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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 연구
-새비지 랜도어(Arnold H. Savage Landor)의『고요
한 아침의 나라 조선(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을 중심으로

이 영 아 (건국대학교)

I. 서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에서 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다는 사실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우등한 민족이 되기 위한 우성인자

의 유전, 우량한 자녀의 생산·양육의 주장이나 위생 경찰제도, 외과수술, 

콜레라 예방 및 우두법 등을 통한 육체의 질병 예방과 치료 정책의 도입

에서도, 그리고 육체의 단련을 위한 지·덕·체의 균형 있는 교육을 주장하

는 조선의 지식인들의 담론에서도 발견된다.1)

이러한 몸의 중요성 부각이나, 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변화의 기저

에는 조선인, 더 나아가 동양인(의 몸)이 서구인(의 몸)보다 열등하다는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의 내면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서구 

및 일본의 제국주의와 함께 밀려들어 온 근대의 큰 물결은 그들을 ‘문명’

으로, 조선을 ‘야만’으로 규정지으면서 ‘이성’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을 식

민화하고 훈육하는 논리들을 점차 만들어 갔다는 것이다. 육체/정신, 여

성/남성, 처녀지/개발, 빈곤/자본, 야만/문명 등의 이분법적 대비를 통하

여 타자와 나를 구분 짓는 일은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의 변종이다. 근대 

이래 서구인들은 자기 이외 지역(특히 동양)을 ‘여성적=감성적=수동적’

1) 이영아,『육체의 탄생』 (서울: 민음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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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존재로 여겨왔으며, 이와 동시에 ‘미개척지=야만적=정체적’인 문명으

로 간주해왔다.2)

사이드(Edward W. Said)는 푸코의 ‘지식/권력의 연계관계’라는 개념틀

을 차용하여, 서구 제국주의의 지배 담론을 통하여 구성된 오리엔탈리즘

의 허상을 폭로하고, 이러한 담론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권력의지를 파헤

치려고 하였는데3), 사이드 이래로 서구인들의 동양에 대한 담론에는 지

배대상으로서의 동양과 상상적 이상향으로서의 동양이라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4), 소위 ‘오리엔탈리즘’적이었다는 것

은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인식의 ‘정설’처럼 여겨져 왔다. 그런데 조선과 조

선인을 목격한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서양인의 조선에 대한 태도 역시 다른 동양에 

대한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개별 방문자로서

의 서양인들이 직접 보고 느낀 조선이 모두 오리엔탈리즘으로 환원 가능

할까? 당시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 조선인의 몸이란 구

체적으로 어떠했을 것인가? 우리가 선험적으로 전제해 버리는 것과 같이 

미개한 땅, 원시적, 여성적, 육체적인 곳이기만 했을까? 또한 그들이 동양 

삼국(한국, 일본, 중국)을 모두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 세 나라에서 공통점

을 더 많이 발견하였을까, 차이점을 더 많이 발견하였을까? 이와 같은 다

양한 물음들이 그동안에는 충분히 제기되지 않아왔던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구인의 조선인의 몸에 대한 시선과 목소리를 구체

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외부에서 보고 배운 것을 내부로 들

여오려 했던 조선의 엘리트들의 서구와 근대에 대한 동경이 동양인에게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조선을 방문한 서구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면화 이전의 그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조선인들과 

접촉함으로써 조선의 엘리트 뿐 아니라 민중들에게까지 이러한 ‘조선적 

오리엔탈리즘’을 실제로 겪고 이에 반응하도록 만들었으리라 추정된다. 

2) 이승환,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유교담론의 지형학-근대 이후 유교 
담론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서울: 푸른숲, 2004), p.21.

3) Edward W. Said, Orientalism, 박홍규 역,『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
고, 2000).

4) 강상중,『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경덕·임성모 역 (서울: 이산,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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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조선적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

적 대비를 통해 일반화되어있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개념을 보다 세

분화하여, 당대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체험과 체감에 의한 조선(동

양)에 대한 인식을 일컫는다. 즉 오리엔탈리즘의 조선적 특수성이 무엇이

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2.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여행기

1882년 조미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독일,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서

구의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하게 되면서 각국에서 파견된 다양한 서양인

들이 조선땅을 밟았다. 이때 조선을 찾은 서양인은 수백 명에 이르는데 

외교관, 교육자, 의사, 군인, 상인, 선교사 등이 주로 많았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대체로 개신교 선교사들의 비중이 컸다.5) 

서양인의 조선에 대한 관심은『하멜 표류기』(1688)이후 달레(Dallet)

의『한국교회사』(1874)와 오페르(Oppert)의『금단의 나라 조선기행』

(1880) 등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이 저술들은 단순한 여행자들의 지적 호

기심을 넘어서서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조

선에 대한 선구적 이해와 조선에 체류했던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많은 서양인들의 한국 관계 저술이 쏟아질 수 있

었다.6)

이를 가장 많이 집대성한 것이 집문당에서 신복룡 교수의 역주로 출간된 

<한말 외국인 기록>시리즈이다.7) 최근 살림 출판사 등에서 출간 중인 <

5) 이배용, 「개화기 서양인이 본 한국 여성의 삶」,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
호 이해』(서울: 국학자료원, 2003), p.229.

6) 같은 논문, p.230.

7) 집문당에서 ‘한말 외국인 기록’시리즈로 발간된 자료를 그 순서대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H.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신복룡 역,『대한
제국 멸망사-한말 외국인 기록1』, (서울: 집문당, 1999); F.A. McKenzie, 
Tragedy of Korea, 신복룡 역,『대한제국의 비극-한말 외국인 기록2』(서
울: 집문당, 1999); W. E. Griffis, Corea:the Hermit Nation, 신복룡 역,『
은자의 나라 한국-한말 외국인 기록3』, (서울: 집문당, 1999); H. N. Allen, 
Things Korean, 신복룡 역,『조선견문기-한말 외국인 기록4』(서울: 집문
당, 1999); J.S. Gale, Korea in Transition, 신복룡 역,『전환기의 조선-한
말 외국인 기록5』, (서울: 집문당, 1999); C.W. Kendall. The Truth about 
Korea, 신복룡 역,『한국 독립운동의 진상-한말 외국인 기록6』(서울: 집문
당, 1999); F.A. McKenzie, Korea’s Fight of Freedom, 신복룡 역,『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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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본 우리>8)시리즈도 비슷한 기획물이며, 이 외에도 조선을 방문했

독립운동-한말 외국인 기록7』, (서울: 집문당, 1999); O. N. Denny, China 
and Korea, 신복룡 역,『청한론 외-한말 외국인 기록8』』(서울: 집문당, 
1999); Paul G. von Moellendorff, A Reply to Mr. Denny, 신복룡 역,『묄렌
도르프 자전 외-한말 외국인 기록9』(서울: 집문당, 1999); Jean-Bapitiste 
Du Halde etc., Kingdom of Korea, 신복룡 역,『하멜표류기 외-한말 외국
인 기록10,11,12』, (서울: 집문당, 1999); E.G. Kemp, The Face of Ko-
rea, 신복룡 외,『조선의 모습-한국의 아동생활-한말 외국인 기록13,14』(
서울: 집문당, 1999); L.H. Underwood, 15 Years Among Top-knots, 신
복룡 외역,『상투의 나라-한말 외국인 기록15』(서울: 집문당, 1999); W.R. 
Carles, Life in Korea, 신복룡 역,『조선풍물지-한말 외국인 기록16』(서
울: 집문당, 1999); G.W. Gilmore, Korea from it’s Capital, 신복룡 역,『서
울풍물지-한말 외국인 기록17』(서울: 집문당, 1999); W.F. Sands, Undip-
lomatic Memories, 신복룡역,『조선비망록-한말 외국인 기록18』(서울: 집
문당, 1999); A.H. Savage-Landor, Corea: Land of Morning Calm, 신복
룡 외 역주,『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한말 외국인 기록19』(서울: 집문당, 
1999); E.J. Oppert, A Forbidden Land: Corea, 신복룡 외 역,『금단의 나라 
조선-한말 외국인 기록20』(서울: 집문당, 2000); I. B. Bishop, Korea and 
Her Neighbors, 신복룡 역주,『조선과 그 이웃나라들-한말 외국인 기록210
』, (서울: 집문당, 2000); S. Bergman, In Korean Wilds and Villages, 신
복룡 역,『한국의 야생동물지-한말 외국인 기록220』(서울: 집문당, 2000); 
H.B. Drake, Korea of Japanese, 신복룡 역,『일제시대의 조선 생활상-한말 
외국인 기록230』(서울: 집문당, 2000).

