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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1. ( )正祖

정옥자 조선후기 문화 전성기인 세기는 진경시 이다 이 시 에 탕평정치를 기반으로 : 18 ‘ ’ . 
국가의 통합력이 강화되고 문화가 융성하 다 숙종 에 이 문화의 토 가 놓 고 이 문화의 . 
전성기 던 조 에는 조선 전기 문물을 조선 후기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정리했다 정조. 
는 규장각이라는 문화정책 기관을 설립해 문화국가로서의 면모를 한껏 과시한 조선 문화의 난
숙기 다 이 시기는 동시에 난숙함에 부수되는 퇴폐적 분위기와 수반되었다 이는 성리학 이. . 
념에 입각한 농경 사회에서 상공업 사회로 조선 사회가 이행하는 추세와 조응하 다 정조는 . 
이와 같은 조선사회의 전환기에 기존 질서의 유지와 사회적 요구의 부응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았고 이에 조선중화사상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학사상을 도입하 다 조선의 문치주의는 , . 
정조시 에 활짝 꽃피었다. 

이태진 국왕과 사 부 중심의 민본사상 이 세기에 이르러 탕평군주에 의해 국왕과 백성: ‘ ’ 18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정치의식 곧 민국사상 으로 발전하 고 그것이 민주주의 수용, ‘ ’
의 기반이 되었다 특히 정조는 서양 근 사의 계몽절 군주에 비견되는 존재 으나 사후 적. 

적인 정치세력의 의도적인 파괴에 의해 정조의 노력이 무너졌으며 이후 고종 에 들어와 정
조의 유산을 기반으로 조선왕조의 근  개혁 노력이 추구되었다. 

유봉학 정조시  개혁정치는 정조가 청론사류를 지지 기반으로 하면서 그들의 우현좌척론과 : 
학문정치론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상이한 정파의 공존을 위한 의리탕평론을 접목시킨 데서 가
능했다 정조시  개혁정치의 최  성과물은 화성 신도시의 건설이다 화성 신도시는 경화사. . 
족 출신 실학자들이 정조를 도와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적용하여 건설한 실학의 도시 다 이. 
들 실학자들은 북학과 서학의 연구 성과를 화성에서의 개혁 시책에 적용하 고 사회적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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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괄적 응책과 농업과 상공업 진흥을 통한 생산력 증  방안을 실험하 다 그러나 정. 
조의 왕권강화론과 신료의 사림정치론의 간극이 컸고 정조 사후 정조의 측근 신료에 의해 정, 
조의 개혁정치는 무산되거나 굴절되었다. 

박광용 세기 조선사회는 정치 사회적 정책의 측면에서 문벌 지역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 18 , , ․
과 사회를 통합하려던 시기다 붕당정치를 끝내고 탕평정치 시 를 열겠다는 정조의 새로. ․
운 정치적 표방이 이를 뒷받침했다 곧 크게 하나 되는 탕평정치가 도달하려 햇던 마지막 귀. 
결은 모두 같이 되는 동정치 던 것이다 조선사회는 붕당에서 탕평으로 탕평에서 동으. , 
로 전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동으로 전전하기 전에 정치적 탕평이 무너지고 말았다 정조 시 의 정치. ․
개혁과 문예부흥의 걸림돌은 이데올로기 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적과 동지라는 편가르기에 . 
이용되면서 언제나 탕평과 동의 적이었다 이른바 조선만이 유일한 순정 주자성리학의 나. 
라 마지막 남은 의리와 명분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내건 조선중화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데, . 
올로기 못지 않게 또다른 걸림돌은 지역주의와 문벌주의 다 서울 지역의 귀족 문벌이 정치 . 
권력을 독점한 세도정치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돌려놓았다.

박현모 정조시 의 키워드는 성왕 과 경장 이다 정조는 국왕 스스로 성왕을 자처하고 군사: ‘ ’ ‘ ’ . 
임을 천명했다 중국 고  성왕이 권도를 가진 능동적인 개혁정치가 음을 강조했다 삼 의 . . 
정치를 이룩한 요순이 소극적인 군주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치가 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 점. 
을 살려서 국왕이 국정 운 의 최고 책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이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적과 싸우고 협상하는 현실 속의 정치가임을 부각했다 정조가 꿈꾼 이상정치란 비유. 
컨  만천명월의 정치 곧 임금 달빛 과 신민 시냇물 사이를 가리는 구름 같은 중간세력이 , (= ) (= ) 
제거된 정치 다 임금과 신민의 단계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조의 제반 개혁정책은 강력한 . 2
중앙집중적 권력구조를 형성하 고 갑작스런 국왕의 사망으로 세도정치라는 견제받지 않는 , 
강력한 문벌정치를 낳았다 따라서 정조 사후 년간 세도정치는 정조시 에 배태된 것이며. 63 , 
정조의 개혁정치는 조선왕조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김인걸 정조와 정조시 의 역사상은 단일하지 않다 정조 스스로 모순되는 태도를 보이기도 : . 
했지만 연구자가 저마다 의식하는 근 에다 정조시 를 연결시켜 했던 조급함 때문이기도 했, 
다 정조를 유교적 계몽절 군주인지 여부를 고찰해야 할 정도로 학계의 학문적 토 가 빈약. 
한 것은 아니다 이에 정조시 를 설명하기 위한 지표로서 자아인식 을 설정했다 그것은 청. ‘ ’ . 
과 비되는 조선의 문명적 인식이었다 정조는 조선의 문화를 청 의 문화적 성취에 뒤떨어. 
지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했고 조선의 본국력을 채택하면서 동방본색 을 지킬 것을 당, ‘ ’
부하 다 정조의 학문관과 정치관은 예 주자학 왕도정치 명의리론 탕평론 군사론 정. ( : , , , , ) 
조만의 것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패러다임으로 누구도 시도. 
하지 못한 공과 동 소통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 다 공천하의 이념 하에 지역 , , . 
간 계층 간 소통을 추구한 정조의 노력에서 공적 자아에 한 인식을 발견한다.

오수창 정조의 왕정과 서양의 절 왕정의 비교는 두 현상에 한 역사적 조건에 한 심층: 
적인 이해를 결한 피상적인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세기 조선의 탕평정치에서 사회전체의 . 18
진보를 성취하는 계기를 확인하기 어렵다 세기 국왕의 탕평정치는 세기 사족의 붕당정치. 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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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러낸 폐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왕 자신이 일부를 이루는 구체제를 극복할 기제를 , 
창출하지 못했다 탕평정치의 성과가 작지 않더라도 본질적으로 해체 단계에 접어든 구체제의 . 
수습책에 불과하다 조선의 근 적 전망은 세기 국왕이 소민을 보호하는 방향보다는 세기 . 18 19
민이 국가와 결하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세도정치2. ( )勢道政治

한국역사연구회 세기정치사연구반 세기 전반 정치권력은 소수 가문과 비변사에 집중되19 : 19
었다 탕평정치기 권력 집중의 초점이었던 왕권의 위상이 하락하고 소수 가문이 그 자리를 . 
신 차지했으며 일반 관서 사이에 권력이 배분되어 서로 견제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비변사에서 
주요 관서의 정치적 기능을 부분 흡수하 다 특정 유력 가문으로 구성된 소수 권력집단이 . 
비변사의 주요 당상관직을 차지하여 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다 소수의 권력집단이 . 
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결과 수구성 폐쇄성 경색성을 갖게 되었고 사회세력은 물론 기존 , , , 
지배층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의 논리로부터도 괴리되었다 그들은 시  과제를 해결하지 못, . 
했고 이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 국가 권력과 관료 체제는 부정의 상이 되, 
었다.

김명숙 세기 정치사 연구의 문제점은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의 외척 세도 가문으로서의 : 19
공통점만 초점을 맞추고 세도정치의 파행성을 드러내는 수준 이상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 또 , 
순조 헌종 철종 시기와 원군 집권기의 정치적 상호관계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 ․ ․
이 책은 기존의 새도정치 연구가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을 중심으로 세도정국을 설정했던 방
식에서 벗어나 세도정치기 최 의 갈등관계를 안동 김문 세도정권과 이에 한 비판세력으로 , 
결집한 반외척세력으로 파악하고 반외척세력의 전개 과정과 정치론에 해 검토하 다 구체, . 
적으로 효명세자 리청정의 정치사적 의의 순조  김재찬의 정치활동과 정치론 헌종  조, , 
인 과 김정희의 정치활동과 정치론 반외척세력과 원군집권기 정치세력의 관련 양상을 고, 
찰하 다 그러나 세도정치기의 핵심 정치 세력인 안동 김문에 한 선행 연구가 부재한 가운. 
데 반외척세력의 정치활동과 정치론을 연구했다는 한계가 있다.

박현모 세도정치기는 조선왕조를 지탱시킨 공론정치가 마비되고 탄력적인 외정책이 단절: 
된 시기 정조의 행정개혁에 의한 중앙집권력 권력구조가 왕 비 및 외척세도가에 의해 자의. 
적으로 행사되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와 중국에 한 지나친 의존 일본과 . , 
서양 사정에 한 폐쇄성으로 정조시기의 사회적 역동성이 크게 위축.
전체적으로 정조 사후 년은 무기력한 언관과 특정 외척가문에 속한 재상들의 현상유지적인 63
태도 그리고 취약한 국왕의 개혁의지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의 공백기 고 또한 사 교린의 , ‘ ’ , 
탄력적인 외정책이 붕괴된 외교의 공백기 으며 조선왕조의 장기지속성을 가능케 했던 공‘ ’ , 
론정치 메커니즘이 형해화된 시기 다. 
결론적으로 세도정치기의 잘못된 정치는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현상유지 정책을 취했거나 사‘ ’ 
사로운 권력을 추구한 정치 실권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순조 의 김조순 헌종 의 조. , 
인 철종 의 정원용 등은 정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 어두운 시 의 무능력한 위정자 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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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원림 순원왕후는 순조 치세에는 왕비로 역할을 했고 헌종과 철종 치세에는 국가 경 의 : 
실권자 다 그녀는 여군을 자처할 정도로 권력욕이 강했다 순원왕후가 조선 역사에 막강한 . . 

향을 미쳤음에도 지금까지의 역사는 안동김씨 세도정치만 말하고 순원왕후를 외면했다 순. 
원왕후를 도외시하고 안동 김문과 풍양 조문의 립 시파와 벽파의 립 김조순의 세도 등, , 
을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유력 가문에 의한 세도정치라는 개념은 실제로 권을 행사했. 
던 순원왕후의 독재정치를 정면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순원왕후가 집정한 시기는 아직 조선이 독립을 유지하 고 부국강병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
다 헌종이 친정을 시작한 후 정계의 균형을 잡아 척족정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 . 
나 순원왕후가 재집권하여 김씨 독재를 강화했다 국민을 아사지경으로 몰고 국가를 무방비상. 
태로 만들어 민심의 이반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했다 고종에게 혼란한 사회와 파산 상태의 재. 
정 무방비 상태의 국가를 물려 주어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책임이 순원왕후에 , ,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유봉학 정조 사후 조선의 정국은 일면적으로 단절의 성격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조시 의 : 
연장이다 정조시 의 우현좌척론으로 무장해 외척세도 가문과 투쟁하는 관료도 있었고 규장. , 
각과 장용  중심으로 했던 정조의 왕정을 모델로 하는 왕권 강화책이 헌종과 고종 에 재차 
추진되었다 정조시  개혁을 뒷받침했던 북학과 서학의 흐름은 서울의 위항 지식인 사이에 . 
널리 확산되어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지식과 사상으로 기능하 다 반면 정조가 강조했던 . 
정학 곧 정통주자학은 산림의 쇠퇴와 함께 사회적 위세가 추락하여 지방의 향유가 계승하는 , 
정도 다 이처럼 정조시  이래 조선의 지식인은 나름의 응책을 강구하고 처해 나갔다. . 
그러나 식민사관이 부풀린 세기 암흑시 론 에 짓눌려 이 시기의 변화와 발전의 기본 사실‘19 ’
에 한 연구조차 도외시하거나 포기했던 감이 있다 지식인의 개혁 노력과 그 위에서 진행된 . 
사상과 문화의 발전 과정을 기존의 선입관으로 과소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오수창 조선후기 지배층의 정치론인 붕당론과 탕평론은 세기에 들어와 모두 파열하 다: 19 . 
정치세력 중 남인은 실제 군주의 전통적 권위와 권력에 의지해 색다른 출구를 찾지 못했고 사
회세력 중 중인은 기성 지배체제에 편입을 시도할 뿐 체제 전체의 위기 상황에 둔감했다. 19
세기 세도정치는 세기 탕평정치와의 급격한 단절이 아니었고 붕당정치 환국정치 탕평정치18 - -
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정치사의 계기적 귀결이었다 그러나 붕당론과 탕평론 같은 지배층의 . 
정치론이 좌초한 후 정치사의 핵심주제를 더 이상 지배층의 정치형태에서 구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세도정치를 통해 시  정치의 본질적 의미에 접근할 수는 없다 정치사 탐구의 주된 과. . 
제는 국왕이든 붕당이든 정치론이 좌초된 지배층 중심 또는 세도정치 중심의 설명에서 벗어
나 민 일반의 정치적 인식과 동향에 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기는 민과 국가권력, . 19
이 직접 립하는 시 다.

