 입학했다. 37세가 되던 1888년 3월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도착하여 제중원의 부인과에서 근무하며 

명성황후의 시의로 활동했다. 1889년 8년 연하인 언더우드와 

결혼하여 다음해 아들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Horace Horton 

Underwood, 1890-1951, 원한경)을 낳았다. 그녀는 남편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에서 선교활동과 교육활동에 전력하다가 1921년에 세상을 

떠나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이 책은 릴리어스 언더우드가 1888년 한국에 처음 도착한 순간부터 

선교 동반자이자 남편인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 한 15년간의 

한국 경험과 그들의 초기 선교활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녀는 

신변안전을 걱정하는 동료 선교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관서지방으로 신혼여행을 겸한 선교여행으로 조선의 내륙을 여행한 

최초의 서양여성이 될 만큼 열정적이고 진취적이었다. 언더우드 

부부의 관서·관북지방 여행에 대한 기록은 서양인 부부의 조선인에 

대한 시선뿐 아니라 서양인을 처음 접한 당시 조선인들의 시선이 함께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내지여행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허가, 지방 관리들과의 교류와 여권의 중요성에 대한 서술은 개항 후 

외국인들이 조선의 내지를 여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경로에 대해 

알려준다.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조선에 도착한지 오래지 않아 명성황후를 

처음 만나는데, 이후 이들의 관계는 명성황후가 시해될 때까지 매우 

친밀하게 발전했다. 명성황후는 릴리어스 언더우드의 결혼선물로 

현금 백만 냥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왕실로 초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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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를 베풀 만큼 각별하게 생각했다.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명성황후가 

지적 능력과 미적 감각을 갖춘 세심하고 자상한 여성이자 유능한 

외교관이며 진보적 정책가라고 평가했다. 릴리어스는 을미사변과 이후 

명성황후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이것은 그녀가 

명성황후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을미사변뿐 아니라 갑신정변, 청일전쟁, 아관파천과 

독립협회운동 등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다툼 속에서 급변하고 

있던 한국의 혼란한 정치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그 시대를 살았던 조선 

왕실과 일반 민중들의 모습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 

정동교회를 비롯해 최초의 토착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 평양과 백령도 

등지에서의 포교활동에 대한 저자의 서술은 한국의 초기 선교활동에 

대한 사료로서 눈여겨볼 만하다. 

75. Lillias Horton UNDERWOOD 

With Tommy Tompkins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5

이 책은 릴리어스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 1851-

1921)가 훗날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을 지내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외아들 원한경을 

조선이라는 동양의 낯선 땅에서 

키우면서 겪은 경험들을 기록한 

것이다.

서문에서  그녀는  “행복한 

서양인  꼬마  소년의  가정과 

어둠 속에 태어난 동양의 가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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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을 비교해 대조적인 삶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해야 조선의 어둠이 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책은 그녀가 남긴 다른 

저술들에 비해 여성이자 어머니로서의 시각이 두드러진다.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서양과 다른 한국인들의 출생, 죽음, 결혼, 휴일, 놀이, 관습 

및 의식주와 일상생활들을 설명하면서 낯선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며 

생기는 고민과 갈등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한국에서 미국인으로 태어난 

아들의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는 부분이나 조선의 열악한 위생환경 

속에서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거나 집의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과정에서 장식품과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집이 어떻게 채색되는지에 울고 웃는 그녀의 

모습을 그렸다. 이는 선교사도 다른 기독교인과 다르지 않으며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그녀의 생각을 직접 보여주는 듯하다.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시 조선의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고아, 맹인, 승려, 노숙자나 정신병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선교사로서의 그녀의 시선과 관찰이다. 이것은 특히 “행복한 서양인 

꼬마 소년” 즉 그녀의 외아들 원한경의 성장과정과 대조를 이룬다. 

언더우드 부부는 원한경을 낳기 전 언더우드가 설립한 고아원에서 

‘폰 가베’라는 이름의 조선 아이를 입양하는데 바로 우사 김규식(1881-

1950)이다. 또한 릴리어스 언더우드와 그녀의 가족은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몇 차례 선교여행을 다녀오는데 여행 도중에 만난 여성들이 

기독교 신자로서 시댁에서 겪는 갈등, 많은 여성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 혹은 고아나 맹인, 정신병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예로 팔리거나 길거리를 전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고아원과 요양기관 등의 사회적 시설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서술은 그녀와 언더우드 가족이 초기 

개신교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펼쳤던 선교활동과 교육사업, 그리고 

사회사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76. Lillias Horton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8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평생을  보낸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32)의 전기이다. 언더우드는 

1859년 런던에서 출생하여 13세가 되던 1872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1881년에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1884년까지 뉴브런즈위크 

신학교(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했다. 1884년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본부로부터 한국의 첫 목회선교사로 임명되어 

1885년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함께 인천에 입국했다. 당시 

조선정부에서는 선교활동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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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쳤다 .  그는  1887년 

벽지전도를 시작으로 서울 

새문안교회와 기독교서회를 

열었고,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하여 성서의 번역사업을 

주관했다 .  또한 ,  1980년 

《한영사전》과 《영한사전》을 

출판하고 ,  1 8 9 7년에는 

주간지 《그리스도신문》을 

창간했다. 나아가 1900년 

기독교청년회(YMCA)를 

조 직 하 고 ,  1 9 1 5 년 

경신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선교활동과 교육활동을 펼쳐나가던 중 건강악화로 

미국으로 돌아가 1916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사망했다. 시신은 조선으로 

옮겨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27년간 그의 곁을 지켰던 언더우드의 아내 릴리어스 