8) 살림출판사의 ‘그들이 본 우리’ 시리즈는 현재까지 15권이 출판되어 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Luís Fróis , Historia de Japón 양윤선 외 역, 『임
진난의 기록-루이스 프로이스가 본 임진왜란』(서울:살림, 2008.); Alfred 
Edward John Cavendish,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조행복 
역,『백두산으로 가는 길-영국군 장교의 백두산 등정기』(서울: 살림, 2008); 
Minerva L. Guthapfel, The Happiest Girl in Korea, 이형식 역,『조선의 소
녀 옥분이-선교사 구타펠이 만난 아름다운 영혼들』(서울: 살림, 2008); Max 
von Brandt, Ostasiatische Fragen. China, Japan, Korea, 김종수 역,『격
동의 동아시아를 걷다-독일 외교관의 눈에 비친 19세기 조선, 중국, 일본』, 
(서울: 살림, 2008).; 김장춘 편,『세밀한 일러스트와 희귀 사진으로 본 근
대 조선-Korea Illustrated by British Weeklies 1858-1911』(서울: 살림, 
2008).; Félix-Clair Ridel, Ma Captivite dans les Prisons de Seoul, 유소
연 역,『나의 서울 감옥생활 1878-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19세기 조선 체험
기』, (서울: 살림, 2008); Alleyne Ireland, The New Korea, 김윤정 역,『
일본의 한국통치에 관한 세밀한 보고서』(서울: 살림, 2008); Rudolf Zabel, 
Meine Hochzeitsreise Durch Korea Whrend Des Russisch-Kapanischen 
Krieges, 이상희 역,『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혼여행 1904-저널리스트 차벨, 
러일전쟁과 한국을 기록하다』(서울: 살림, 2009); Zenone Volpicelli, The 
China-Japan war:Compiled from Japanese,Chinese,and foreign sourc-
es, 유영분 역,『구한말 러시아 외교관의 눈으로 본 청일전쟁-조선 땅에서 벌
어진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의 충돌』(서울: 살림, 2009);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조은미 외 역,『한국의 역사와 문화-프랑스 문헌
학자 모리스 쿠랑이 본』(서울: 살림, 2009); Henry J. Whigham,『영국인 
기자의 눈으로 본 근대 만주와 대한제국』, 이영옥 역(서울: 살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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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서양인들이 남긴 기록과 이에 대한 국역 출판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많다.9)

그런데 개화기의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조선 정치 및 사회와 조선인

에 대한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연구는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들의 방대함

에 비하면 아직 적은 편이다.10) 이는 이 시기의 외국인들에 의해 기술된 

George W. Gilmore, Corea of To-Day, 이복기 역,『서양인 교사 윌리엄 길
모어, 서울을 걷다 1894』(서울: 살림, 2009); Ellasue Wagner, Korea : the 
old and the new , 김선애 역,『미국인 교육가 엘라수 와그너가 본 한국의 어
제와 오늘 1904~1930』(서울: 살림, 2009); John Ross, History of Corea, 
홍경숙 역,『존 로스의 한국사-서양 언어로 기록된 최초의 한국 역사』(서울: 
살림, 2010); CH. Martin·Henri Zuber, Une Expedition en Coree , 유소연 
역,『프랑스 군인 쥐베르가 기록한 병인양요』(서울: 살림, 2010).

9) 김영자 편,『조선 왕국 이야기-100년 전 유럽인이 유럽에 전한』(서울: 서
문당, 1997); Basil Hall,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김석중 역,『10일간의 
조선 항해기』(서울: 삶과꿈, 2003); Sherwood Hall, With stethoscope in 
Asia : Korea, 김동열 역,『닥터 홀의 조선회상』(서울: 좋은씨앗, 2003); 
Hendrick Hamel, Hendrick Hamel’s report, 유동익 역,『하멜 보고서』(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03); Charles Louis Varat, Deux voyages en 
Coree, 성귀수 역,『조선기행』(서울: 눈빛, 2006); Ernst Oppert, Voyage 
to the Corea, 한우근 역,『조선기행』(서울: 한국학술정보, 2003); Carlo 
Rossetti, Corea e coreani, 서울학연구 역,『꼬레아 꼬레아니』(서울: 숲과
나무, 1996); Hippolyte Frandin, (En) Coree, 김상희 외 역,『프랑스 외교
관이 본 개화기 조선』(서울: 태학사, 2002); Georges Ducrocq, Pauvre et 
douce Coree, 최미경 역,『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서울: 눈빛, 2006); 
Frederic Boulesteix, Pauvre et douce Coree, 김정연 외 역,『착한 미개
인 동양의 현자』(서울: 청년사, 2001); 경기도박물관 엮음,『먼 나라 꼬레』
(서울:  경인문화사, 2003); 서울대학교박물관 엮음,『그들의 시선으로 본 근
대』(서울: 눈빛, 2004); George Rose,『호주 사진가의 눈을 통해 본 한국 
1904』(서울: 교보문고, 2004); Percival Lawrence Lowell, Choson :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조경철 역,『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서울: 예담, 2001); H. N. Allen, 김원모 역,『알렌의 일기』, (서울: 단국대학
교출판부, 2004); Jack London, (La)Coree en feu, 윤미기 역,『잭 런던의 
조선 사람 엿보기』(서울: 한울, 1995); Daniel Lyman Gifford, Every-day 
life in Korea, 심현녀 역,『조선의 풍속과 선교』(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
소, 1995); W. A:son Grebst, I Korea, 김상열 역,『스웨덴 기자 아손, 100
년전 한국을 걷다』(서울: 책과함께, 2005); H. Lautensach, Korea, 김종규 
외 역,『코레아 1』(서울: 민음사, 1998); Norbert Webe, In den diamant-
bergen Koreas, 김영자 역,『수도사와 금강산』(서울: 푸른숲, 1999); G.N. 
Curzon, Problems of the far east, 라종일 역,『100년전의 여행 100년후의 
교훈』(서울: 비봉출판사, 1996); 박영숙 편,『서양인이 본 금강산』(서울: 
문화일보, 1998).

10) 윤경로, 「Homer B. Hurbert의 한국관-한국민족과 역사이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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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들이 학제의 경계선상에 존재하는 연구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

문학이나 한국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구미 문학이나 서양사학을 전

공하는 학자들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있고, 또한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

기 힘든 이중성을 가진 텍스트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자들에게서 도

외시되어 왔다. 