흥선 원군3. ( )興宣大院君

황현 원군이 국정을 맡았던 갑자년부터 계유년까지 년 동안은 나라 안이 떨며 두려워: “ 10
해 백성들은 서로 혀 놀리기를 경계하며 조정에서 하는 일은 감히 말하지 않았다 마치 귀신. 

-  26  -



이 문을 두드리며 와 있는 것 같이 꼼짝 못하고 살았다.”

제임스 팔레 원군은 초기의 근 주의자나 서구주의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국내 : . 
개혁정치가 서양 이념에 의해 고취된 것도 아니고 한국 사회의 근 적 변혁이 목표도 아니기 
때문이다 원군의 기본 목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민층의 불만 요인을 제거하고 전통 질. 
서를 파괴하는 이단 종교를 없애고 군사력을 구축하여 국가와 왕조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그. 
의 접근 방식은 이상주적의적이라기보다 실용적이었다 원군의 개혁은 여러 이유로 실패했. 
는데 그것을 구질서의 구조와 동력의 관점에서 충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 
이 책은 조선왕조의 장기적인 안정성 그리고 그 안정성을 결과한 국왕과 관료의 상호관계 및 , 
중앙집권적 정부 구조와 귀족적인 사회체제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산출된 형평에 초점을 두고
자 한다 국왕과 귀족 사이의 형평은 안정성의 지속에는 유리했지만 외압의 도전에 응하는 . 
중앙 권력의 확장에는 장애물이 되었다 국왕은 너무 많은 제약을 받았고 관료는 항상 국왕의 . 
권위에 예속되었다 원군은 이를 극복하고자 치열하게 투쟁했으나 결국 실패하 다. . 

성 경 원군은 보수정치가 다 원군 정권의 개혁적 성격을 강조하는 시각은 잘못이다: . . 
원군이 시행한 정치는 붕괴의 위기에 처한 봉건제도를 수호하는 보수적인 독재정치 고 그, 

것이 일시적으로 농민에 한 지주의 수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원
군정권의 진보성으로 읽힐 수는 없다 역사학계의 원군 평가는 외정과 내정을 확연히 구분. 
하여 전자에 해서는 잔학한 폭군 후자에 해서는 과감한 개혁정치가로 상반되게 서술한, 
다 그러나 동일한 정권의 동일한 정책이 내 외의 차이에 따라 이중적으로 평가받아서는 . , , 
곤란하다 내이든 외이든 봉건제도의 수호와 유지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 , 
원군 정권은 반역사적 보수정권이다.

연갑수 원군은 쇄국론자 는가 원군 집정기는 전형적인 쇄국의 시 로 간주되지만 실: ? 
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쇄국 은 이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쇄국정책이' ' . 
란 용어는 성립할 수 없다 더욱이 년 일본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의 의미가 조선의 개. 1876 '
국 이었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상 적으로 그 이전 시기를 쇄국 이라고 불렀던 관행의 향' ' '
이 컸다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년의 조일수호조류를 개국 의 시점으로 잡은 데에 있다. 1876 ' ' . 
그러나 조선과 서양의 관계는 원군 집권기를 거치며 계기적으로 진전되고 있었기 때문에 , 
결코 조선의 개국 은 조일관계에 의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조선의 시장' ' . 
은 청 무역을 통해 조선에 유입되는 서양 면직물을 매개로 년 부터 세계자본주의에 1830
깊숙이 편입되고 있었다 년의 조일수호조류는 그러한 편입 과정이 고양되는 또다른 계기. 1876

을 뿐이다. 

연갑수 원군은 당시 정세를 조선왕조의 건국 초기 상황에 비하 다 조선왕조의 건국은 : . 
원의 멸망과 홍건적 왜구의 침입 등 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수립되었다는 , 
주장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조선 건국기에 한 강조는 사. 
림 집권 이후 조선 사회의 성리학 전통에서 자유로운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념적 
지평의 확 에 기여하 다 국내정책이 개혁적이고 외정책이 반침략적이었던 원군 집권기. 
에 해 사람들이 그토록 공포스런 정치적 분위기에서 살았고 민생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무
엇인가 그것은 수탈에 기반한 부국강병정책의 한계이다 경복궁 중건부터 시작하여 지방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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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소모성 지출이 심각한 재정 확 가 전개되었다 신분적 특권을 배제. 
한 공정한 과세를 통해 조세 부담을 덜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고 결국 원납전과 같은 자의
적인 수탈이 이어졌다.

김병우 성 경 제임스 팔레 연갑수 등에 의해 원군 정치권력의 기반으로 종친부의 중요: , , 
성이 부각되고 원군과 종친부의 관계에 한 설명들이 뒤따랐다 이 가운데 연갑수에 의하. 
면 원군은 종친부의 권한을 확장시켜 종친부를 통해 재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에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군의 권력 행사를 사적인 것으로 인식했고. , 
세도정치의 관행에 따라 원군이 사적인 역에서 공적인 국가기구를 장악할 수 있었다고 보
았다 그러나 원군의 권력 행사는 언제나 제도적 장치에 의한 합법적 공식적인 것이었다. , . 

원군의 정책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는 문제를 넘어서는 본질적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통, 
치정책에 불과했고 따라서 그의 제반 개혁정책은 사회 모순에 한 근본적 개혁이 아니라 정, 
치권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통치가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의 정책에 하여 부국강병정책이라. 
는 타이틀로 근 의 징표를 부여하기 어렵다. 

강화도조약과 개항4. ( )開港

박준형 조선의 개항을 바라보는 시선은 가지 단락으로 구분 가능하다 첫 번째 단계는 일: 3 . 
본에 의한 조선의 개항을 근 의 시점에서 어두움에 내린 빛으로 보는 관점이다 쇄국 조선에 . 
처음 문호개방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는 연구 개항 과정에서 조선 정부의 무지함과 일본 정, 
부의 완만함을 비판하는 연구가 그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조선의 개항을 불평등의 시작으로 . 
보는 관점이다 개항장에 설치된 거류지라는 침략적 공간을 직시하는 연구 불평등조약체제의 . , 
거 구조에 강화도조약을 편입시켜 보는 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항 이후 내재적 .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여 일본과의 제 차 개항 구미와의 제 차 개항을 구분하는 연구도 시도1 , 2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전근 의 시점에서 개항의 불평등을 새롭게 성찰해 보는 관점이다. . 

년 한청통상조약에서 불평등의 극복을 독해하는 연구 서양의 사재판권은 전근  중국1899 , 
의 법체계에 비추어 보면 불평등이 아니라 합리성으로 설명된다는 연구가 있다. 

김종학 강화도조약은 일본 정부로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오쿠보나 : . 
이토 등 일본 정부의 실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도박이었다 이 조약은 강제에 의한 . 
조약이 아니라 차라리 기만을 통한 조약에 가까웠다 무력 시위를 통한 강제성을 강조할 경우 . 
무력이 강한 일본이 무력이 약한 조선에 해 불평등조약을 강제한 것이 불가피했고 결과적으
로 조선이 일본으로 인해 근  조약을 체결했다는 인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의 본. 
질은 일본이 정치적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안된 거 한 쇼에 가까웠다.

한승훈 국은 강화도조약 당시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자국의 이익과 직결해서 생각했다: . 
국은 조일 갈등이 러시아의 침략을 유발시키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국의 상업상 이

익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 다 강화조약 이후 조선과 일본의 갈등은 러시아의 개입을 초래. 
할 것이라 의심되지 않았기에 국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년 러시아와 청의 .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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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지역 국경 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조선 침략설이 유포되자 국은 러시아의 조선 독점
을 막기 위해 조선에 한 문호개방을 추진하 다 국은 조선의 외 위기가 발생하고 러시. 
아의 침략이 우려되면 간섭정책을 펼쳤고 조선의 외 위기가 감소하고 러시아의 위협이 감소
하면 개입하지 않는 고립을 선택했다 강화도조약 때도 그랬고 러청 이리 국경 분쟁 때도 그. 
랬다 따라서 조 조약은 단순히 조미조약의 후속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

이시카와 료타 개항기의 국제경제 특히 무역 연구는 조선 상인의 해외 시장 거래가 적었기 : , 
때문에 개항장에서 외국인 상인과의 관계가 검토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상인의 활동이 조선의 . 
개항장만으로 완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개항장 내에서 조선 상인과 치하는 국면
만 잘라내 분석한 것은 불충분한 연구이다 일본사 연구에서 메이지유신 전후의 외압 에 한 . ‘ ’
연구가 정치사 경제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외압 에 관한 외국인 측 사정을 충분히 , ‘ ’
검토함이 없이 일본이 어떻게 외압 을 받아들 는가에만 주목하는 일면적인 연구라는 비판도 ‘ ’
나왔다 조선의 경우도 국제 시장의 구조나 그 안에서 상인의 이동 네트워크의 기능 등을 전. , 
체적으로 분명히 한 위에 조선 상인의 위상을 검토해야 한다 조선인 상인의 외압 에 한 . ‘ ’
응도 국제 시장의 광역적 변동의 일부로 자리매김 되어야 세계사적 의의가 드러날 것이다.

안종철 강화도 조약 당시 조선은 휘튼의 국제법 서적을 갖고 있었고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 , 
체결한 것은 명목상 구래의 수호 회복을 위해서 지만 실질적으로 국제 사회에 참여한 결과가 
되었다 년  유럽의 국제법적 질서는 동아시아에서 확고하게 정착하지 못했고 주권 . 1860~70
개념에 기초한 동아시아 각국의 만남은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한국 민족주의자가 주장하듯 . 
강화도조약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한 것도 아니고 일본 식민주의자가 주장하듯 강화도
조약으로 유럽 공법질서가 조선에 이식된 것도 아니다 강화도조약은 국제법 체제가 문명 이. ‘ ’
나 민족국가 를 기준으로 사고하기 전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특이한 조약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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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조선의 바다 . 19Ⅱ

조선의 바다는 전통적으로 유배 통신 표류가 있었던 비교적 평온한 바다였다 평온한 바다가 , , . 
혼란한 바다로 변한 것은 중국의 황당선과 서양의 이양선 때문이었다 서양 세력은 조선에 통. 
상과 포교를 요구하며 조선의 바다를 전쟁의 핏빛으로 물들였다 조선과 서양의 외교통상으로 . 
조선의 바다는 잠시 평화를 회복했으나 일본의 막대한 해양력 앞에 결국 일본의 바다로 귀결
되었다.

서막< >

세기 조선의 바다는 이전 시기와 별다름 없이 시작하였다 그것은 조선 연안과 인근 도서로 19 . 
사대부가 추방되는 유배의 바다였고 바다 건너 일본을 향해 외교사절단이 파견되는 통신의 , 
바다였으며 때로 풍랑을 만난 어민이 류큐 타이완 필리핀 등과 조우하는 표류의 바다였다, , , . 
조선의 바다는 아직 평온하였다.

문순득의 동남아 표류 1. (1801)

우이도 어민 문순득이 년 월 흑산도 남쪽 태사도에 홍어를 사러 갔다가 귀로에 풍랑1801 12
을 만나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중국 각지를 거쳐 년 월 일 고향에 돌아온 사건이, , , 1805 1 8
다 문순득은 처음에 풍랑을 만나 유구국 에 도착했고 유구국 수도 부근의 항 . 大島 首里城 

에서 반 년을 머무르다 중국 를 향해 출항했는데 다시 풍랑을 만나 필리핀의 오랜 泊村 福州
국제 항구 에 표착하 다 그는 지방 일 에서 약 개월 체류하다 Salomague . Ilocos Vigan 9
광동행 상선으로 마카오에 도착 중국 관리에게 인계되었고 광동 강서 남경 산동을 거쳐 북, , - - -
경에 도착하여 조선 사절단의 귀국길에 동승해 조선에 돌아왔다 문순득의 표류기는 정약용의 . 
제자 이강회의 문집 유암총서 에 수록된 정약전의 표해시말 에 담겨 있다.    
- 최성환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노정과 송환체계 한국민족문화 부산  한국민, 2012, 43, ｢ ｣ 

족문화연구소

마도행 마지막 조선통신사 2. (1811)

조선 정부에서 년 일본 마도에 파견한 번째 마지막 조선통신사이다 정사 김이교 부1811 12 . 
사 이면구를 위시한 명의 사절단은 윤 월 일 부산진에서 출항해 마도의 336 3 12 , 佐須奈 河內

를 차례로 거쳐 윤 월 일 마도의 에 도착하 다 부중에서 빙례를 , , 3 29 . 浦 西泊浦 鴨瀨浦 府中
마친 조선사절단은 월 일 부중을 떠나 월 일 부산진에 도착하 다 조선사절단의 모습6 27 7 3 . 
은 빙례에 참여한 일본 유학자 의 에 수록된 삽화에 남아 있다 에도 막부 . 草場佩川 津島日記 
제  쇼군 재위 의 쇼군직 승계를 축하하는 사절단은 본래 일찍 출발11 ( 1787~1837)德川家齊
해야 했으나 일본의 기근과 재정적 궁핍으로 오래 연기된 끝에 단지 마도에서 간략히 역
지빙례하는 형식으로 끝났다 이후 막말까지 간간이 역지빙례가 시도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했. 
다.
- 정성일 마도 역지빙례에 참가한 통신사 일행에 하여 호남문화연구 전남  , 1991,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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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학연구원
- 한기승 역지빙례와 정한론 한국일본어문학회학술발표 회논문집 한국일본어문학, 2006, , ｢ ｣ 

회

발단< >

평온한 조선의 바다에 혼란이 일어난 것은 황당선과 이양선의 출몰 때문이었다 황당선으로 . 
불린 중국 밀무역선은 특히 황해도에서 기승을 부렸고 영국과 프랑스의 각종 이양선은 조선, 
의 서해 남해를 탐사하며 통상을 요구했다 고래잡이를 위한 이양선이 동해에 급증하였다 프, . . 
랑스 신부들은 서해안에 잠입하여 조선 사회에서 가톨릭 세력을 위협적으로 확장하였다.