언더우드이다. 그녀는 당시 한국의 풍속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사회에 접근하여 성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언더우드가 의료 선교와 교육 활동을 통해 어떻게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 책은 특히 그녀의 다른 두 권의 

저술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와 『With Tommy Tompkins in 

Korea』과 비교해볼 때, 을사조약 이후 약 13년간의 한국의 상황과 

언더우드의 활동이 그려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 

언더우드가 대학설립과 의료선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미국과 한국에서 

전개했던 연설 및 기금운동과 YMCA 

사업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기록은 

한국의 기독교가 일제의 식민지배가 

강화되어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민족문제와 기독교의 포교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엿보게 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가 그렇듯 이 책 

역시 언더우드와 총독부와의 관계 등 

언더우드의 행적 가운데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누락되고, 선교사로서 남긴 업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인생의 반려자만이 쓸 수 있는 그의 신앙과 

실천, 그리고 고민에 대한 서술은 이 책의 큰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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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Claire Vigneau VAUTIER (Mme Alfred)
and Hippolyte FRANDIN

En Coree
Paris: Ch. Delagrave, 1905

78. Dorothy House VIEMAN
Korean Adventure: Inside Story of Army Wife
San Antonio: The Naylor Company, 1951

텍사스 대학교의 졸업생인 

본  저 자 는  1 9 4 9 년 에 

그녀의  남편이자  주한 

미군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던 Col. Vieman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14개월 

동안 거주했다. (1949년 

4월-1950년 6월)

이 책은 저자가 가족에게 

썼던 편지와 일기를 편집한 

것이다. 프란체스카 (영부 인)

에게 차 마시러 초대받은 

후 어떤 일이 전개되었는지 

언급하지 않는 등 다소 돌발적이며 일관성이 없는 내용들도 있지만 

정보의 조각들로 당시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사교활동, 교류했었던 한국인들과 한국 여성단체의 활동, 서울에서의 

생활, 근대 정치적 상황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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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llasue Canter WAGNER
The Dawn of Tomorrow
Bristol: King Printing Company, 1948

80. Ellasue Canter WAGNER
Korea: the Old and the New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31]

엘라수 캔터 와그너(Ellas-

ue Canter Wagner, 1881-

1957)는 미국 남감리회 

소속의 선교사로, 1904년 

한국에 와서 개성에 정착 

하고 캐롤 선교사와 함께 

개성여학교를시작했다 . 

개성여학교는 1910년 ‘호수돈 

여숙’으로 개칭 되었으며, 

엘라수 와그너가 2대 교장을 

맡았다. 특별히 전도를 통한 

여성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전까지 한국과 관련된 많은 서적들을 집필해 

출간하여 당시 한국의 실상과 현실을 미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작품들에는 한국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들이 담겨있는데, 1931년 

뉴욕에서 간행된 이 책 역시 제목처럼 서구 문물 유입에 따른 신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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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부터 한국의 실상과 생활, 일상생활과 가족, 어린이, 교육, 그리고 

종교 등과 같이 당시의 한국 사회를 조망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81. Ellasue Canter WAGNER
Pokjumie: A Story from the Land of
Morning Calm
Nashville : Publishing House of the M. 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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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llasue Canter WAGNER
Kumokie
Nashville : Publishing House of the M. E. Church

83. Ellasue Canter WAGNER
Kim Su Bang and Other Stories of Korea  
Nashville : Publishing House of the M. E. Church

한국에서  활동하며  여성 

선교와 교육에 특별히 집중 

했던 저자의 활동처럼 그녀의 

작품들은 대부분 한국 여성들 

에 대한 애처로운 시선들이 

내용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선교일지를 

중심으로 ‘한국 여인들이 

겪고 있던 삶의 어려움들과 

고 통 을  전 제 로  그 들 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가난 

속에서도  기쁨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 

새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의 전형적인 선교문학 이야기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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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llasue Canter WAGNER
Children of Korea
London: Oliphants, n.d.

85. Frederica A. WALCOTT
Letters from the Far East: Notes of a Visit to 
China, Korea and Japan. 1915-1916
Woodstock Vermont: The Elm Tree Press, 1917

이 책은 일기를 편집한 것 

이다. 한국 부분은 1915년 

10월 26일경 서울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당시로부터 5년 

전, 1910년에 이미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는 

“우리가 마침내 늦은 저녁에 

서울에 있는 남대문 역에 

도착했을 때, 5년 전 기억 

속에 남아있던 오래된 도시에 

설명이 불가능한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나 있었기에 내가 

마지막  방문했던  이후로 

알라딘과 요술램프가 왔다간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만큼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고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은 이 도시가 훗날 수도가 되거나 일본 제국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법 했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 중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로 한국인들을 대하는 일본 이민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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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에 있었다고 기록한다. 또한 “내가 이 독특한 나라와 수도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우리는 가이드북에 

나오는 여러 장소들과 다른 곳들을 방문했지만 한 달 정도는 쉽게 

질리지 않고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국의 문화와 매너, 그리고 생활 

양식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기에 타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는 말로 한국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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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사랑한 서양의 여성들> 관련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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