그러다 최근 들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차츰 증대되어 가고 있는데, 대

표적인 것이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의『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이

해』(국학자료원, 2003),『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교류』(국학자료

원, 2004),『개화기 대외 민간 문화교류의 의미와 영향』(국학자료원, 

2005)의 연속적인 연구 업적을 통해 개화기의 “한국과 일본, 한국과 서

양의 민간문화교류의 실상을 구명하고자”한 연구이다. 이 단행본 시리즈

에 실린 여러 논문들 중에서 개화기 서양과 한국의 교류와 관련된 논문들

은 중요한 참조가 될 만하다.11) 이들 논문들에서는 개화기에 한국을 방문

했던 서양인들의 기록들을 다양하게 참고하여 특정 주제(의례, 여성, 한

『한국사상』, 제18호 (1981) ;박윤희, 「서지학적 추적을 통한 한국과 서
양과의 역사적 연구」,『한국학문헌 연구의 현황과 전망』(서울: 아세아문
화사, 1983); 정동귀, 「미국인의 대한국관-태도」,『현암신국주박사화갑기
념논총』(서울: 동국대학교, 1985); 신형식, 「일제초기 미국선교사의 한국
관-Griffis의 ‘Corea, The Hermit Nation’을 중심으로」,『일본식민지지배
초기의 사회분석』 1(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7); 이광린, 
「헐버트의 한국관」,『한국근현대사연구』, 제9집, (1989); 이필영, 「초기 
기독교 선교사의 민간신앙 연구」,『서양인의 한국문화 이해와 그 영향』(서
울: 한남대 출판부, 1989); 손정숙, 「구한말 헐버트의 대한인식과 그 활동」,
『이화사학연구』, 제22집, (1995); 조현범,『문명과 야만-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서울: 책세상, 2002); 박지향, 「여행기에 나타난 식민주
의 담론의 남성성과 여성성」,『영국연구』, 제4호, (2000).; 박지향, 「비숍
과 커즌의 동아시아 여행기」,『안과 밖』, 제10호, (2001); 박대헌,『서양
인이 본 조선-조선관련 서양서지』(서울: 호산방, 1996); 이배용, 「서양인
이 본 한국근대사회」,『이화사학연구』, 제28집, (2001); 신복룡,『이방인
이 본 조선 다시 읽기』(서울: 풀빛 2002); 유영렬,『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서울: 경인문화사, 2004).

11) 여기에 실린 논문 중에서 서양인의 조선,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
으로는 오인영, 「서양인이 본 한국과 한국인」; 이배용, 「개화기 서양인이 
본 한국 여성의 삶」; 윤승준, 「개화기 한국을 소재로 한 영문소설」(이상 단
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저,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이해』, 국학자료
원, 2003. 수록 논문); 김현수, 「19세기말 영국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한국의 
변화상」; 오인영, 「미국여성의 개화기 한국체험」; 송재용, 「개화기 서양
인의 한국 의례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이상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저, 『개화기 대외 민간 문화교류의 의미와 영향』, 국학자료원, 2005. 수록 
논문)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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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개항기의 변화상 등)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시도하고자 하는 주제론적 접근법과 태도를 같이 한다. 

그동안의 이 분야 연구는 한국의 역사상에서나 서양사적으로 중요한 입

지를 차지하는 일부 서양인들 개인의 행적과 기록들을 정리하고 한국관

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12) 분석 대상을 확대13) 하더라도 

그들이 어떠한 언급을 하였는지를 원문을 해석하여 내용별로 분류, 소개

하는 서지학적 분석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4) 무엇보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서양인들의 한국에 대한 시선을 ‘오리엔탈리즘’

으로 모두 환원함으로써 그 안의 다기한 목소리와 균열의 지점들을 소거

시켜버린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조선을 바라 본 타자

의 시선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학계에 소개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관

심과 조명을 촉구하는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이제는 보다 각론적인 차원

에서 하나의 주제의식에 따른 이들 자료의 검토,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몸’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제국주의의 열풍이 불

12) 이와 같은 개별 서양 인물들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는 조정경, 「J.S. Gale의 한
국인식과 재한활동에 관한 일 연구」,『한성사학』, 제3호 (1985). ; 김진각, 
「뮐렌도르프의 조선문명개화론」,『역사교육』, 제16집, 역사교육연구회 
(1989) ; 이광린, 「‘비숍’ 여사의 여행기」,『진단학보』, 제71-72 합본호  
(1991).; 한규무, 「게일의 한국인식과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1989~1910년
을 중심으로」,『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호 (1995); 김현숙, 「구한말 고문
관 데니(O.N. Denny:德尼)의『청한론』분석」,『이화사학연구』, 제23-24
합본호 (1997); 윤경로, 「Homer B. Hurbert의 한국관-한국민족과 역사이
해를 중심으로」,『한국사상』, 제18호 (1981).; 신형식, 「일제초기 미국선
교사의 한국관-Griffis의 ‘Corea, The Hermit Nation’을 중심으로」,『일
본식민지지배초기의 사회분석』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7).; 
이광린, 「헐버트의 한국관」,『한국근현대사연구』, 제9집 (1989); 손정숙, 
「구한말 헐버트의 대한인식과 그 활동」,『이화사학연구』, 제22집, 이화사
학연구소 (1995); 박지향, 「비숍과 커즌의 동아시아 여행기」,『안과 밖』 
제10호, 영미문학연구회 (2001) 등이 있다.

13) 홍이섭, 「벽안에 비친 한국-구미인의 한국연구」,『한국현대사』, 제6호, 
신구문화사 (1971); 여동찬, 「개화기 불란서 선교사들의 한국관」,『교회사
연구』, 제5호 (1987).; 박대헌,『서양인이 본 조선-조선관련 서양서지』(서
울: 호산방, 1996); 최덕수, 「개항기 서양이 바라본 한국인, 한국역사」,『
민족문화연구』, 제30호 (1997).; 신복룡,『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서
울: 풀빛, 2002).;유영렬,『19세기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서울: 경인문
화사, 2004).

14) 정연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서양인의 한국관」,『역사와 현실』, 제34
호, 한국역사연구회 (1999),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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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몸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몸을 묘사하는 과정은 결코 순수하지 않다. ‘누

가’, ‘무엇을’ 그리고 ‘왜’ 묘사하는지 항상 질문해야 한다.15) 특히 서양인

의 조선에 대한 시선과 목소리를 오리엔탈리즘으로 환원시키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다층적인 목소리들을 최대한 선입견 없이 살펴보고, 오히려 그

들이 조선인과 ‘차별화’보다 ‘동일시’하려 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더욱 주목하고자 한다.16)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논문에서 가장 흥미롭게 주목한 저

작은 새비지 랜도어(Arnold H. Savage Landor)의『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신복룡 역주, 집문당, 1999)이다.17) 이 저작이 눈에 띄는 이유는 

첫째로, 그의 방문 목적이 선교나 외교가 아니라는 점, 두 번째로 이 책이 

화가인 그가 직접 그린 그림들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랜도어는 종교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조선을 방문한 것이 아니

었다. 그는 여행가였던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여행을 좋아하는 화

가일 뿐이었기 때문에18)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해관계가 없거나 적은 

상태에서 조선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선교사나 외교관 또는 탐험가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위한 사전지식으로서 종교나 풍습, 제도, 또는 한국에의 

투자 가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음의 서술

과 같은 부분이 종종 등장하여 후발 조선 여행자들에게 안내서로서의 역

할을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띠고 있었다.

15) John Pultz, The Body in Photography, 박주석 역,『사진에 나타난 몸』 (서
울: 예경, 2000), p.21.

16) 이 작업은 본 논자의 선행 연구인 「1910년대 조선인의 타자의 몸에 대한 시
선 고찰-잡지 <청춘>, <학지광>을 중심으로」,『한국문화』 제49집 (2010)
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후에 상술할 것이지만 1910년대를 즈
음하여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양 또는 일본에 의해 만들어 진 제국주의적 시선
을 내면화하였다. 그렇다면 서양인들도 조선인을 보면서 인종주의적 차별론
에 근거하여 조선인의 몸을 무조건 열등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을까? 이것이 
이 논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17) 랜도어, 오페르트, 지볼트를 대상으로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몸을 살
펴본 논문으로 김종갑, 「구한말 외국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몸」,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학술대회 발표(2009. 8.)가 있다. 본 논문과 논의 대상 및 논지
에 있어서 몇 부분 유사점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그러나 이 발표문은 영문
학 및 철학적 관점에서 몸 담론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과 논의의 
전개방식과 논점에 차이가 있다.

18) 신복룡,『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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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수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경험하는 커다란 어려움은 만약 그가 

친구의 집에 머물도록 초대받지 않았을 경우에 숙박할 장소를 찾는 것이다. 