국 해군 장교 바질홀의 조선 항해 3. (1816)

국 해군 위 바질 홀 이 년 조선의 서해안에 항해하여 해안을 (Basil Hall, 1788~1844) 1816
조사하고 조선 관민과 접촉했던 사건이다 그는 중국과의 자유 무역을 원하는 국 정부가 청. 
나라에 파견한 애머스트 사절단이 탑승한 리라 호를 지휘한 인물인데 조선과 더불어 유구 해, 
역도 탐사하 고 자신의 항해를 책으로 집필하여 조선 서부와 유구 섬의 발견의 항해기,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rea, and the Great LooChoo 

년 를 출간했다 홀은 책의 제목과 같이 발견 의 감각으로 조선을 관찰했는데Island) (1818 ) . ‘ ’ , 
실제로 이 책은 한국의 해양과 지질에 한 서양의 최초의 설명이었다 그는 서양 제국주의 . 
세력의 동아시아 침입이 개막되기 직전 조선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일상생활을 생생히 전했다. 
- 제임스 그레이슨 국 해군 장교 바질 홀의 년 동아시아 항해기 동문화연, 2006, 1816｢ ｣

구 성균관  동문화연구원56, 

조선 신부 김 건의 밀입국 4. (1845)

조선의 첫번째 가톨릭 사제 김 건 신부가 년 프랑스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 등과 함1845 , 
께 비밀리에 조선에 잠입한 사건이다 월 일 중국 샹하이를 출발해 월 일 오후 시 . 8 31 10 12 8
충청도 강경으로 들어온 이들은 강경에 살고 있는 조선인 가톨릭 신자들의 집에서 유숙하
다 김 건은 환전객주로 부를 축적한 구순오의 집에서 한 달간 머무르다 새로 배를 사서 그 . 
배를 타고 한양에 갔다 조선후기 상업의 중심지의 하나 던 강경은 한국 가톨릭의 역사에서 . 
본다면 김 건 신부 일행이 조선에 밀입국해 처음 일요일 미사를 봉헌한 지역이었고 페레올 
주교와 김 건 신부가 임시로 거처한 최초의 주교관과 사제관이었다 김 건은 상경한 후 서. 
울과 경기에서 선교하던 중 년 서해 입국로를 탐색하러 황해도에 갔다가 체포되었다1846 .
- 차기진 성 김 건 안드레아 신부 일행의 년 입국 장소와 강경 유숙지 연구, 2014, 1845｢ ｣

교회사학 수원교회사연구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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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1>

조선의 바다는 급기야 서양이 조선에 침입해 조선과 충돌하는 전쟁의 바다로 돌변하였다 무. 
장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난동을 부리고 오페르트 일당이 아산만에 들어와 조
선 국왕 조부의 무덤 도굴을 기도한 일 프랑스 해군과 미국 해군이 차례로 강화도를 공격해 , 
조선과의 교전을 감행했던 일은 조선의 일대 위기 상황을 뜻하는 사건이었다.

미국 무장 상선의 평양 난동 5. (1866)

국 메도우즈 상사가 용선한 미국인 프레스톤 소유의 무장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년 1866
평양 앞 동강에서 통상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다 조선군의 공격으로 격침된 사건이다 미. 
국 상선 서프라이즈 호가 평안도 철산에 표착하고 국 상선 엠퍼러 호가 강화도에서 통상을 
요구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프랑스 함 의 조선 원정이 통보되던 극히 긴박한 상황에서 월 7 6
일 평안도 용강 앞에서 처음 목격된 셔먼 호는 용강 현령 황주 목사 평양 서윤 등의 거듭된 , , 
문정과 식량 제공에도 불구하고 회항하지 않고 무단으로 평양 앞까지 진격해 조선 상선을 약
탈하고 조선 인민들을 살상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평양감사 박규수의 지략과 분노. 
한 조선 의 용맹으로 월 일 셔먼 호는 화공 작전으로 완전히 섬멸되었다7 24 . 軍民
- 김명호 제너럴서면호 사건과 박규수 동문화연구 성균관  동문화연구원, 2003, 42, ｢ ｣ 

프랑스 극동함 의 조선 침입 6. (1866)

프랑스 극동함  사령관 로즈 제독이 년 조선에 침입한 사건이다 이에 앞서 년 프1866 . 1856
랑스의 인도차이나 기지사령관 게랭 제독은 조선의 서해안 일 를 정찰했고 러시아의 조선 , 
점령을 막기 위해 흥만의 선제공격을 프랑스 해군성에 건의했다 년 전국적으로 천주교 . 1866
박해가 일어나 프랑스 선교사 인을 포함한 약 명의 신자가 학살당했다 이에 프랑스 해9 8000 . 
군성은 인도차이나 경 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조선 원정을 로즈 제독에게 
지시했다 로즈 제독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군함 척을 이끌고 직접 한강을 타고 서. 9 18 10 1 3
강까지 이르렀고 한강 봉쇄를 목적으로 월 일 군함 척을 이끌고 강화도를 점령하 으, 10 11 7
나 정족산성에서 양헌수의 조선군에게 기습당해 마침내 월 일 철수하 다, 11 10 .
- 이주천 김진환 병인양요의 재조명 조선과 프랑스의 격돌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07, : ․ ｢ ｣ 

원광  인문학연구소8, 

전개< 2>

조선의 바다가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양과의 외교통상과 조선
의 개화정책이 요청되었다 제너럴셔먼호 사건 진상 조사 이래 조선과 거듭 접촉했던 미국은 . 
슈펠트의 노력과 조선정부의 결단으로 조선의 첫번째 서양 수교국이 되었다 조선은 미국을 . 
개화정책의 모델로 상정하였고 동해에서 적극적인 해양정책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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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 7. (1882)

년 월 일 제물포에서 조선 전권 신 신헌 과 미국 전권 사 슈펠트1882 5 22 (1810~1884)
사이에 조약이 체결된 사건이다 이에 앞서 년 발생한 제너럴셔먼 호 사건(1822~1895) . 1866

의 진상 조사를 위해 미국 정부는 년 슈펠트를 년 페비거를 조선 서해안에 보냈다1867 1868 . 
온건한 함포외교를 강조한 슈펠트보다 강경한 함포외교를 강조한 페비거의 보고서를 채택한 
미국 정부는 급기야 년 로저스 제독에게 조선 원정을 명했으나 소득은 없었다 원군이 1871 . 
실각하고 한일간에 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슈펠트는 평소의 지론인 조선의 개국을 미국 당국에 
역설했고 조선 정부 역시 개화정책을 수립하며 서양 국가와의 수호통상을 지향하 다 년. 1882
톈진에서 이홍장과 슈펠트의 제 차 회담 결과 청미 양국의 합의 하에 조미조약이 후속하 다3 .
- 김원모 슈펠트의 탐문항행과 조선개항계획 동방학지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1983, 35, ｢ ｣ 
- 정민경 이근욱 미국과 국의 조선 수호조약 교섭과정 연구 동아연구 서강, 2011, 61, ․ ｢ ｣ 

학교 동아연구소

이규원의 울릉도 답사 8. (1882)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이 년 울릉도 직접 경 을 원하는 고종의 왕명을 받들어 울릉도에 1882
건너가 현지를 조사한 사건이다 이규원은 서울을 출발 평해에 도착해 월 일 세 척의 배. , 4 29
를 이끌고 출항하여 월 일 울릉도 서쪽 소황토구미에 닿았다 이규원 일행은 엿새에 걸친 4 30 . 
육로 답사 끝에 울릉도의 동서와 남북을 답파하 고 중앙 나리동의 수용 가능 호수를 측정하

다 월 일 선편으로 울릉도 연안을 답사하던 이규원 일행은 일본 선박을 발견 해안에 . 5 10 , 
상륙해 불법으로 벌목하던 일본인들과 필담을 나누어 이 섬이 일본의 송도가 아니라 신라 고, 
려 조선에 이어지는 울릉도임을 강조하 다 고종은 년 김옥균에게 동남의 여러 섬의 개, . 1883
척과 고래잡이 업무를 맡기고 백춘배를 종사관으로 삼아 울릉도 개척 사업을 추진하 다.
-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  

결말< >

세기 조선의 바다에는 서양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이 있었다 조선의 바다를 제어할 충분한 19 . 
해양력을 조선 정부가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은 점차 조선의 바다를 일본의 바다로 만들
어가고 있었다 운요호 사건을 도발해 조선의 개항을 성사시킨 일본은 조선 침략의 장애가 되. 
는 중국과 해군 경쟁을 벌였고 청일전쟁에서 북양함대를 격파하고 일본의 바다를 만들었다, .

일본 군함의 강화도 포격 9. (1875)

이노우에 함장이 거느리는 일본의 운요호가 년 조선의 국방의 관문인 강화해협을 무단 1875
진입해 강화도의 초지진을 공격하고 종도의 종성을 방화한 사건이다 운요호는 조선 서해. 
안 해로 연구를 명목으로 월 일 나가사키를 출항 일 월미도 연안에 정박 일 강화해9 12 , 19 , 20
협에 별선을 투입 오후 시 분 초지진을 무단 통과하여 조선군의 포격을 도발하 다 일 , 4 30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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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본선을 이끌고 시 분 초지진 근방 정 거리에서 선제 포격을 감행했10 42 16 (1 =109m) 町
고 포격을 주고받다 초지진 남방의 제 포 에 상륙 파괴하 다 일 초진진 공격을 단념하2 , . 22
고 종성을 공격 방화하고 일 나가사키로 귀환하 다 이는 오쿠보 정권의 정적 시마즈와 , 28 . 
이타가키의 제거를 위해 조선에 한 함포외교를 도발한 이토 히로부미의 기획 작품이었다. 
- 김흥수 운요호 사건과 이토 히로부미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학회, 2009, 33, ｢ ｣ 

청일전쟁의 황해해전 10. (1894)

년 월 일 오전 일본 함 가 조선의 압록강과 가까운 연해 동구 밖에 정박 중이던 1894 9 17
청의 북양함 를 발견 양국 함  사이에 격렬하게 전개된 해전이다 이 해전은 청일 양국 최, . 
초의 근  해전이었고 세계 해전사에서 증기철갑선 함  간에 벌어진 첫 번째 규모 해전이
었다 북양 함 는 중포와 기관포에서 우세했고 일본 함 는 경포와 속사포에서 우세했다 일. . 
본 함 는 빠른 함속으로 기동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했으나 북양함 는 느린 함속과 해전 경
험의 부재로 작전 전술 능력이 부족하 다 최종적으로 북양 함  척이 침몰하고 일본 함  . 4
척이 크게 부서졌는데 제해권을 상실한 북양함 는 뤼순을 포기하고 위하이로 도주했다 뤼4 . 