군인들과 날품팔이꾼들을 위한 가장 수준 낮은 주점은 도박꾼과 강도의 소

굴이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호텔은커녕 여인숙조차도 없다. 만약 그때 당신

이 밤을 지새울 보금자리가 없다면, 당신은 속편하게 가장 훌륭해 보이는 집 

대문을 두드려야만 한다.(새비지 랜도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신

복룡 역주, 집문당, 1999, p.92. 이하 랜도어 책의 경우 면수만 표기)

당신(조선을 여행할 독자-인용자 주)은 자신이 조선에 잘 상륙했다고 생각

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외국 풍물이 조선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당신

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나는 물론 단지 비유적이긴 하지만 아주 작은 조랑

말을 당신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p.36.)

그리고 이 책은 저자가 그린 그림 총 37점과 함께 상재되었다는 점도 특

징적이다. 서양인들의 조선 방문 기록들이 대부분 글과 함께 사진을 싣는 

데 반해 랜도어는 자신이 직접 그린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다양한 소

재의 그림을 실었다. 랜도어는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인과 조선의 풍경을 

화폭에 담은 최초의 서양화가이다.19) 그리고 그림이란 서양인들이 찍은 

사진자료들과는 다른, 서양인의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는 시각적 재현물

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시기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수많은 사진기록물을 남겼다는 사실

은 잘 알려진 바이다.20) 개항 초기에 세계에 알려지게 된 조선인에 관한 

사진은 주로 일본 사진가들에 의해서 촬영된 것들이었는데, 하야시 타케

이치(林武一)가 1888년 서울주재 일본공사관에 부임하게 되면서 촬영한 

사진을 모은『조선국진경』(1892)에 실린 조선인 사진이 가장 대표적이

다.21) 하야시는 사진관 스튜디오에서 배경은 제거하고 바닥에 깐 카페트

나 수풀과 같은 기초적인 소품만을 설치한 채 연출 촬영한 사진을 통해 조

선인을 특정한 재현방식으로 그려냈다(그림-1). 그리고 이것이 오랜 기

간 동안 서구세계에 조선인 전체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고착되었다. 이러

19) 송영달, 「엘리자베스 키스의 그림과 삶」,『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
리아 1920~1940』 (서울: 책과 함께, 2006), p.9.

20) 이경민,『제국의 렌즈』 (서울: 산책자, 2010).

21) 김희곤, 「하야시 타케이치와 조선국진경」,『사진으로 보는 조선 1892년』 
(서울: 안동대박물관, 1997),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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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미지들이 1900년대 초에 알레베끄가 제작한 사진엽서나 언더우드

(1904), 프랑댕(1905), 앵거스(1905), 게일(1909) 등의 책에서 반복해

서 게재됨으로써 하야시가 표상한 조선인의 사진이 이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조선인을 바라보는 유일하고 상투적인 시각으로 자리 잡

게 되었다고 한다.22) 

 
(그림-1) 하야시 타케이치(林武一)의 『조선국진경』에 실린 스튜디오에서 
연출된 조선인 사진(출처:  『사진으로 보는 조선 1892년』, 안동대박물관, 

1997, p.135.)

19세기 유럽의 식민정책 내에서 유럽인들은 전형성을 띤 사진들을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대륙의 유색인종의 문화를 자신들과 

그 문화를 정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즉 타자를 어떠한 전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자기동일성을 형성하고자 했던23) 서양의 근대적 

22) 이경민, 「프랑뎅(Frandin)의 사진 컬렉션을 통해 본 프랑스인의 한국의 표
상」,『먼 나라 꼬레(Corée)』 (서울: 경인문화사, 2003), pp.232-233.

23) 최원,「인종주의라는 쟁점-푸코와 발리바르」,『문학과 사회』,75호
(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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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의 발로인 것이다. 사진술은 사진에 찍힌 인물들을 대표적인 

이미지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몸을 상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식민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24)

(그림-2)서당의 모습을 연출해서 찍은 사진과 (그림-3) E. 와그너가 그린 그림.  

24) John Pultz,『사진에 나타난 몸』,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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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 훈장과 학동들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판매용으로 제작된 

것들 중에서 가장 널리 유포된 전형적인 ‘연출사진’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사진은 

1894년 발행된 조지 커즌(George Curzon)의 『극동의 제문제(Problems of 

the Far East)}에도 수록되어 있고, 『더 일러스트레이티드 런던 뉴스(The 

Illustrated London News)}1894년 8월 18일자를 통해서도 진즉에 소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25) 1911년 출판된 와그너의 책에 실린 그림이 위의 사진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렸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림-4)프랑스 화가 셍 쏘베의 1806년판 채색 

판화로 ‘아시아 왕국의 민족들’이란 시리즈의 『

한국의 남녀』라는 그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19

세기 조선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25) 이돈수 이순우,『꼬레아 에 꼬레아니-사진해설판』 (서울: 하늘재, 2009),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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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이 시기 제국주의적 사진이 그 복제 가능성과 전형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촬영 방식이 획일화되고 상투화되었던 

데 반해, 그림은 그리는 사람의 의도와 시선이 보다 직접적이고 개성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다. 물론 이미 인화되어 알려진 사진을 다시 그림으로 

복제한 경우처럼 그림 역시 당대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을 답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그림-2, 3 비교)26) 카메라 렌즈 안에 들어온 피사체는 

모두 기계적으로 담아내는 사진과는 달리, 그림은 순수창작품일 경우 

화가의 생각에 따라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에 많은 차이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화가 셍 쏘베가 그렸다는 ‘한국의 남녀’ 그림처럼 조선인의 

실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는 것도 그림의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그림-4) 

랜도어도 자신이 직접 만나서 부딪혀본 조선과 조선인들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한 외국인 사진들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더구나 랜도어의 경우 이 책에서 

그림과 함께 자신의 관찰, 경험을 글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가 본 조선과 

조선인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몸을 고찰하는 데 있어 

랜도어의 저작은 차후 보다 전방위적인 연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랜도어가 바라본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

랜도어는 조선을 방문했을 때 많은 시간을 거리에 나가 사람들이나 

조선의 풍경을 스케치하면서 조선인들의 풍속과 관습을 관찰하는 일에 

할애했다. 서양인이 서울의 한복판에 멈춰 서서 전통화법과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은 조선인들에게 매우 신기하게 보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랜도어의 주위에는 항상 그의 그림을 구경하는 조선 사람들로 

붐볐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조선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다. 랜도어의 

사교는 외교나 선교등의 공식적인 목적의식이 없이 직접 사람들과 마주 

26) 대표적으로 E. Wagner가『한국의 아동생활』에서 함께 게재하고 있는 자신
의 그림들이다. 여기의 그림들은 소위 ‘스튜디오사진’으로 불리는 하야시 이
래의 연출사진을 그림으로 그대로 옮겨놓았을 뿐 새로운 재현방식을 전혀 보
여주지 못한다. E. Wagner,『조선의 모습-한국의 아동생활-한말 외국인 기
록13,14』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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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랜도어 자신이 

아닌 조선인들이 먼저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왔다는 점도 눈에 띈다.

나는 서울에 몇 달 머무르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보냈다. 

왜냐하면 나는 조선 사람들의 풍속과 관습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 

그들과 가능한 많이 어울렸기 때문이다.(p.91)

몇 달 동안 내가 날마다 거리에서 스케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나를 잘 알게 되었다. 그들 자신은 예술적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예술을 매우 

좋아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으며 인기를 누릴 때도 

있었다.(p.67.)

나는 어느날 평소대로 서울의 동대문 밖에서 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림이 점점 실물에 가까워지자 구경꾼들은 경탄을 

감추지 못하고 나의 붓놀림 하나 하나에 주목하며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일본인들처럼 조선 사람들도 드로잉과 묘화를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나는 구경꾼들이 보여 준 관심에 대단히 만족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작품을 보고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을 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p.74)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중 하나가 개항이 

되었을 때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을 조선인들이 전적으로 배척하고 

무시하거나, 피하고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낯선 외양을 

가진 서양인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호감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1888년 6월에 일어났던 ‘영아소동(baby riots)’처럼, 외국인들이 

조선의 어린아이들을 잡아다 먹는다는 소문으로 인해 조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 서양인들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사건도 일어났다.27)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유 없이 서양인을 오해하거나 배척했던 

것은 아니다. 이 ‘영아 소동’ 사건은 외국인에 의해 사진에 찍힌 적이 

있던 어린아이들이 연달아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이 일로 인해 서양인들이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죽여서 사진을 만든다는 

흉흉한 소문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선교의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죽여 

27) 정성화 ∙ 로버트 네프,『서양인의 조선살이, 1882~1910』 (서울: 푸른역사, 
2008),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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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체로 약을 만든다는 유언비어도 가세했다.

 이 소동은 미국 해군까지 서울에 파견되어 더 큰 무력 갈등으로 비화될 

위기에까지 이르렀다가, 고종이 백성들에게 이 유언비어를 해명하는 

포고령을 발표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처럼 서양인들은 그들이 가진 힘과 

문명의 이기(利器)때문에 조선인들에게 때때로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랜도어의 경우에도 양가집 규수들의 

경우 자신을 보면 ‘양귀(洋鬼)’라는 생각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술회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서양인을 거부감 없이 대했던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며칠 머무르는 동안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모든 

여성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기억난다. 내가 지나칠 때마다 내가 만난 처녀들이 집에 

도착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느껴져, 나는 꿈을 꾸고 있거나 마을에 

있는 모든 집들은 그 마을 여성들의 소유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불현듯 그것은 남의 이목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속임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중에 조선 사람 친구에게 그 문제에 대해 묻고 나서야 조선의 

여인은 외국인 남자와 마주치게 되면 어떤 집이든 문을 열고 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조선 여인의 도덕적 규범의식은 높았던 

반면, 외국인 남성을 양귀(洋鬼)로 보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기 때문이었다.

(pp.65~66)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자주, 조선인들은 서양인의 외양에 

대해 종종 큰 관심과 호감을 표하였다. 20세기 초를 전후하여 한국을 

방문했던 여러 서양인들이 남긴 기록들에 대한 번역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온 ‘한말 외국인 기록’시리즈(집문당)의 역주자 신복룡 교수는 『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에서 이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서세동점기의 한국인들이 서구인들을 기피했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서구인과의 갈등은 지배 계급의 

오판이 빚은 실수일 뿐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는 아니었다”28)고 말한다. 

28) 신복룡,『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p.47. 이 책에서 신복룡 교수는 
1816년 영국인 선장 바배질 홀(Basil Hall: 1788~1844)이 조선을 탐사하
기 위해 백령도를 통해 조선에 들어왔을 때의 경험을 적은『조선 서해 탐사
기(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of the West Coast of Corea)』
(1818)을 예로 들며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다. 홀은 조선의 아이들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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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백인 어린 아이들의 외모는 조선인들 누구에게나 사랑받았다. 

정동교회(현재의 새문안교회)를 설립한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의 아내 릴리안 언더우드(Lillias H. 

Underwood)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궁궐은 물론 누추한 오두막집에 

이르기까지 서양 어린이들을 보고 관심을 보여주지 않거나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거나 또는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는 한국 여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29)고 할 만큼 서양인의 외모는 서양인을 직접 접한 조선인들에게 

호감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랜도어의 경우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보다는 호감을 주었던 듯하다. 

여기에는 그가 서울 거리에서 들고 있었던 것이 총, 칼이나 카메라같은 

문명의 이기(利器)가 아니라 붓과 연필이었다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어기제를 해제시켰다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외모가 

조선인들과 많이 다르지 않은 ‘변장한 조선 사람’같았다는 점(그림-5)도 

주효하게 작용했다.

유럽식 의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선 사람으로 오인됐기 

때문에 나는 「변장한 조선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나는 

나의 새로운 이름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p.90)

파란 눈과 긴 코를 보고 신기해하며 쫓아왔던 일, 그 지역 현감 일행이 자신과 
술을 마시며 손짓 발짓으로 대화로 사귀려 한 일, 주민들이 자신에게 친절하
게 대해 준 일 등을 기록해 놓았다.

29)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American Tract Society, 1908), pp.116~117;정성화 ∙ 로버트 네
프,『서양인의 조선살이, 1882~1910』, p.6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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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새비지 랜도어의 초상 사진

랜도어가 자신이 조선인의 외모와 닮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는 

않았음에도, 실제 조선인들에게 그렇게 보였다고 기록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위의 랜도어 사진을 보면 그의 외모가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흔히 생각하는 서양인의 외모와 다르다고(동양인 같다고) 느낄만한 

면면은 많지 않다. 흑백의 사진이지만 밝다고 짐작되는 살빛, 쌍꺼풀진 

눈, 높은 코, 두상의 골격 등 대부분이 서양인의 일반적인(?) 외양을 띠고 

있다. 그런데도 왜 그는 ‘변장한 조선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까? 

이에 대한 재미있는 해답의 실마리를 주는 것이 랜도어가 바라본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에 관한 언급이다. 랜도어는 조선인이 백인종인 ‘코카서스족’, 

‘아리안족’의 후예인 듯 보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 무리의 한국인들을 눈여겨보면 그들 사이에 거의 백인과 같은 

사람과 그 특징이 아리안족에 아주 근사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리안족은 그 나라에서 상류계층에 속하고 있다.(p.53) 

만일 당신이 조선의 왕족을 예로 든다면 왕과 왕비 그리고 모든 왕족, 특히 

왕비 가문인 민씨 집안은 코카서스족과 같은 백인이며 그들의 눈은 전혀 

치켜 올라가지 않았고, 우리의 눈매와 같이 아주 직선으로 되어 있음을 알 

것이다. 고관 대작의 가문 중의 일부도 역시 유럽인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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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름답게 생긴 한 처녀를 택하기로 하자. 슬픈 듯한 모습의 작은 

달걀형의 얼굴을 가진 그를 보라. 그는 아치형의 눈썹과 긴 속눈썹 때문에 

타원형의 새까만 눈이 부드러워 보인다. 약간 덜 편평한 것이 낫겠지만 그는 

곧은 코와 달콤한 작은 입을 가지고 있으며 눈처럼 하얀 에쁜 아랫윗니를 

드러내고 있다. 당신이 그를 처음 보게 딘다면, 그의 행동을 상당히 

고결하고 침착하게 느끼게 되어 당신은 그를 거의 작은 조상(彫像)으로 

여길 것이다....유럽 여인의 아름다움은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에 비견할 

바가 못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고 체형이 빼어나지도 

않지만, 내 생각에는 극동 민족의 여성들 가운데에서 보기 드문 세련된 

미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매우 흔히 들어온 일본 여성은 

보다 예술적으로 차려 입지만 조선의 비너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밝은 

살빛과 위에 열거한 특성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조선의 여성은 나에게 

유럽 여성의 아름다움의 표준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p.68)

이처럼 랜도어는 조선인이 백인들과 비슷한 인종적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백인 못지 않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조선인과, 또는 조선인이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외모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급들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조선인에게 백인과 비슷한 외양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계층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하층계급의 

경우에는 몽골계 인종으로 보이며, 심지어 흑인계통인 듯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한다. 

막노동자 계층에 속한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인이나 소아시아 

사람만큼이나 얼굴색이 검은 인종들을 이 나라의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p.53)

물론 중류계층은 비록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평상 표본보다는 약간 더 

세련되고 체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몽골리안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방의 이웃인 만주족처럼 그렇게 강인하고 키가 크지는 않으나 많은 

면에서 공통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구려인과 부여족에 의한 빈번한 

침략이 이러한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반면에 보다 하층계급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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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눈이 거의 주된 특징을 이루고 있다. 광대뼈는 튀어 나왔다. (p.54)

이 책에 실린 그의 다음과 같은 그림들을 보면 그가 상류계층의 외모와 

하층계급의 외모를 어떤 식으로 구별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림-6, 7) 평민 이하의 조선인의 모습

            
               (그림-8)물장수의 옆모습       (그림-9)민영환의 초상화

즉 상투를 튼 남자(그림-6)와 떠꺼머리총각(그림-7), 그리고 물장수(

그림-8) 등 중하층계급을 그린 그림에서는 얼굴빛을 매우 어둡게, 눈은 

약간 돌출되면서 치켜 올라간 듯하며 코는 낮게 그리고 있다. 반면 민영환

(閔泳煥, 1861~1905 그림-9)과 김가진(金嘉鎭, 1846~1922 그림-10) 

등 상류계급의 초상화에서는 밝은 빛의 얼굴, 움푹 꺼지고 아래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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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진 눈매, 오똑한 코, 갸름한 얼굴형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매우 자세하게 그린 김가진의 초상화에서는 랜도어가 왜 조선인과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서양인의 외모적 특질

(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엿보인다. 