순을 점령한 일본 육군은 월 일부터 일까지 만여명의 중국인을 야만적으로 학살했다11 21 24 2 .
- 조세현 청프전쟁과 청일전쟁에서의 해전 중국사연구 중국사학회, 2013,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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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조선에 들어온 서양 근  지식 . 19Ⅲ
규장각 소장 한역서학서를 중심으로– 

근 란 무엇일까 학자들이 말하는 어려운 근 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쉬운 근 로 이 물? 
음에 한 답변을 찾는다면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세상 정도가 아닐까 시사총보? ( )時事叢報  

년 월 일자 논설은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말했다 철도 기선 전선 등으로 연1899 1 26 . , , 
결된 네트워크를 따라 세계 만국이 정교와 법령을 혁신적으로 개량하고 기계와 물화를 신속하
게 제작하여 만국이 하나로 통하는 변화된 세상 이것이 당시 한국인이 체감한 근 을 것이. 
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단지 산업혁명을 거친 근  서양의 . ? 
문물을 도입하는 것으로 충분한 일이었을까 그렇지만 문물의 도입과 더불어 그것을 이해하기 ? 
위한 지식의 확충이 필요한 일은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 년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한 후 년이 지난 년 조선 경1879 8 1887
복궁에 처음 전깃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년 조선 정부가 미국과 수호. 1882
통상조약을 체결한 뒤 근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에디슨 전등회사와 교섭한 결과 동양에 에, 
디슨 제품을 판촉하기 위한 일류 시설을 설치한다는 에디슨 전등회사의 이해타산에 따라 경, 
복궁 안 고종이 거처하는 건청궁과 고종이 집무를 보던 집옥재 일 의 밤하늘이 밝아진 것이
다 금년 경복궁 유적 발굴 조사 결과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소가 설치된 지점도 구체적으로 .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년 그 해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국인 부란아 가 전자기학의 1887 ( , John Fryer)傅蘭雅
입문서인 전학도설 을 한문으로 번역했고 그것이 조선에 들어와 조선 사회의 전기 ( ) , 電學圖說 
기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전학도설 은 전기.  
의 발생 원리와 전기의 발전 방식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통신 방법 등을 다루고 있는데 조, , 
선은 년 국내 전신 구간 중에 남로전선 을 독자적으로 운 하면서 전신기술자 1887 ( )南路電線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조선의 전기 문명 도입의 역사에서 늘 경복궁의 전등을 기. 
억해 왔지만 사실은 전학도설 의 전기 지식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전학도설 의 번역자 부란아는 중국에서 수많은 서양 과학책을 한문으로 번역해 중국의 과학  
계몽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본래 국에서 가난한 시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기독교를 선. 
교하러 중국에 왔다 중국은 년 불연합군에 의한 북경 함락의 충격을 딛고 양무운동을 . 1860
개시 서양 선교사를 고용해 서양서의 번역과 출판에 힘을 쏟았다 년 중국 최초의 외국, . 1862
어학교로 시작한 북경 경사동문관 그리고 년 중국의 무기공장으로 시작한 상해 강남제조, 1865
총국에서 별도로 부설한 번역관이 서양서 번역의 메카 다 중국에 도착한 부란아는 이 시류. 
를 잘 타서 년 경사동문관에서 어를 가르쳤고 년부터는 강남제조총국 번역관에서 1863 , 1868
일하면서 서양 과학책을 한문으로 번역했다 년 현재 강남제조총국 번역관의 서양서 번역. 1880
의 현황은 부란아가 편찬한 역서사략 에 잘 정리되어 있다( ) . 譯書事畧 

부란아가 번역한 서양 과학책은 조선 정부의 지 한 관심을 받아 속속 조선에 유입되었다 강. 
남제조총국 번역관의 번역 성과를 보여주는 역서사략 은 물론 역서사략 에서 소개된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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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책 번역서의 다수가 조선에 수집되었다 이 가운데 화학 개론서라 이를만한 화학감원. 
년 의 경우 화학의 일반적인 원리의 설명에서 시작해서 일반화학과 분석화학( ) (1872 )化學鑑原 

의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화학 원소를 도표로 친절하게 정리하 다 이를테면 산소의 경, . 
우 서양 이름 서양 부호 분제 중국 이름 라는 정보가 수소의 경우 Oxygen( ), O( ), 8( ), ( ) , 養氣

서양 이름 서양 부호 분제 중국 이름 라는 정보가 수록되었다 당시 Hydrogen( ), H( ), 1( ), ( ) . 輕氣
화학은 군사력의 강약과 직결되는 화약 제조를 위해 필수적인 학문이었고 그 밖에 전신 기술, 
농업 기술 의학 기술과 관련된 기초 분야 기 때문에 화학감원 의 수요가 작지 않았을 것이,  
다. 

부란아는 전자기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 분야의 책뿐만 아니라 석탄 채굴이나 철강 제조 같은 
기술 분야의 책도 집필하 다 그는 국인 스미스가 지은 . Coal and Coal Mining 석탄과 석(
탄 채굴 을 년 개매요법 으로 번역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석탄의 형성 과정) 1871 ( ) , 開煤要法 
과 석탄이 매장된 지질층의 특징 그리고 서양의 석탄 채굴 방식을 포괄한다 당시 광산 개발, . 
은 국가의 재원을 확충하는 매력적인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며 조선 정부 역시 개화정책 추진 , 
과정에서 광산 개발에 관심을 갖고 년 광무국을 설치하 다 한 해 전 조선 관료 김창희1883 . 

는 조선의 개혁방안을 논한 육팔보 에서 조선의 부강정책의 일환으로 광산 ( ) ( )金昌熙 六八補｢ ｣
개발을 검토했다 그의 관점은 사회 불안 요인을 가중시키는 금광 개발보다는 탄광이나 철광 . 
개발이 현실적이라는 것이었다. 

부란아는 석탄 채굴과 더불어 철강 제조에 관한 서양 지식도 중국에 소개하고자 하 다. 
년 그는 산업혁명의 본고장이자 자신의 모국인 국에 건너가 런던을 중심으로 한 달간 1873

철강 공장을 중심으로 국의 다양한 산업 현장을 취재하 다 부란아가 취재한 내용은 강남. 
제조총국에서 발행하는 격치휘편 에 연재되었고 이 연재물은 년 역람기략( ) , 1881格致彙編  

이라는 이름의 단행본으로도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조선 정부의 비상한 관심을 끌( ) . 歷覽記畧 
어 역람기략 이 조선에 수집된 것은 물론 조선 최초의 근  신문이라할 한성순보 에도 역‘   
람 국철창기략 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중국의 양무운동에서 상해 강( )’ . 歷覽英國鐵廠記畧
남제조총국이 차지하는 비중 상해 강남제조총국에서 부란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조선 , , 
정부가 부란아의 일련의 서양 과학기술 번역책에 지 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부란아의 국 공장 탐방기를 한성순보 에 연재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알,  
린 것은 근  문명의 물질적 기초로서 세기 국에서 만들어내는 철에 한 특별한 관심이 19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부란아가 전한 화학 전자기학 석탄 . , , 
채굴 철강 제조에 관한 지식이 모두 한문으로 쓰 다는 점이다 사서삼경이나 당송팔가와는 , . 
전혀 닮은 데가 없는 이 어려운 근  한문 을 읽었을 중국 사람 조선 사람의 한문 실력은 (!) , 
어떠했을까?

한편 서양의 과학기술 지식과 더불어 서양의 사회과학 지식도 중국을 거쳐 조선에 들어왔다. 
이를테면 국 케임브리지 학 교수 법사덕 이 지은 경제학 교재 ( , Henry Fawcett)法思德
Manual of Political Economy 정치경제학 지침 이 만국공법 의 번역자로 유명한 ( ) ( )萬國公法 
서양 선교사 정위량 의 의뢰로 경사동문관 부교습 왕봉조( , William A. P. Martin) (丁韙良 王鳳

에 의해 년 부국책 으로 번역된 것은 서양 근  경제학이 중국에 소개된 최) 1882 ( )藻 富國策 
초의 일이었다 법사덕은 청년기에 총기 사고로 두 눈이 실명된 역경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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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학 연구를 계속하여 아담 스미스에서 시작해 밀에 이르는 국 고전경제학의 흐J. S. 
름을 이어받은 경제학자 다 그가 지은 . Manual of Political Economy는 밀의 J. 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정치경제학 원리 의 체제를 따른 것이었다 그는 밀을 ( ) . J. S. 

단히 존경했고 년 헐버트 스펜서 프레데릭 해리슨 등과 더불어 밀의 생애와 작품을 , 1873 , 
조명한 John Stuart Mill; His Life and Works 존 스튜어트 밀 그의 생애와 작품 를 편집( : )
하 다. Manual of Political Economy는 년 초판이 나온 후 년까지 개의 판본이 1863 1907 8
나왔고 일세에 풍미하며 독자들에게 많은 향을 미쳤다 이 책은 본래 경사동문관에서 학생. 
들의 어 교육을 위해 사용된 외국어 교재 는데 이 책의 경제학 지식을 활용해 중국의 부, 
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급기야 부국책 으로 번역된 것이다 부국책 의 향.    
으로 중국에서는 부국수지 년 부민책 년 등이 잇달아 간행( ) (1892 ), ( ) (1911 ) 富國須知 富民策   
되었으며 조선의 경우 부국책 이 집옥재 도서로 유입되었음은 물론 유길준 이 서유, ( )兪吉濬  
견문 을 집필하면서 직접적으로 부국책 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 . 西遊見聞   

서양의 자연과학 지식 사회과학 지식 그리고 세계 곳곳의 역사 지리 시사 지식의 중적인 , , , ,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은 상 적으로 전문적인 단행본 도서보다는 중 매체 다 이 점에서 . 
중국 상해의 선교사단체 광학회 초명은 동문서회 에서 년부터 년까지 발행한 월간지 ( ) 1889 1907
만국공보 는 주목되는 문헌이다 이에 앞서 서양 선교사 임락지 가 . ( , Young Allen)林樂知 

년부터 년까지 발행한 주간지 만국공보 가 있었는데 양자를 구별하여 후자를 원간 1868 1883 ,  
만국공보 전자를 복간 만국공보 라고 부르기도 한다 복간 만국공보 는 주필 임락지를 , .      

위시하여 태서신사남요 로 유명한 이제마태( ) ( , Timothy Richard), 泰西新史攬要 李提摩太  
자서조동 으로 유명한 화지안 등 중국에서 활동한 쟁쟁한 서( ) ( , Ernst Faber) 自西徂東 花之安
양 선교사가 다수 필진으로 참여하 다 이 잡지는 기독교 지식에 한정하지 않고 서양 근  . 
지식 일반과 세계 각국의 시사를 소개했으며 세계 각지의 화교사회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 
널리 퍼졌다.

만국공보 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사들이 있었다 년 월호 에디슨과 스펜서. 1904 2 (愛迭生與｢ 
는 미국 발명가 에디슨과 국 철학자 스펜서를 소개하는 글이다 에디슨이 세 현) . 50斯賓塞 ｣

재까지 년간 종을 발명했는데 에디슨의 성공이 타고난 능력과 적극적인 투자 덕분이라33 400 , 
고 비평했다 스펜서가 사회행복론 을 포함하여 많은 책을 지었. ( , Social Statics)社會幸福F 
고 국 언론에 과학 정치 교육에 관한 많은 논설을 기고했다고 전했다, . ․ ․

사실 스펜서는 벤저민 키드와 더불어 국 사회진화론의 표적인 이론가 는데 년 월, 1899 4
호에는 키드가 년 출간한 사회진화론 의 일부 내용이 동학 제삼장 1894 Social Evolution( ) ｢
상쟁상진지리 로 번역되어 실렸다 키드와 스펜서는 개인의 자( ) . 大同學 第三章 相爭相進之理 ｣
유로운 경쟁을 통한 사회의 진보를 추구했지만 국가의 방임을 주장하는 스펜서와 달리 키드, 
는 국가의 간섭 하에 경쟁의 기회 균등을 주장하 다 이 기사는 경쟁에는 공적인 경쟁도 있. 
고 사적인 경쟁도 있지만 공사를 막론하고 역 의 진보는 경쟁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서술하
다. 

키드의 사회진화론이 소개된 년 월호에는 타이의 중흥에 관해 서술한 섬라중흥기1899 4 (暹羅｢
라는 기사도 실렸다 이 기사는 타이가 미얀마의 국 세력과 베트남의 프랑스 세력 ) . 中興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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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끼여 위태로운 형세 는데 국왕이 국인을 등용해 내정을 개혁하여 중흥의 희망이 , 
있다고 논하 고 한국 일본 이집트 타이 개국의 정치개혁을 비교한 의 기사를 첨부하, 4 Times․ ․ ․
여 타이가 오직 국왕 한 사람의 힘으로도 서양의 신법을 취했으니 중국이 속히 타이를 본받을 
것을 충고하 다 만국공보 의 이 기사는 독립신문 제국신문 등 동시기 한국 언론에 전. ,       
재되어 많은 한국 지식인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인재가 지은 구경연의. ( )九經衍義｢ ｣
라는 글에는 한국이 타이를 본받아 자강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세기 후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진 한역 서학서 이른바 개화서적은 이 밖에도 무수히 19 , 
많다 당 의 조선 지식인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후 의 우리들은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이 . 
개화서적들의 세계지식은 세기 중서 교류의 역사적인 흐름에서 형성되었다 그것은 중국 정19 . 
부의 양무운동과 재중 서양선교사의 서학지식 보급운동을 배경으로 중국에서 생성되었으며, 
개항 이후 조선 정부의 개화정책을 배경으로 조선에 도도히 흘러들어 왔다 이 중국발 세계지. 
식이 조선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근  지식의 형성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조선 사회에서 , 
중국발 세계지식과 일본발 세계지식이 어떻게 서로 경합해 나갔는지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
한다 한문으로 번역된 지식과 서양어로 기록된 본래의 지식이 어떻게 서로 같고 다른지 우리. 
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 식민지 시기 일문 패러다임과 냉전 시기 문 패러다임에 가려져 잊. 
혀졌던 개항기 한문 패러다임의 근  지식의 존재를 이제 비로소 자각했을 뿐이다 이제 시작. 
이다 조선에서 수집한 근  한역 서학 문헌의 총체적인 조사와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 
가치가 있는 국책 프로젝트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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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shifting trends can be difficult to assess in the moment, and only become clear after 
a certain lapse of time, when the evidence becomes so incontrovertible that one wonders why 
it was not obvious before. What Thomas Mann termed Glaubensunwilligkeit – roughly, the 
unwillingness to draw the obvious conclusions from the evidence presented due to strong 
preconceptions or feelings – certainly plays a role here. This is definitely also the case in 
studying religions. Perhaps even more, because religions are so closely tied to core personal 
values that it is difficult to remain neutral. 