      
(그림-10) 김가진의 초상. 랜도어는 그의 그림 

솜씨에 탄복한 조선인들에 의해 소문이 나서 

왕실에까지 들어가 여러 왕족, 양반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물론 이러한 그림들을 볼 때나 그의 글을 읽을 때 간과해선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랜도어가 본,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글과 그림만을 근거로 실제로 왕족이나 

양반계층이 모두 백인종의 외모에 가까웠을 것이라거나, 하층민들이 

흑인종의 외모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일 

것이다. 따라서 랜도어의 이와 같은 시각을 당시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이 

실제 어떠했는지를 증명할 ‘사실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각적 재현에 특기를 가진, 즉 대상에 대한 관찰력과 표현력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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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한 서양인의 눈에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이 

계층에 따라 다르게 ‘보였다’는 점만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것이 그가 

방문한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비교해본 결과 갖게 된 생각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다. 

한국인은 곧 중국인이어서 체격이나 용모가 서로 꼭 닮았으며, 만일 중국인을 

닮지 않았다면, 다른 이웃인 일본인을 닮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그들은 그 어느 편도 닮지 않았다. 

물론 이 나라에 중국인과 일본인의 일반적인 용모가 스쳐 간 분명한 흔적을 

남기기는 했다. 내가 구별하려는 특성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특성만큼 

그렇게 두드러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국인은 

분명 몽골족의 다른 나라 국민들과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몽골 종족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 종족 중에서도 

완전히 특징 있는 지파를 형성하고 있다.(...)체격과 혼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선만큼 흥미를 끄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겨진다. 그것은 

마치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종의 표본이 이 조그만 반도에 

정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모든 이주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왔으며 결코 그 반대는 아니라는 이론을 어느 

정도 반증해 줄 것이다.(...)어떻든 종합해 보면 한국인은 잘생긴 인종이다. 

(pp.53-54)

랜도어는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인종의 표본이 이 조그만 

반도에 정착한 것”처럼 보인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만큼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은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유난히 다인종성이 강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앞에 인용되었던 글30)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조선인이 일본인이나 중국인에 비해 체격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사실 조선인 내부에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다는 것이나, 조선인의 몸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등하다’, ‘아름답다’는 점을 

언급한 서양인은 랜도어 한 사람만이 아니다. 조선을 방문했던 많은 

서양인들에게서 그러한 언급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0) “물론 중류계층은 비록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평상 표본보다는 약간 더 세련
되고 체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몽골리안형인 것은 사실이다.”(54면), “ 사람들
이 매우 흔히 들어온 일본 여성은 보다 예술적으로 차려 입지만 조선의 비너
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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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람은 일본인에 비해 체격이 더 크다. 그러나 대부분 5.5.피트를 넘지는 

못하고 건장한 체구와 균형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활기차고 민첩하다. 

그들의 용모는 일반적으로 몽골족의 인상을 연상시킨다. 즉 넓고 거친 얼굴, 

튀어나온 광대뼈, 튼튼한 턱, 넓적하고 찌그러진 듯한 콧부리와 코, 두터운 

입술을 지닌 큰 입,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눈매, 검고 숱이 짙으며 때로는 

적갈색을 띤 머리털, 짙은 눈썹, 가는 수염....그러나 조선 사람은 용모에서 

분명히 두 종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즉 조선 사람들의 콧부리가 치솟아 

있는 반면에 코끝은 다소 처져 있어서 그 용모가 코카서스족에 가깝다. 

그러나 눈의 생김새는 유럽인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에는 광대뼈가 움푹 

들어가고 몽골족에서는 볼 수 없는 얼굴 측면의 뚜렷한 선이 나타난다.

(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Nippon, ; E.J.Oppert, 『금단의 

나라 조선』, 신복룡역, 집문당, 2000, p.27에서 재인용)

조선 사람의 인상을 보면 중국인과는 다른 종족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기 다른 두 민족의 혼혈족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사람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더 크고 건장하며 대체로 활달한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민족에 비해 훨씬 더 몽골이나 북아시아의 야만적인 

유목민을 연상시킨다.(...)나는 그(지볼트-인용자 주)가 내린 결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실제로 그 나라를 여행하는 동안에 인상이 고매하고 

차분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꽤 많이 보았는데, 만일 그들이 유럽풍의 전통 

복장을 입고 있었다면 그들을 유럽인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잘 생기고 준수한 용모와 장밋빛의 피부 그리고 적갈색의 머리털과 푸른 

눈동자를 가진 많은 어린이들은 유럽의 어린이들과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러나 조선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빈번하게 

접한 후에야 나는 조선 사람들을 유럽인의 후예로 여겼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E.J.Oppert, 『금단의 나라 조선』, 신복룡역, 집문당, 2000, 

pp.26-29)

평균 이상의 신장과 힘든 일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지닌 한국인들은 

우수한 종족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정신면으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다른 

면을 보게 된다. 우수한 체력에 비해 정신력은 그에 못 미치는데, 그들은 

분명 최상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마치 너울처럼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동방인 몽고계와 남방인들의 교접에 의해 생겨난 탓으로 한국 

민족 또한 너무나 다른 두 개체간의 잡종 혈통에 가해지는 조기 절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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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법칙의 가혹한 운명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다. 육체적으로는 

아닐지 모르나 지금 한국인들은 정신적으로 쇠잔한 상태이다.(Carlo 

Rossetti, 『꼬레아 꼬레아니』, p.10)

그(이폴리트 프랑댕-인용자 주)의 의도는 우선 한국인과 중국인과 일본인의 

명백한 차이점을 기술하면서, ‘자연인’의 이미지를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아리안족과 몽골족의 후예이다. 아리안족에게서는 흰 피부와 큰 

키, 건장한 체형, 노란 머리칼과 수염을 물려받았다. 한국인은 자신의 육체적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자만심은 그들의 용기를 한층 자극한다. 

날카로운 눈매, 유연한 몸동작은 몽골족으로부터 물려받았다.”(Frederic 

Boulesteix,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 서양인이 본 한국인 800년』, 

p.176)

위와 같이 다양한 서양인들이 조선인의 외모에 대해 다양한 인종의 

후예인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랜도어가 

조선을 다인종 국가라고 본 것이 특수한 생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인이 여러 인종의 혼합을 이루고 있다는 주장은 최근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한국 단일민족설의 허상에 대한 논의에도 맞닿아 

있다. 1933년 이광수의 “조선 민족이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대단히 

단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인 된 이는 누구나 분명히 의식하여 

일점의 의심도 없는 바다”라는 「조선민족론」(동광, 1933. 7)의 언급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단일민족 신화가 확산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31) 이전에는 조선인이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을 갖지 않았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이 여러 명의 서양인들의 눈에 조선인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들이 어떤 의도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을 랜도어의 경우 계층의 문제로 환원하여 이해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문제적이다. 상류층일수록 코카서스족에 가깝고 

하층민일수록 흑인종에 가깝다고 생각한 것은 다른 서양인들과는 달리 

랜도어에게서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계층에 따른 인종 분류는 

조선인에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듯 보인다는 생각보다는 신빙성이 

31) 박찬승, 『민족, 민족주의』(서울: 소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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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이다. 그가 하층민을 흑인에 가깝게 얼굴이 검다고 생각한 것은 

야외에서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을려서이거나 상류층에 비해 자주 

씻지 않아서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계층에 따라 

인종이 분류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상류층이 백인종에 가까워 보인다는 랜도어의 생각은 그에게 ‘

미’의 기준이 백인종이었음을 말해준다. 그가 자신을 ‘변장한 조선 사람’

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았듯 그의 사고 깊은 곳에는 

백인종, 유럽인의 몸이 황인종, 흑인종, 조선인의 몸보다 우월하다는 

백인우월주의가 잠재하고 있었다. ‘상류층=백인종’의 등식화의 매개는 

‘고귀함’, ‘우월함’,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즉, “조선인 중에도 우리‘

만큼’ 우월한 인종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4. 랜도어의 논의를 통해 살펴 본 조선인들의 서양인의 몸에 대한 동경의 

의미

랜도어의 이와 같은 계층에 따른 인종 분류의 사고는 랜도어 개인의 

것이며 완벽히 신뢰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20세기 

이후 조선인들에게 내면화되었던 백인종에 대한 동경을 설명하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해 준다. 

실제로 조선인들은 20세기 초 서양인들 못지않은 (백인우월주의적) 

인종주의 사고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청춘』, 『학지광』 등과 같은 

1910년대 잡지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 지식인들은 서양 또는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제국주의적 시선을 내면화하여 문명「우등인종과 야만」

열등인종이 몸을 통해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청춘』은 제1

호에서부터 「인종」이라는 글을 통해 학자별 인종 분류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은 인종분류학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중립적으로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듯한 논조를 띠고 있으면서도 글 중간에 

‘야만인의 습속’이라는 제목 하에 각각 ‘콩고地方人 夫婦’와 ‘셀론도 西北

山中 베다人’의 사진을 첨부하고 있다.32) 「세계 일등의 야만인」에서는 “

사람으로 생겨나기는 다 마찬가지언마는 현금 지구상 인류간에는 온갖점에 

32) 「인종」, <청춘> 제1호, 1914.9. p.27, p.33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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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 층등이 잇슴을 보겟도다. 구주각국의 인류가 긔껏만껏 더할수업는 

인지와 천혜의 결과로 「문명」이라는 맛조흔술에 취흥이 잠잠하야 좁은 

세계를 넓게 헵쓸고 단이는가하면 아불리가 아미리가내지며 남양군도의 

토인중에는 우리가 수백년 좀더드리켜 수천년이전에 경험이 잇는 극히 

幼稺한 극히 참혹한 금수나 얼마틀리지안이한 상태가 지금까지도 온젼히 

남어 잇스니”33) 그러한 금수와 같이 미개한 야만인으로 호주의 토인(‘濠

太利亞土人’)을 들면서 그들의 지리적 환경, 외모, 풍속, 습관, 지적수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시기 잡지들은 다양한 

글과 사진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한 인종주의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시기에는 한편으로는 문명화의 

필요성이, 한편으로는 인종주의적 차별론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진리인 

듯 받아들여졌다.34)

33) 「세계 일등의 야만인」, <청춘> 2호, 1914.11.

3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영아, 「1910년대 조선인의 타자의 몸에 대한 시
선 고찰-잡지 <청춘>, <학지광>을 중심으로」,『한국문화』, 49 (20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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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1) 잡지 『청춘』에 실린 ‘야만인’의 사진 및 그림들

금수와 같이 미개한 야만인으로 호주의 토인(‘濠太利亞土人’)을 들면서 

그들의 지리적 환경, 외모, 풍속, 습관, 지적수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시기 잡지들은 다양한 글과 사진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한 인종주의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시기에는 한편으로는 문명화의 필요성이, 한편으로는 

인종주의적 차별론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진리인 듯 받아들여졌다. 

조선인들이 해외를 방문했다가 접하게 된 서양인들의 모습 역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 유학생활을 

하여 문학, 신학, 철학 등을 전공했고 돌아와 교육과 선교사업을 하고 1931

년에는 『중앙일보』의 사장으로 취임했던 지식인 노정일(盧正一)35)이 

35) 서경석 ∙ 김진량 편,『식민지 지식인의 개화 세상 유학기』(서울: 태학사, 
2005),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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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미국으로 건너가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 뉴욕 콜럼비아 대학 

등을 다니면서 보낸 유학시절의 기록36)을 보면, 그는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미인’이라 칭하며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품는다. “자유동상 미인께 

키스를 드릴 때 나의 심장에서는 감정이 뛰고 나의 두뇌에서는 이성이 

깨었다.(...)자유의 여신으로 정치와 종교 정신의 상징을 삼은 미국의 

위대함을 존경하는 것보다 그 정신의 상징인 자유의 미인을 사랑하고 

싶고 존경하는 감정이 뛰었다. 내 가슴에 애정이 뛰게 하고 나의 뇌수에 

이성을 깨우게 한 미인의 역사는 어떠한가?”37)라며 열광한다. 

물론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동경은 그의 미국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무한한 

동경은 미주(米洲)라는 이름 속에 묻혔고 자유종 울던 저 대륙은 내가 

여러해 전부터 상상하고 바라던 공화(共和)의 신미국(新米國)땅이라.(...)

숙망(宿望)하던 산빛, 물색을 보려 하며 인문 물화(物化)에 접하려 하는 

나의 가슴의 샘솟는 기쁨(喜湧)이야 참말 작약(雀躍)에 유사하였다”38)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에서의 체류기간도 근 10년이나 되었으며, 

미국 내에서만 해도 네 군데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런 그인 만큼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내포하는 정신적 의미와 함께 그 동상의 

여성이 ‘미인’의 형상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 등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박승철(朴勝喆)도 독일로 

가는 배 안에서 서양 여성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여자들의 경기는 

대단히 민첩하며, 무리의 사람이 둘러서 보는(衆人環視) 가운데 수영복 

입은 여자들의 수영 경기는 일반 군중의 환영을 받았으며, 특히 우리 

동양인의 안목으로 보기에는 놀랬나이다”라며 서양 여성들의 수영복을 

입은 몸과 그 몸의 움직임에 감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광수도 수필 「거울에 마주 앉아」(『청춘』제7호, 

1917.5.)에서 백인들의 외양을 닮고 싶은 마음을 다음과 같이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무엇이, 어디가 달라?」 하였다. 「양인(洋人)의 누런 머리털과 무엇이 

36) 노정일, 「세계일주-산 넘고 물건너」,『개벽』, 제19~26호 (1922.1~8.).

37) 일우(노정일),「自由의 美人, 建國의 聖人: 世界一週 ‘山 넘고 물 건너’의 其
八｣,『개벽』제26호 (1922.8). 

38) 노정일, 「세계일주-산 넘고 물건너(2)」,『개벽』제20호 (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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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어찌해 양인의 머리 터럭에서는 기름이 도는데 내 것은 이렇게 

거칠거칠 해? 양인의 가른 머리는 깨끗하고 향내 나고 위엄이 있어 보이는데 

내 것은 왜 이 모양이야==왜 이렇게 껍진껍진 하고 퀴퀴하고 부스스해?」...

「그래, 꼭 그렇단 말이야」하고 나는 다시 「아무리 별 짓을 다 하여서 

머리를 단장하여도 양인의 것만큼 멋이 못 들어--당초에 자리가 아니 

잡히는 걸......머리 뼈 속에 무슨 발광체가 있어서 그것이 모공을 통하여 

전기모양으로 털끝마다 육안으로 아니 보이는 광선을 사출(射出)하는 

것이다. 그것이 있어서 자연 머리에 광채를 내는 것이다」하고 두 주먹으로 

머리를 퉁퉁 두드려 보았다.39)

이광수는 위 글에서 서양인의 모발을 동경하며 자신이 아무리 단장을 

해도 그들처럼 멋져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서양인들의 ‘머리 뼈 속에 무슨 발광체가 있어서 그것이 모공을 통해 

전기 모양으로 털끝마다 육안으로 아니 보이는 광선을 사출하는 것’

이라는, 허무맹랑한 상상까지 곁들여가며 그들의 모발에 대한 환상을 

드러낸다. 이는 결국 서양인의 몸에 대한 조선인의 열등감에 다름 아니다. 