Having studied Korean religions for more than 20 years and having taught them for 
more than 10, I remember a few cases of cognitive dissonance. In the beginning I routinely 
taught about the remarkable success of Protestantism and the relative insignificance of 
Catholicism. The former associated with social mobility and success, the other with social 
exclusion and a legacy of suppression. Even when all the jogyo at my work place had converted 
to Catholicism, and there was a huge outpouring of grief at the death of Kim Suhwan, I stuck 
to the old refrain of ‘protestant success.’ Until finally the statistics incontrovertibly showed that 
after 2000, Catholicism was effectively the fastest growing religion! (and Protestant 
membership started to decline slightly) 

Boudewijn Walraven has therefore rightly referred to religion as a ‘moving target’ – 
just as difficult to grasp as a moving target, the factors and causes we cling to to explain a 
phenomenon post factum are useless in explaining another phenomenon. The grounds simply 
keep shifting. One of the most famous cases of seemingly watertight causes leading to a wrong 
conclusion is the so-called secularization thesis as formulated by Peter Berger. As religions 
were heavily declining in an increasingly prosperous Western world, he argued that the increase 
of prosperity, knowledge, individual values,… would simply obviate the need for religion. He 
expected that religion would simply die out in the 21st century. As we all know, religion has 
proven far more durable than that, and to his credit Berger has rejected his earlier thesis and 
now speaks of a kind of reenchantment of the world. 

Yet many still think in such terms, perhaps none more prominent than the famous anti-
religious crusader Richard Dawkins. He holds that belief in god (or anything metaphysical) is 
a sign of irrationality, and firmly believes that if people reflect more critically and become more 
rational, they will reject god, and peace will reign on earth. I am deliberately mocking him 
using religious terminology. Although I describe myself as an atheist (or agnostic – though it’s 
a dangerous term since many think it’s a kind of sect), I know that religious belief is too 
complex to be described as simply irrational. People become – or simply are – religious for a 
variety of reasons, some of them may be completely rational (see rational choice theory). And, 
on the other hand, atheists may well behave in total irrational fashion! (even their choice to 
become atheist may be irrational) 

Returning to the case of Korea, the debate on the success of Protestantism shows all 
these factors at play. Anomie was thought to be behind people’s recourse to Protestantism 
(deprivation theory), yet after the advent of industrialization and with increasing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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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still flocked to churches (rational choice), this time more for networking and also in 
search still for more prosperity in a still very volatile and uncertain society. So perhaps Berger 
is right after all, and it is simply the problem that we will never achieve the prosperity and 
rationality he envisaged, but have to cling to religions to guide us through this vale of tears? In 
other words, religion has not persisted in spite of human progress, but because we have not 
progressed at all. 

What I’m trying to get at is – explaining is difficult. Fancy theories are often as wrong 
as they are strong – and say more about what we want to believe to be true. Because after all 
any theory depends on the observer as well, the kinds of dispositions and preferences and 
wishful thinking he brings to the table. This naturally applies to me as well; though sympathetic 
to Buddhism, I have never committed to it fully, and perhaps for that reason focus more on the 
“outside” aspects of Buddhism, often the ones that put it in a somewhat negative daylight. So 
I will not try to capture the very latest developments in Korean Buddhism, because that will 
get me nowhere. Rather, I will try to sketch recurring trends over the past century, to try and 
get at the peculiar predicament of Buddhism in Korea/Korean Buddhism. While I don’t hold 
to any theoretical model, I do believe in path dependency: once you are on a certain course, it 
is difficult to shift gear completely: even paradigm shifts are often less dramatic than thought. 
However, there is still a lot of misunderstanding and willful distortion on Korean Buddhism, 
so I hope that by shedding some light on key events, moments, and legacies, we will get a better 
idea of Buddhism (and also other religions, because Buddhism cannot be studied in isolation), 
and the contribution of recent studies in Korean Buddhism (hereafter KB). 

 
30"›Vjgtg"ku"pq"Uwej"Vjkpi"cu"Mqtgcp"Dwffjkuofi"
"
The question I get asked most often about KB is “what are the unique features of KB.” It is not 
so difficult to list a few features based on the literature of the past decades. One can point to 
the unique focus on hwadu meditation, the more unified character of the Korean Buddhist 
sangha, or its historical role in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However, this is what I would call the popularizing approach. In fact, it is not so easy 
to grasp the ‘unique features’ of Korean Buddhism, for different reasons. First of all, what do 
we actually mean with the question? Is it referring to modern Korean Buddhism? Or Korean 
Buddhism historically? Is it asking about the practice, the theory, or the organization of 
Buddhism? Most people seem to assume that there are some “essential features” of KB that 
make it unique (superior?) to other traditions, and that these features can be easily identified. 
In other words, there is assumed to be a specific set of Buddhist doctrines that can be 
categorized as “Korean.” 

These assumptions are, however, very problematic. Recent scholarship on Buddhism 
(in general) has adopted the term “Buddhisms” to indicate that there is a variety of forms. Even 
within the same nation, evidently there can be several forms or schools of Buddhism that 
coexist. For Korea, the Jogye order is usually seen as the hegemonic form of Buddhism, yet it 
is often overlooked that there are in fact hundreds of different orders! And although they may 
hypothetically share a lot in common (on this see below), they also clearly have key differences. 
Secondly, another problem regarding the ascription of certain characteristics to a national 
religious tradition is that it is essentializing, scripture-biased, and a-historic. Again returning to 
recent trends in Buddhist scholarship, the so-called ‘protestant turn’ has been heavily criticized 
by scholars such as Schopen. The exclusive attention at a supposed “essential core” that exists 
from the very beginning is very much influenced by Protestant suppositions about what religion 
should be. It prioritizes old texts, doctrinal tenets, and rationality. Thus, the interpret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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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ism that has gained currency in the West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completely 
disregards the living, historical tradition: finding it superstitious and idolatrous, many Western 
converts and scholars (often in collaboration with ‘native’ collaborators) turned to the oldest 
texts of the canon, where they discovered a humanistic, self-reliant, and anti-ritualistic Buddha 
much to their liking (Lopez, Schopen) 

In Korean Buddhism, the case of Wonhyo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trend. 
Although he was indeed a remarkable scholar, his intellectual enterprise of finding a common 
ground between all different Buddhist schools has been too easily transferred to Korean 
Buddhism as a whole. The terms t’ong pulgyo or hwajaeng pulgyo are often applied to 
characterize Wonhyo’s way of exegesis, and that these are correct is hard to argue with: he 
indeed sought to create a comprehensive summa theologica that reconciled all contradictions 
between the different schools of Buddhism. However, this cannot be taken then by extension 
as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Korean Buddhism as a whole (see Shim Jae-ryong): indeed, 
Wŏnhyo may even have been very a-typical of Korean Buddhism. 

In fact, in so far that the basic practices and approaches common to contemporary 
Buddhist groups in Korea share a lot in common, this is probably the result of forced integration 
under Choson rather than the contribution of great thinkers such as Wonhyo. Until the early 
Choson dynasty, there was a wide diversity of schools, which retained distinct sets of teachings, 
distinct training and promotion courses, and presumably also had their own rituals. Yet the 
Choson dynasty forcibly removed all Buddhist institutions, even the different schools were 
forced together. As Buddhism sought to remould itself in the later half of Choson–when the 
policy of active suppression was replaced by a tacit live-and-let-die approach–it used Chan 
lineages as the binding agent, but the basic training of monks used a hodge-podge of texts from 
various traditions, the legacy of older schools and traditions. 

As Kim Yongt’ae has argued (and also Kaplan is following him in this), a lot of the 
key practices and features of KB date to the late Choson period. This includes primarily the 
training curriculum, in which the monk has to progress through a course of doctrinal texts 
before finally being declared ready to attack the summum bonum, hwadu meditation. Rituals 
too have presumably been much influenced by late Choson practices; thus we should look at 
the more recent past to understand Korean Buddhism, not at ancient thinkers such as Wonhyo. 
 But as I hope to make clear in the next sections, it is especially the historic situation, 
the interaction with historic events and choices that has shaped modern KB. Here it is especially 
instructive to compare with the experience of other religions, notably Christianity. How much 
of the difference in trajectory is due to historical accident? How much is due to intrinsic factors 
within the religion, such as its appeal to people in changing times? Here I will focus mostly on 
historical factors, which have been somewhat overlooked in research on KB. 
 One of the views I hope to substantiate here is that the retreat to a spiritual purity as 
offered by Wonhyo or hwadu meditation is very much a result of the feeling of powerlessness 
against the forces of the outside world; as can be observed in many colonized societies, the 
colonized often seek to reclaim spiritual or moral authority as they cannot control any other 
spheres of life; the problem is that this continued long after the colonial period, and this is what 
we should try to explain. This, in my view, also explains why we are stuck with the question 
of “the intrinsic Koreanness of KB.” No other religious tradition in Korea carries the burden 
of so much expectation; for most traditions, except perhaps Shamanism, we simply accept that 
they are transnational traditions that have been transplanted to Korea, where they show certain 
particular developments, yet nobody expects Korean Christianity to be “intrinsically” different 
from Western Christianity (although it might well be more different than Korean Buddhism is 
from Chinese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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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umerous publications that seek to explain the rise of Protestantism in post-war Korea, a 
recurring theme is the fortuity of circumstances: starting with Horace Allen’s curing of a prince 
in 1884 (which paved the way to the opening of missionary hospitals), it seems that Christianity 
always managed to enjoy the right momentum. Thus it came to be associated with progress and 
modernity, opposition against Japanese encroachment, democratization, modernization etc. 
(see e.g. Kim Eungi) To give one more example: the much-heralded Nevius method, which 
advocated that Western missionaries should aim for self-growth of local churches, was 
propagated by Nevius himself in Korea in 1890. Although it never took off in China, where he 
was based, US missionaries were receptive to the idea, which proved a key element in early 
success. 
 For Buddhism, however, the situation is radically different. Vladimir Tikhonov 
highlights the strange career of a Buddhist monk known under his secular name Yi Tong’in, 
who was very active right after the first opening of Korea, and sought to establish links with 
Japan to forge economic opportunities. However, he was killed in 1881, as he was probably 
ahead of his times. After that, it seems that Buddhism consistently took the wrong decisions, 
or the right decisions at the wrong time. In 1895 monks were very much charmed by the efforts 
of Japanese Buddhist missionaries. An illustration of the enormous goodwill they managed to 
achieve is the case of the Nichiren monk Sano Zanrei (1864-1917), who lobbied to repeal the 
law forbidding Buddhist monks from entering cities; Kojong granted the petition in March 
1895. Many monks were very pleased with this, writing that “500 years of humiliation had 
come to an end.” (Tikhonov, 28)  
 However, at annexation in 1910 this view changed radically: the Japanese monks’ 
efforts were suddenly seen as exploitative, creating goodwill to prepare the ground for later 
annexation. This was exacerbated by the disastrous decision of Yi Hoegwang, the leader of the 
Wŏnjong order representing Korean Buddhism, to travel to Japan to ink an agreement to merge 
Wŏnjong with the Japanese Sōtō order. Though the merger was never implemented, it 
illustrates well the lack of nous in reading the tim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we can see the same trend continuing. Entrenched in their 
mountain holdouts, Buddhist monks lived completely separately from Japanese monks who 
had their own temples, mainly catering to Japanese migrants. However, like everybody else 
monks could not escape the stranglehold of the colonial system, and had to cooperate in order 
to get permission to lead their temples. Thus a certain alignment with Japanese practices was 
to be expected. Yet many monks seem to have been overzealous in adapting Japanese customs. 
This was already evident in Han Yong’un’s essay on the reform of Korean Buddhism, which 
advocated, amongst other things, that monks should marry so as to bridge the gap between 
monks and society. Han Yong’un’s reform program should of course not be seen as merely a 
copy of Japan’s reformed Buddhism. Both were in fact influenced by Western ideology, 
especially the Social Darwinist ideas of self-strenghtening.  
 Unfortunately, it seems especially this item that monks picked up, so that by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more than 90 percent of Korean monks were married. What is even more 
unfortunate is that this issue, and this issue alone, became the single divisive issue after 
liberation. As everybody else, the Korean Buddhists sought to decolonize, and mostly failed. 
Married monks were simply labeled “Japanized” (왜색) and branded collaborators, and were 
asked to leave temples. One has to admire the few traditionalists such as Pang Han’am and 
Song Man’go, who defended celibacy at all costs. Yet one also has to acknowledg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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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ing all married monks were traitors is simply false. Han Yong’un had been married even 
before Japanese annexation, and presumably married monks had a long tradition in Korea; it 
was an “institution” that was unofficially tolerated. Moreover, Han Yong’un was one of only 
two Korean Buddhists to sig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aek Yongsŏng was the other), 
and died in poverty, refusing to sign up for Japanese rations.  
 After liberation, a lot of effort went into weeding out married monks, only allowing 
“pure” monks to live in temples. This was a protracted battle, which ultimately led (in 1970) 
to the establishment of different orders, the T’aego-jong for married monks and the Chogye-
jong for celibate monks. But struggles over individual temples continued for decades. More 
seriously, the attempts to boost the number of celibate monks caused many people with suspect 
reputations to enter temples. While a number of elite monks, including the famous Songch’ol, 
were trying to rebuild Korean Buddhism by going back to the origins (see point 4), they 
neglected these problems. At a time of momentous change in Korean society, when dictatorship 
slowly gave way to democracy, Songch’ol, the patriarch of the Chogye order from 1981 to 
1993, remained holed up in Haein-sa (Senécal). In the early 1990s, unseemly struggles erupted 
over the financial control of temples, leading to an occupation of the main Chogye temple and 
violent confrontations that played out to world media. 
 While other religious leaders were establishing their social credentials by giving 
shelter to democracy activists, Korean Buddhism was thus either turning inwards or struggling 
with itself. Of course, Sŏngch’ol’s neutral stance and fierce dedication to practice also gained 
him lots of respect, yet it surely also contributed to the continuing alienation of Buddhism from 
Korean society. In fact, it is only since a few years that Korean monks have started to reach a 
more general audience, thanks to the efforts of people like Beopryun. But more on this in the 
la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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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y famous dictum attributed to Albert Einstein is that if there is one religion that would be 
compatible with modern science, it would be Buddhism. Although likely apocryphal, the fact 
that it circulates so widely shows that many people hold it to be true. The supposed rationality 
of Buddhism (as opposed to Christianity, for example) is a story which goes back a long way, 
and as with so many things has colonial and orientalist origins. How the view came about is 
too complex to explain here, but suffice to say that it amounted to a selective reading of the 
supposedly oldest sutras, closest to the Buddha’s original life (mainly the Pali canon). Since it 
is remarkably close to the individualist, scientific, rational etc. values of the 20th century, it has 
also been labeled “Protestant Buddhism.” Just as Protestantism sought to get rid of Catholic 
accretions (rituals, cults, indulgences…) by returning to scripture, Buddhist reformists tried to 
do the same with Buddhism. They sought to go back to the message of the founder, but also 
disregarded anything that could not be reconciled with their worldview. They focused on 
passages emphasizing self-reliance (“be thy refuges onto yourself”), and tended to 
deemphasize practices concerning merit and the transfer of it, or funerary rituals etc.  
 This kind of stripped-down, original Buddhism caught on among Westerners 
disenchanted with their own traditions, and basically looking for a “religion without dogma or 
god.” In a sense, this stripping-down has continued to the present, and the current fad for 
“mindfulness” seems to be the culmination so far.  
 One of the most interesting examples of how a re-branded Buddhism could impress 
the West was the Zen as it was presented by DT Suzuki. Suzuki is well known for hi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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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Zen, which are both highly accessible and mystifying. He has long been held to be a unique 
spokesperson for Zen Buddhism, but recently closer attention to his assertions and background 
have revealed some disturbing tendencies. Robert Sharf in particular has argued that Suzuki 
presented Zen not as a religious tradition, but as simply a statement of truth: as such it is very 
close to the “mindfulness” fashion, which claims that it simply trains people to see things just 
as they are. Suzuki claimed that Zen enables the practitioner to perceive reality without any 
personal attachment, to live a kind of pure experience of life. Yet at the same time he often 
expressed the view that Japanese are uniquely attuned to this skill! 
 In any case, the point is that Japanese Buddhism – through Suzuki and others – 
managed to adapt to this claim for rationality. In fact, already Meiji reformers of Buddhism 
adapted the rationality discourse to make claims that Buddhism was more scientific and rational 
than Christianity. In Korea, only Han Yongun went some way towards this, for example by 
arguing that Buddhism was intrinsically egalitarian and democratic, and thus suited to modern 
Western democracy. However, apart from that, we find that the rational trend in world 
Buddhism has largely bypassed Korea; except that is for some recent contributions by lay 
people, on which more below. 

What I consider another adaptation of Buddhism to the Western world is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ethics that tries to formulate Buddhist answers to modern ethical 
dilemmas such as abortion or euthanasia. Although not merely the concern of Western 
Buddhists, they have certainly been instrumental in trying to find within the Buddhist tradition 
solutions to moral problems (see eg. the work by Damien Keown). Again, here there has been 
little imaginative responsiveness from the part of the Korean Buddhist establishment. 

This was clearly illustrated by the case of the cloning expert Hwang Woosuk. 
Originally a Catholic, he seems to have converted to Buddhism because of its more flexible 
stance on human cloning. Korean Buddhism did in fact come up with ethical arguments from 
the tradition to justify their support, yet when Hwang was found out to have committed fraud 
(he faked the results of his experiments), the support from Buddhists remained virtually 
undiminished. Although I have not delved into all the issues surrounding the case (for this see 
the thesis by Marcie Middlebrooks), it is clear that Korean Buddhism has not come up with 
clear guidelines to deal with such problems. 

A final example concerns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gain, here there is a great 
dissonance between how Buddhism is perceived in the West and the reality of Korean 
Buddhism. Most Western believers hold the principle of non-violence very dear, and many 
would therefore object to military service. Yet the Chogye order has absolutely no sympathy 
for this issue; it prides itself on a tradition of state protectionism, and supports military service 
by laypeople and monks alike. There is indeed strong precedent for this; the tradition of hoguk 
pulgyo has deep roots in Korean history. However, it has only become a mark of pride during 
the colonial period, partly due to the fact that Japanese Buddhism also sought to define itself 
as “state protective.” In Mahayana Buddhism, the taking of life is actually permitt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yet the bodhisattva precepts tradition also emphasizes extreme caution 
in killing. This tradition advocates strict vegetarianism, for example, something which is not 
very much emphasized in modern Korean Budd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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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 the return to a celibate tradition after liberation, there were efforts also to return to the 
orthodox meditation tradition. Of course Sŏn Buddhism has been a dominant force (although 
certainly not always the dominant force) on the peninsula since late Silla, and since Chin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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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1210) the main meditation technique of this school has been the so-called kanhwa 
tradition of hwadu meditation. This basically consists of constantly thinking about the point of 
a riddle or baffling story, known as a kong’an.  
 Yet Chinul never held up hwadu meditation as the sole avenue to enlightenment, 
merely as the shortcut method, meant for the most talented practitioners. After Chinul too, the 
evidence suggests that while hwadu practice remained dominant, it was never treated in an 
exclusive fashion. Recent research suggests, for example, that in late Chosŏn the border with 
doctrinal teaching and even Confucianism was relatively flexible (see Kim Seong-uk), showing 
creativity and adaptability in approaches to Zen practice and meditation. Yet the most famous 
monk of 20th century Korea, Sŏngch’ŏl, turned hwadu practice in a kind of rigid orthodoxy: to 
him it was the sole acceptable way of practice, and he severely condemned Chinul for his laxity. 
 Perhaps Songch’ol, having come of age in the late colonial period, saw this as the sole 
way to preserve the tradition; he was very much involved in the post-liberation struggle to 
redefine Korean Buddhism. Yet ironically, in trying to go back to the origins, he broke with 
more recent traditions, namely those of the late Choson period (See Kim Yong-t’ae). His 
Buddhism is therefore also a kind of “protestant” movement to go back to the pure source, in 
this case the source of Zen Buddhism. Yet his uncompromising attitude and black-white 
worldview in many ways goes against the spirit of Buddhism. After his death, the Chogye order 
continues to uphold kanhwa as the sole road to enlightenment, creating tensions with lay groups 
who prefer more accessible forms of meditation such as Vipassana. 
 Besides upholding kanhwa practice, there is also a strong view about the orthodox 
lineage of Korean Zen Buddhism; since the enlightenment experience has to be passed on from 
master to disciple, the lineage of such relationships is very important, constituting a kind of 
dharma family with the Buddha as the first ancestor. These lineages are very important to the 
identity of Son Buddhism, yet historically very hard to verify. Yet Sŏngch’ol and others insist 
on a single line of authority that is unassailable even if the historic evidence is weak or non-
ex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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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new religious groups that consider themselves Buddhist, such as Wŏn Buddhism or 
Ch’ŏnt’ae, emphasize that they give equal status to lay believers. This is an implicit criticism 
of mainstream KB, which excludes laity from any influence in temple affairs. 

Traditionally laity has been seen as donors, “clients” for rituals (especially death 
rituals), and also supporters, but never as equals. This has meant that lay believers often knew 
surprisingly little about Buddhism—there was no framework for them to receive any training. 
This was clearly felt by reformers such as Han Yong’un, who were painfully aware of the 
superior knowledge Christian converts had about their own tradition. This is also the reason 
why so many who identify as Buddhist were in many cases closer to Shamanism, which 
provided more tangible religious practices and beliefs. 

Recently, this is starting to change. The Chogye order has a training program for lay 
people, and also a kind of Buddhist ID system to give laity a greater sense of belonging and 
responsibility. Also, the temple stay program, popularized after 2002, has made it easier even 
for non-believers to get a taste of temple life if not Buddhism (see Uri Kaplan). It is not clear 
yet what the effect is of this, but it seems that it has the probably not so welcome effect that lay 
believers are getting more critical about Buddhist monks: now that they know more about 
Buddhism, they also know which standards monks should be measured against, and are 
especially critical of financial greed and possessions of monks, among other thing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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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by lay groups became evident when labor leader Han Sanggyun sought refuge at 
Jogye-sa at the end of last year. One of the most vocal opponents of the Jogye order is a civic 
group called “Parŭn Pulgyo chaega moim”; a good example can be found in the podcast listed 
below in the references.  

One of the main leaders of this group is the SNU Veterinary Prof. U Huijong. 
Interestingly, in his writings he seeks to bridge the gap between science and Buddhism, and is 
thus finally trying to connect KB with the “rational Buddhism” trend. 

But the most successful attempts at drawing in laity or inspiring them seem to belong 
to non-mainstream organizations such as the Jungto society led by Beopryun, who through his 
즉문즉답 lectures has finally managed to reach out beyond a small circle of believers and 
bring Buddhism closer to mainstream forums of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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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comments here might give the impression that I hold only negative views about Korean 
Buddhism. This is certainly not the case; but KB continues to suffer from a poor image and 
indistinct profile, and I felt it was necessary to try and give some kind of explanation for this. 
In my view, Buddhism remains the least understood religion in Korea, and perhaps the best 
way of getting at the core of this problem is by tacking some uncomfortable issues head-on. 
 As I mentioned, my comments remain very tentative and subjective; they are also 
somewhat experimental in that I have tried to draw in the latest research, especially some 
exciting recent PhD dissertations that break new ground in looking at KB as it is happening 
now. But as with the parable of the four blind men trying to identify an elephant, I am sure that 
I have missed many parts of this story. 
 
 
Tghgtgpegu. 
 
Western languages 
 
Galmiche, Florence. “La construction d’une identite religieuse buddhiste en Coree du Sud. » 

These de doctorat, U. Paris, 2011. 
Kaplan, Uri. “Transforming Orthodoxies: Buddhist Curriculum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Kim, Andrew Eungi. “Religion in Contemporary Korea: Change and Continuity.” Korea Focus 

(July-Aug. 2003): 133-146. 
Kim, Andrew Eungi.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From its Troubled Beginning to its 

Contemporary Success” Korea Journal 35:2 (1995) http://www.ekoreajournal.net  
Kim, Andrew Eungi. “Korean Religious Culture and its Affinity to Christianity: The Rise of 

Protestant Christianity in Korea.” Sociology of Religion 61:2 (2000): 117-133. 
Kim Seong-Uk. “Korean Son Buddhism in the 19th Century: Paekp’a, Ch’oui, and Buddhist-

Confucian Interaction at the End of the Choson Dynasty.” PhD diss., UCLA 2013.  
Lopez, Donald, ed. Curators of the Buddha. Univ. of Chicago Press, 1995. 
Middlebrooks, Marci. “Competing ‘Originary’ Technologies: Cultivating Human Cloning, 

Embryonic Stem Cells and Buddhism in South Korea and Beyond.”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Schopen, Gregory. “Archeology and Protestant Presuppositions in the Study of Indian 
Buddhism.” History of Religions 31 (1991): 1-23. 

-  48  -



 

Senécal, Bernard. “Sŏn Master T’oeong Sŏngch’ŏl’s Legacy: A Reflection o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Korean Sudden/Gradual Debate.”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5:1 
(2012): 89-126. 

Sharf, Robert. “The Zen of Japanese Nationalism.” History of Religions 33:1 (1993); also in 
Lopez, Curators of the Buddha. 

Shim Jae Ryo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Buddhism–Is Korean Buddhism 
Syncretic?”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 (1989): 147-157. 

Tikhonov, Vladimir. “The Japanese Missionaries and Their Impact on Korean Buddhist 
Developments (1876-1910).”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4 
(2004): 7-48.  

Walraven, Boudewijn. “Religion as a Moving Target.” Journal of Korean Religions 2:2 (2011): 
9-23. 

 
Korean 
 

김용태. 동아시아 근대 불교연구의 특성과 오리엔탈리즘의 투영. 역사학보 210 
(2010): 229-258.  

안성두, 우희종, et al.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우희종. 생명과학과 선. 파주: 미토스, 2006. 

우희중. 진화론적 시각과 불교의 연기적 관점의 만남. 종교문화연구 13 (2009): 47-
85. 

 

쇼! 개블릭 http://www.podbbang.com/ch/8112  

바른 불교 재가모임 http://cafe.daum.net/108lotus  
  
 

-  49  -





제 회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5

미술과 삶 역사를 보는 눈, 
한국 근현대 미술과 시각 문화- 

목수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





미술과 삶 역사를 보는 눈 한국 근현대미술과 시각문화, - 

목 수 현

한국근대미술사( )

새로운 시각의 시대1. 