왜 서양인의 머리털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근거는 없다. 

서양인의 것이기 때문에 멋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와 

같은 열등 인종은 흉내 낼 수도 없는 비밀(발광체와 같은)이 숨어 있을 

지도 모른다고 여긴다. 

김동인 역시 자신이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여성이 금발의 ‘메리’

라는 영국계 혼혈 소녀였다는 점을 자신의 자전적 소설 「여인」에서 

밝히고 있다. “소년의 물과 같이 맑은 마음에 메리라는 블론드(blond)의 

아름다운 콤마가 찍히기 비롯할 때부터”40) 그의 마음속엔 백인 여성의 

외양이 곧 ‘아름다움’의 기준이 된다. 그 때문에 서른 살의 김동인이 

「여인」을 통해 자신의 30 평생까지의 여성 편력에서 진심으로 

사랑한 여성은 금발의 메리와, 그녀를 닮아 사랑에 빠졌던 일본 여성 

세미마루였음을 고백하고 있다.41)

39) 이광수, 「거울에 마조안자」,『청춘』제7호(1917.5.).

40) 김동인, 「여인」,『별건곤』(1930.1.).

41) 이영아, 「김동인의 참사랑론과 소설적 형상화 양상 고찰」, 문학사와 비평학
회 편,『김동인 문학의 재조명』(서울: 새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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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 중에는 소설가 백신애가 중국의 청도를 여행하면서 번화가인 

산동로(山東路)에서 서양 여성들과 중국 여성들의 외모를 보고 열등감을 

느꼈음을 토로하였다. 그녀는 「청도기행」(『여성』1939.5)에서 “

양녀(洋女)의 곧은 자태를 혼을 잃고 그저 바라볼 뿐이다. 두 눈이 

혼돈스러웠다. 양녀는 물론이요 지나 여인까지 머리를 파마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의복의 찬란함과 체격의 훌륭함이며 지나 여인의 곡선미를 

그대로 나타내는 의복미가 모두 시골뜨기 나에게는 구경거리였다. 

인력거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하였다. 길가 쇼윈도에 비치는 내 모양이 나 

스스로 부끄러운 듯하여 화장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42)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인들에게 확산되었던 서양인에 대한 동경은 일차적으로 

사회진화론적 사유와 오리엔탈리즘의 내면화에 의한 것이다. 조선에서는 

1900년대 이래로 우리가 백인종처럼 우등한 인종이 되어야만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되었다. 

조선에서의 인종주의는 사회진화론, 그리고 사회운동 차원에서 전개된 

우생학과 연계되어 있었다.43) 그래서 조선에 수용된 사회진화론은 ‘

우승열패’의 문제뿐 아니라 ‘인위 도태설’의 성격을 띤다.44) ‘인위도태설’

이란 갈톤(Francis Galton, 1822-1911)이 창안한 이론으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내세운 ‘자연도태설’과 대비되는 학설이다. 다윈과 

사촌지간이기도 한 갈톤은 인간혈통은 가축이 개량되는 것처럼 인위적인 

선택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갈톤은 우생학을 

창시, 발전시켰고, 이러한 인위적 선택에 의해 개량된 인종은 진보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인위도태설이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그것이 아직 

열등한 우리 사회와 인종의 진보, 개선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1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갈톤을 직접 

42) 백신애, 「청도기행」,『여성』(1939.5.): 서경석 ∙ 우미영 편,『신여성 길 위
에 서다』(서울: 호미, 2007),  p.222.

43) 전복희,『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서울: 한울, 1996), p.115.

44) 박성진, 「일제하 인종주의의 특성과 적용형태」,『한국근현대사연구』, 제5
집 (1996),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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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장들을 한국사회에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이 근대 초기에 수용한 사회진화론은 인위도태의 입장, 

우생학과 결합된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하게 되었다.45) 이것은 ‘인간육성’

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인종의 유전적 변질의 위험을 제거하고 유전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는 자들을 선택하고 유전인자의 자연도태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46) 

그러나 랜도어의 사례에서 조선인의 백인 동경 의식의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 즉 백인종의 외모가 상류계층 조선인의 외모에 가깝다는 것, 

그것이 선천적인 것이든 환경에 의한 후천적인 것이든 상류계층일수록 

백인종의 외모와 가까워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조선인들로 하여금 백인의 

외모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측면에서의 백인종에 가까운 몸에 대한 동경은 단순히 

개항 이후에서야 생긴 것이 아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계급 상승 욕망에 

의해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상류계급이 지닌 외모의 표지들을 ‘미’, ‘선’의 

기준으로 삼고 모방하고 지향해 왔던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1890년 조선을 방문했던 영국인 화가 새비지 랜도어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중심으로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몸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는 선교 및 외교 등의 이해관계 없이, 

화가로서의 관찰력과 섬세함을 가지고, 그리고 조선인들과 호의로 직접 

부딪혀가며 조선을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랜도어는 조선인이 자신과 

비슷한 외모를 지닌, 즉 백인종의 외모를 닮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점 때문에 랜도어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조선에 대해 좀 더 

친숙함을 느꼈고, 조선인이 동양 3국 중 가장 뛰어난 몸을 가진 인종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조선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고 조선의 

왕족, 귀족들에게만 국한된 생각이었다. 반면 하층민들은 몽골족, 심지어 

흑인종에 가까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말하였다. 

45) 박성진,『사회진화론과 식민지 사회사상』(서울: 선인문화사, 2003), 
pp.62~63.

46) 전복희,『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서울: 한울, 1996),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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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와 같은 서술과 그림은 비슷한 시기 조선을 방문했던 다른 

서양인들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 조선인의 다인종설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지볼트, 오페르트, 로제티, 프랑댕 등도 랜도어와 비슷하게 

조선인이 백인종과 몽골족의 혼합 인종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조선인의 몸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러 서양인들의 서술에서 그동안 우리들이 흔히 생각했던 

서양인의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사고에 있는 균열, 근소한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랜도어는 계층별로 인종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서양인들과 구별된다. 그의 계층에 따른 인종 분류는 그에게 잠재해 있는 

백인우월주의적 사고의 발로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언급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의 백인종에 가까운 외모에 대한 동경을 오리엔탈리즘만이 

아니라 계급 상승 욕망 때문으로 해석할 또 다른 여지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  



Homo Migrans Vol. 3(Nov. 2010)

36

<Abstract>

A study of Western’s viewpoint on the body of Korean

Lee, Young-Ah

 This paper examined how the Western visitors saw the 

body of the Korean, focused on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written by Arnold H. Savage Landor. He was a British 

painter and traveler. He visited Korea in 1890. His visiting did not 

have any other intention than travel and paint. That is, he had no 

specific reason for his trip  such as a mission work or an economic 

invasion. Therefore his description of Korean was distinctive from 

other Western visitors to Korea. 

 Arnold H. Savage Landor was called “disguised Corean” for 

he was always mistaken for one, notwithstanding that he dressed 

in European clothes. He said, “As for several months I was seen 

day after day sketching in the streets, the people got to know me 

well, and since the Coreans themselves are very fond of art, (...) I 

made numerous friends among them, and even, I might say, become 

popular.” So, he had a sense of closeness, and he seemed to like 

Korean. 

 It is more interesting that he said that some Korean people 

resembled white people. But he said that the coolie classes looked 

like Africans, while the feature of higher classes people closely 

approached Aryan. This thought is interesting in terms of two 

points. The One is the racial feature of  Korean was different from 

other Asian such as Chinese or Japanese and close to European 

people. This note is found in many other Western visitors at 

that time. The other is, however,  Landor’s viewpoint was based 

on classism. He jumped to a conclusion that the body of higher 

classes was superior to that of the lower classes and he assumed 

that the European(white) body was superior to Asian(yellow)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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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n(black)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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