조선 말에 밀어닥친 개항 바람은 사회의 이곳저곳을 뒤흔들었다 이 바람에는 그림 동네도   . 
예외는 아니었다 먼저 전통적으로 쓰이던 서화 라는 용어를 점차 미술 이라는 . , ‘ ( )’ ‘ ( )’書畵 美術
일본식 번역어가 대신하게 되었다 물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그림이 그려지는 방식 조. , 
형물의 종류도 변화하 다 미술의 변화는 세기부터 이미 중국 연행 을 통해 서양 그. 18 ( )燕行
림을 접하고 원근법이나 명암법을 습득하는 등 조금씩 소화해낸 예가 있다 그러나 세기 , . 19
말 세기 초 개화기의 미술은 서세동점 이라는 세계사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의 삶20 ( )西勢東漸
이 온전히 놓임으로 해서 일어난 보다 근본적인 변화 다.

미술 이라는 말은 년 일본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출품하면서   ‘ ( )’ 1873美術
독일어 ‘Kunst Shöne 를 번역한 말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년 한성순' . 1884 『
보 에 미술국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쓰이게 되었다‘ ( )’ .  美術局』

공적인 제도 교육에 새로운 시각이 들어서는 것은 년 소학교령에 도화 항목으  1895 ‘ ( )’ 圖畵
로부터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도화는 눈과 손을 토해 통상의 형체를 간취하고 바르게 . “
그리는 능력을 양성하고 겸하여 의장 을 연마하여 형( )意匠
체의 미를 변지케 함을 요지로 한다 고 하여 사생에 기반”
을 둔 사실적인 것을 그림의 요체로 여겼음을 알 수 있
다 도화는 년부터 보통학교 교육에서 필수과목으로 . 1906
채택되었다. 

화가들의 역에도 서서히 새로운 미술의 바람이 스며  
들었다 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인 화가 휴버트 . 1899
보스 는 직접 고종황제의 초상 과 서울풍(Hubert Vos) < > <
경 등을 유화로 그렸다 또한 시미즈 토운 등 > . ( ) 淸水東雲
일본 화가들은 경성에서 화실을 내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한편 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서구식 인쇄술은 좀1880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했다. 

년에 창간한 그리스도신보 에서 고종의 초상사진을 1907 『 』
석판인쇄해서 배포하는 등 복제 매체를 통해 사진이나 그
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되었다 년 이도. 1909

이 대한민보 에 그린 삽화는 시대적인 생각을 다수 대『 』
중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많은 사람들이 점. 
차 새로운 시각에 익숙해져 가게 되었다. 

그림 이도영 문명적 진군1. , < >, 
년 대한민보 삽화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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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에서 사진으로 의궤에서 사진첩으로2. , 

사진의 도입은 조선 말 대한제국기 시각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년 신미양요 때   / . 1871
에 포로로 잡혔던 조선인이 사진에 노출된 이래 년에는 일본인 사진관이 경성에 세워지, 1880
고 선교사와 여행객의 카메라에 잡히면서 조선 사람들이 사진의 대상이 되었다 년 사진. 1884
에 노출되었던 고종은 이후 많은 매체에 복제 인쇄되었으며 어진과 더불어 초상 사진도 많이 , 
남겼다 현재 남아 있는 세 점의 고종 초상화 곧 휴벗 보스의 고종 초상 채용신의 고종 . , < >, <
어진 점은 조선으로부터 대한제국기에 이루어진 시각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 2 . 

채용신은 화원이 아니라 무관이었으나 년 고종 어진 도사1901
를 담당한 이래 다수의 초상을 그렸는데 사진에 입각한 그의 , 
세밀한 묘사 어진이나 공신상 문인상뿐 아니라 여성 초상, , , 
상인의 초상 등 다양한 인물상은 초상이 그려지는 사회적 의
미도 변화해 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종의 초상 사진은 . 

년 그리스도교신문의 구독 사은품으로 제시되기도 하여 1907
더 이상 받들어모셔지는 어진 이 아니라 소비되는 이미지가 ‘ ’
되었다.

왕실의 중요 행사를 기록으로 남긴 의궤의 반차도는 사진   
첩으로 바뀌었다 정조의 국장도감의궤 대신 고종의 국장은 국장의 전말을 사진으로 기록한 . , 
국장사진첩 이 제작되었으며 이것은 신문에 널리 광고가 되어 예약판매되기도 ( ) , 國葬寫眞帖『 』

했다 사진이라는 복제 인쇄 매체는 대중의 소비를 가능하게 했고 시각 이미지는 다수 대중. , 
의 것이 되어갔다.

전람회의 시대3. 

서화의 감상은 글이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시 를 짓고 글씨 를 쓰  ( ) ( )詩 書
며 그림 을 감상하는 시화회 가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세기 초에 들어서 열리게 ( ) ( ) , 20畵 詩畵會
된 박람회를 비롯하여 대규모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전시회가 등장하면서 그림은 많은 사람
들이 감상하는 것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림 퍼시벌 로웰 촬영 고종 초상 사진 년2  , < >, , 1884 .

그림 휴벗 보스 고종 초3 , <
상 유채 년>, , 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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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년의 미국 시  1893
카고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출
품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 
그러한 종류의 전시가 시작된 
것은 년에 임시박람회진열1903
관이 설치되면서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에 미술품 이라는 . ‘ ’
항목이 공업품 등과 함께 있어 ‘ ’ 
미술품이 전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년의 경성박람회. 1907
를 거쳐 보다 본격적으로 열린 , 
박람회는 년 시정오년기념1915
조선물산공진회(始政五年記念朝

다 여기에서는 ) . 鮮物産共進會
여러 산업 물품과 더불어 동양
화 서양화 조각 등 미술품이 전시되었다, , .

년에는 서화인들이 모여 서화협회 를 결성하고 년부터 전람회 를 개  1918 ( ) 1921 ( )書畵協會 協展
최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인 년부터는 조선미술전람회 가 조선총독부 주최로 개최되. 1922 ( )鮮展
었다 박람회의 미술전시와 서화협회전 조선미술전람회 등에서는 기존의 서화 대신 미. , ‘ ( )’ 書畵
술을 서양화 동양화 조각 공예 등의 분야로 나누어 전시했다 이는 선비들이 유교적 교‘ ’ ‘ ’ ‘ ’ ‘ ’ . 
양을 연마하는 한 방법인 시서화 가 물러나고 대상을 매체에 따라 재현해 내는 미술‘ ( )’詩書畵
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특기할 것은 서양에서는 회화 조각 공예 등. , , 
으로 나뉘는 미술에 동양에서는 회화가 다시 서양화 와 동양화 로 나뉘었다, ‘ ( )’ ‘ ( )’西洋畵 東洋畵
는 점이다 동양화에는 처음에는 사군자와 서예가 포함되었지만 년대에 들어서서는 점차 . 1930
배제되는 경향을 보 다 공예 에는 도자 나전칠기 같은 전통적인 수공 기술이 포함되었지. ‘ ’ , 
만 자수 도안 등 새로운 분야도 포함되었다 미술계는 한국 사람뿐 아니라 조선에 거주하는 , , . 
일본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미술은 전반적으로 일본 미술 경향 아래
에 있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누드 의 충격 인물화 그리고 풍경화와 정물화4. ‘ ’ - , 

도화 가 공교육의 새로운 항목으로 제시되었지만 미술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은 설립되지 않  ‘ ’
았다 동양화는 서화미술회 강습소나 서화연구회 등에서 전통적인 임모 등을 통한 도제식 교. 
육이 지속되었고 더러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인들에게서 일본화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 
그러나 양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림의 세계를 좇아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성법어학교 출신으로 주사 를 지낸 고희동은 년 관직을 그만두고 일본 동경미술  ( ) 1909主事
학교 현재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의 전신 에 유학을 떠났다 년에 졸업하면서 두 자매( ) . 1915 < > 
정자관을 쓴 자화상 등의 작품을 남겼으며 돌아와서 서화협회를 결성하고 휘문학교 < >(1915) 

등에서 미술교사로 활동하 다 평양 부호의 아들인 김관호는 같은 동경미술학교에 년에 . 1911
입학해서 년 수석 졸업의 예를 차지했다 졸업작품인 해질녘 은 그해 일1916 . < ( )>(1916)夕暮

그림 4 시카고 만국박람회 조선관 년 ,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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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관전인 문부성전람회에서 특선을 받았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최초의 누드. ‘
로 입상소식은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지만 소재가 여성의 나체 기  때문에 신문에는 (nude)’ , 

실리지 못했다 김관호는 돌아와서 년 평양에서 최초의 개인전을 열었다. 1916 . 
  

 

 

   
일본화 분야에서는 이한복이 역시 동경미술학교에 년에 유학하고 돌아왔다  1918~1923 . 

년대에는 허백련이 법학을 공부하려 일본에 갔다가 화가로 전향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남1930 , 
종화가인 고무로 스이운 등 도쿄의 서화가들에게서 화법을 배우고 귀국했다 한편 ( ) .  小室翠雲
이종우는 도쿄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파리로 유학을 떠나 서구미술의 본고장에까지 유학하는 
유학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장발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 우리나라의 가톨릭 . 
성인들을 유화로 그렸으며 임용련은 파리에서 백남순과 함께 부부 유화가로 공부했다 여성으. 
로서는 나혜석이 도쿄 여자미술학교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개인전을 열고 소설도 쓰는 등 활발
한 활동을 벌 다 나혜석은 남편과 함께 세계일주를 하던 중 파리에서 년 동안 지내면서 서. 1
구 미술을 직접 습득하기도 했다. 

유학생들이 돌아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는 거의 그려지지 않던 여성 인물화가   
년대부터 많이 제작되었다 이때 그려진 여성인물화는 신윤복의 미인도 와 달라진 미감1920 . < >

을 보여준다 나체의 모델을 쓰는 서양식 교육 때문에 누드 의 제작이 늘어났으며 그와 더불. ‘ ’ , 
어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신여성 의 모습이 화폭에 담기기도 했다 전통화가인 김은호는 ‘ ’ . 1923
년 작품 응사 에서 수하미인도 의 전통에 신여성을 등장시킨 모습< ( )> ‘ ( )’凝思 樹下美人圖 을 그려
냈다.

산수 를 그리던 전통은 풍경화 로 대치되었다 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전통적  ( ) ( ) . 1922山水 風景畵
인 산수를 출품했던 이상범은 년에는 실경과 사생을 바탕으로 해서 원근법적 구도를 살1923
린 풍경화 모연 을 출품했다 이 시기 새로운 풍경화는 전통 화가들에게서 더 < ( )>(1923) . 暮煙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다 이상범 변관식 이용우 노수현 등이 새로운 풍경화의 주역들이었. , , , 
다 전통적 서화를 먼저 배웠던 이들이 그려낸 풍경화에는 전통적인 묵법이나 필법은 사라지. 
고 서양적 원근법을 적용하면서 일본화적인 안개를 등장시켜 부드러운 산야를 표현해 내었다. 

그림 고희동 부채를 든 자화상5 < >,
유채, 1915

그림 김관호 저물녘 유채6 , < >, ,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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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세기에 풍미 18
한 우리나라의 진경산수의 맥
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서 발전
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림에 . 
이상향을 담아 하나의 소우주
를 재구성해 내었던 동양적 세
계관 대신 화가의 눈 앞에 펼, 
쳐진 풍광을 묘사해 내는 서구
적 시각이 담기게 되었다.

서양화가들이 풍경을 많이   
그린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학교 교육에서 유화를 배우는 
기회도 늘어나고 년대에1920
는 일본 유학생도 증가하면서, 
서양의 인상주의를 본격적으로 
배운 화가들이 햇빛 가득한 조
선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었

다 오지호와 김주경은 빛을 이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색감을 살리는 데에 힘을 기울 다 오지. . 
호는 사과밭 에서 사과나무와 잎새 같은 형태가 빛을 반사하면서 품어내는 충만한 생< >(1937)
명감을 표현하 으며 남향집 에서는 따스한 볕이 비치는 창가의 집에 나무 그림자를 , < >(1939)
대비시켜 빛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깊이있게 표현해 냈다 한편 풍경은 시골이나 전원만 그려. 
진 것이 아니다 도시의 발달과 함께 화가들의 시선도 도시로 옮겨졌다 김주경은 북악산이 . . <
보이는 풍경 에 서양식 건축물들이 지어진 경성 거리를 양산을 든 여성이 걸어가는 모>(1929)
습을 그림으로써 근대적 풍광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대구에서 활동하면서 수채화를 주로 . 
그린 서동진도 뒷골목 이라는 그림을 통해 한적한 도시 뒷골목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 >(1932)
다.

가까운 곳에 과일이나 꽃병 등 사물을 놓고 그리는 정물화도 그려졌다 도화 교육에서 사   . 
물을 눈 앞에 두고 그려보는 연습을 할 때 먼저 접하게 되는 정물화는 화가들이 사생으로서 
즐겨 그리는 분야의 하나 다 이종우는 수련 꽃병와 함께 서양인형을 그린 인형이 있는 정. , <
물 을 김용준은 다알리아와 백일홍 같은 꽃을 박상옥은 물고기와 채소 같은 토속적>(1927) , < > , 
인 소재로 정물 을 그렸다< >(1934) . 

화단의 경향은 대체로 사실주의나 인상주의적인 화풍이었지만 구본웅처럼 표현주의적이고    , 
실험적인 그림을 그린 화가도 있었다 불구의 몸을 예술적 성취로 이겨낸 구본웅은 친구의 . <
초상 여인상 등에서 강렬한 붓질과 색채로 야수파적인 감각을 드러내었다 년대 후반> < > . 1930
에는 괴석이나 부처같은 동양의 정신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유화를 그리는 등 동양적 유화에 
대한 추구를 보이기도 했다. 

조소 분야에서는 주로 두상 등 인물상을 많이 조각했다 습작으로는 석고가 많았으며 전람  . 
회에는 청동 나무상도 출품되었다 조각가로서의 발걸음을 처음 내디딘 이는 김복진으로  동, . 
경미술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인물상을 많이 제작했으나 현존하는 작품은 거의 없다 조선미술. 
전람회에 출품한 나체습작 노인 등의 작품사진을 통해 사실적이면서도 조선< >(1925), < >(1935) 
인의 체형과 분위기를 표현해 내려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해 한. 

그림 7 오지호 사과밭 유채 , < >, ,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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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복역하기도 했으며 사진은 남아 있지 않으나 홍명희상 안창호상 등 기념할 만한 인, < > < > 
물을 조각했다는 기록도 있다 말년에는 불상 조각에 힘을 기울여 김제 금산사 미륵불. (1935), 
보은 법주사 미륵대불 등을 제작했다 그밖에도 김경승 김종 윤효중 등이 김복진의 (1939) . , , 
뒤를 이어 활동했다.

순응하는 미술과 저항하는 미술5. 

화단의 경향을 관전인 조선미술전람회가 주도하다시피 하게 되자 미술계는 크게 두 가지 흐  
름으로 나뉘게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 시대 순응적인 그림이 대거 등장한 것과 다른 한편으. , 
로 미약하나마 점차 굳어져 가는 통치 체제에 대비되는 저항적인 작품도 제작되었다는 것이
다.

공식적인 미술학교조차 없는 조선에서 이름을 알리거나 그림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화  , 
가들은 관전인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 명성을 내기 위해 전람회용 작품을 제작하는 경향이 있
었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주요 심사위원이 일본인들이었는데 년대에 들어서 심사위원들은 . , 1930
조선의 향토색 을 요구하는 심사평을 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이 일본의 한 지방으로서‘ ’ . 

의 특색을 보여주는 로칼 칼라 를 담아서 지방색이 있는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 (local color)'
었다 조선미술전람회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 
람들이 시골길을 걸어가는 아이 한복을 입은 여인 나물 캐는 아이들 소를 모는 목동 초가, , , , 
집 등 조선의 풍속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김기창의 가을날 은 익어가는 수수밭 사이로 동생을 업고 새참을 이고 가는 소녀와  < >(1934) , 
낫을 들고 가는 소년 남매를 소재로 그린 것으로 조선의 향토적인 소재를 일본화의 기법과 , 
채색을 사용하여 그해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받았다 이 일의 시골소녀 는 단조. < >(1928)
로운 선묘와 장식적인 색채 몽롱한 표현 등이 전형적인 일본화적인 수법을 보여주는 그림이, 
다.   

유화에서는 이인성이 가을 어느 날 경주의 산곡에서 등의 그림으로 두각  < >(1934), < >(1935) 
을 나타내었다 유학을 하거나 특별한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이인성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 
스타 미술가가 되었는데 도시적인 풍광이나 양장을 한 세련된 신여성을 그린 다른 그림들과, 
는 달리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한 그림들은 전형적인 향토소재적인 것들이었다. 

이런 그림은 일견 민족적인 소재로 비치기도 했지만 이미 년대 말부터 신문과 잡지를   , 1920
통해 이러한 작품들이 민족주의적인 미술인가 조선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 
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식민 지배에 순응적인 이러한 경향은 중일전쟁이 벌어진 년부터 사회가 전시체제로 접  1937
어들면서 그림에도 시국색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년대에 들어서면 종군화. 1940

를 그리는 화가도 나오며 잡지 표지를 비롯해 그림에도 비행기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 ) , 從軍畵
이 등장하고 신문에 진군 나팔을 부는 병사의 그림이 실리기도 했다 전쟁을 고무하는 성전, . 
미술전람회 육군미술전람회 전시 특별 문부성미술전람회 결전미술전람회 등이 성황리, , ( ) , 戰時
에 열렸으며 일본인 화가들은 물론 우리나라 화가들도 다수 참여하 다.     

관전이 주도하는 이러한 흐름에 물들지 않으려는 화가들은 더 이상 관전에 출품하지 않음으  
로써 침묵의 저항을 하는가 하면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 등을 열어 시대에 저항하는 미술, ‘ ’ 
활동을 꾀하기도 했다 년대 후반부터 관전의 아카데미즘과는 달리 전위적인 경향의 작품. 1920
을 제작하는 화가들은 전위 신흥 미술로서 시대의 벽을 뛰어넘고자 했다 가장 저항적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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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년에 결성된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의 일환인 미술동맹의 활동이었다 이는 1925 (KAPF) . 
정치적인 좌익운동과 결부된 예술운동으로서 작품은 사회주의적인 구성주의나 다다이즘적인 
경향을 띠었다 카프 미술운동은 김복진과 안석주가 앞장섰는데 액자 속의 회화보다는 잡지. , 
의 표지나 삽화 포스터 만화 판화 연극의 무대장치 등으로 표현되었다 년에는 수원에, , , , . 1930
서 프롤레타리아 미술전람회가 열려 일본 공산주의 계열의 화가도 참여했는데 점 출품작 120
중에 점이 진열금지를 당하기도 했다73 .

해방과 전쟁기의 미술6. 

해방 공간에는 정치적인 좌우대립과 함께 미술계에도 좌익과 우익 단체들이 범람했지만  공  
통의 과제는 미술에서의 일제 잔채 청산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식민지 체제에 적극 협력. 
했던 미술가들은 친일 로 낙인찍혀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런 가운데 ‘ ’ . 
해방된 나라에서 일본색을 벗고 새로운 기운을 표현하고자 하는 화가들의 의욕이 펼쳐졌다. 

이쾌대는 년대 초반부터 조선적인 색채를 추  1940
구한 그림들을 그려오는 노력을 보 는데 년대 , 1940
후반에는 역동적인 군상 작품들로 혼란한 < >(1948) 
가운데 새로운 조국을 일구어 가려는 민족의 의욕을 
표현해 내었다 그는 푸른 두루마기를 입고 팔을 걷. 
어부쳐 이젤과 붓을 든 자신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 해방 조국의 화가로서(< >), 
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 보 다 김만술은 오라. 
를 끊는 힘찬 모습의 남자를 해방 이라는 제< >(1947)
목의 청동조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미술계 역시 미군정의 주도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당시 대표적인 화가들 가운데  사회주의적
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대거 월북하여 이들은 

년대 중반까지 우리 미술사에서 잊혀진 작가가 1980
되었다 전쟁 이후 미술인들은 다시 활동 무대. 6.25 
를 잃었고 많지 않은 작품은 걸인이나 피난민 폐허, , 
가 된 전쟁터 전쟁 고아의 참상 등이 소재가 된 것, 
이었다. 

세계화 민족의 정서를 찾아서7. vs 

전쟁이 끝난 폐허 가운데에서 미술가들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과 한국적인 정서의 표현  
을 모색해 나갔다 전쟁 후 년대에는 유럽의 앵포르멜 과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1950 (informel)

로부터 충격을 받았다 사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는 표(abstract expressionism) . , 
현할 수 없는 내면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세기 초반에 처음 유화를 20
접했을 때만큼이나 생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 
작가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방법이었다. 

그림 8 이쾌대 푸른 옷을 입은 자화상 , < >, 
유채,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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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처럼 한국적인 소재와 방법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미술세계를   , , 
가다듬어 나간 작가들도 있었다. 

이중섭은 힘있는 필치의 황소 뿐 아니라 아이들과 물고기와 게 등 어린이 가족 등을   < > < > , 
소재로 해서 간결한 필치로 독특한 정서를 구현해 내었다 박수근은 단순한 형태의 인물과 나. 
무 등을 황토빛깔의 반복된 붓질로 화강암 같은 질감으로 표현해낸 화면으로 땅에 스며 있는 
듯한 한국적 정서를 표현했다 김환기는 백자 매화 등 전통적인 소재를 단순화한 구성에 하. , 
늘색 백색 등 맑은 색채로 디자인해서 현대적인 문인화다운 그림을 그려냈다, .

한국화에서는 이상범 변관식 등이 무덤덤한 산촌 마을을 깊이있는 필치로 그려냄으로써    ,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가는 정서를 담았다 이상범은 짧게 끊어지는 반복적인 붓질로 그만의 . 
독특한 화면을 구사해 냈다 반면 변관식은 붓을 거듭 더해서 화면의 무게를 더해 가는 방법. 
을 채택했으며 그가 년대에 여러 차례 다녀왔던 금강산의 여러 모습을 재구성하여 현대, 1930
적인 진경산수를 구현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근대미술은 밀어닥치는 서구 문물과 식민 지배 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 미술과  ,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미술가들의 정체성을 향한 고된 여정이었다 그 안에는 미술. 
가들이 겪었던 질곡과 새로운 표현을 찾아 헤맨 힘겨운 노력이 스며들어 있다.

년대에 들어 유학이나 비엔날레 참가 등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서구 미술을 직접 접  1960
하는 작가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미술은 동양 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미술 안에서 한국적 인 ‘ ’ ‘ ’
것을 세우고자 하 다 작가들은 어떠한 소재를 그리기보다는 단색에서 한국적인 정신성을 표. 
현하고자 했다 이는 년대에 단색조회화 모노크롬 라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박서보는 . 1970 ‘ ( )’ .  
묘법 연작에서 무채색 계열의 화면에 무수히 반복하는 드로잉을 통해 탈아 의 경지에 이르< > ‘ ’

는 작가의 움직임 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우환은 점에서 선으로부터 와 같은 작품들에서 ‘ ’ . < > < >
붓질을 반복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수행 으로서의 미술을 제시하 다 그들은 이러‘ ’ . 
한 행위가 동양적인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 으며 이것을 동양적 미술 로 제시하, ‘ ’

다. 
파리에서 활동한 이응노는 글자를 추상적인 형태로 전환한 문자추상 으로 서구적인 추상   ‘ ’ , 

형식에 동양적인 정신을 담는 방법을 구사하 다 결국 이들의 추구는 유화이건 수묵화이건 . 
동양의 작가들이 서구의 방법론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현실을 보는 눈 민중미술과 소비자본주의 시대의 미술8. : 

추상미술이 작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대신 작품의 추상화는 일반 관객과의 거리를 점차 멀  , 
어지게 하 다 이처럼 미술이 사회와 괴리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자 년대에는 사회민주. , 1980
화운동과 더불어 미술에서도 역사적인 내용을 담거나 삶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작품들이 
그려졌다 이들은 미술이 삶이나 사회와 유리된 채 벽면을 장식하는 데에 쓰이거나 시장 논. , 
리에 따라 상품화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미술이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 삶을 표현하는 것을 , 
중요시하 다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보다는 일하는 삶 노동의 고달픔 한국의 근현대 역. , , 
사 등이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하여 현실주의 리얼리즘 를 추구하 으며 전통미술을 현대적으( ) , 
로 재창조하는 것에도 의미를 두었다 따라서 노동자 농민 등이 주제가 되기도 하고 전통불. , , 
화의 괘불 등을 응용하여 그린 걸개그림 등은 대학가나 시위 현장에 쓰여 삶 속에서 기능하
다 이러한 민중미술 운동은 미술이 삶과 유리되었던 현실을 비판하고 삶으로부터 우러나오. ‘ ’ , 
는 미술을 지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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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백남준의 굿모닝 미스터 오웰 이 매체를 통해 파리와 뉴욕 서울에   1984 1 1 < > TV , 
서 동시에 방 되면서 시청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은 상 작업을 통한 미술에 접하게 되, TV 
었다 이미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을 통해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적 소재를 통해 미술. , 
은 글로벌 한 것이 되어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백남준의 다다익선 은 ‘ ’ . < ( )>多多益善

탑을 통해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보여준다TV .
년대에는 백남준처럼 상 매체를 사용하거나 물체 오브제 를 사용하여 설치작업  1990 , ( )

을 하는 작가들이 많아졌다 주제적으로는 소비자본주의가 심화되어 가는 사회를 (installation) . 
비판적인 시선으로 표현하는 작가들도 늘어났다 플라스틱 바구니 풍선 모형 같은 소재를 사. , 
용하여 고급문화와 통속문화의 경계를 부정하는 최정화나 썩어가는 생선에 아름다운 장식을 , 
해서 전시하거나 언뜻 보기에 괴기스러운 또는 혐오스러운 복장을 하고 시내를 배회하는 행위
예술을 하는 이불 같은 작가들을 들 수 있다 이는 미술이라는 것의 고정관념을 깨고 삶의 의. 
미를 본질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이다. 

 문인들의 이상과 교양을 표현하던 미술은 사실적인 표현에 충실한 서구 미술의 시각을 받  , 
아들여 눈에 보이는 모습들을 그려내게 되었다 그러나 미술에는 문화 공동체의 삶과 정서가 . 
스며들어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정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 , 
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이후에는 동 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직접 마주치면서 작. -
가들은 민족성 에 이어 동양성 이라는 화두에 몰두하기도 하 다 그러나 미술이 작가 개인‘ ’ ‘ ’ . 
의 고민과 내면세계를 담아내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향수하는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움뿐 아, 
니라 고통과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자각도 나타났다 미술은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일까 삶. , 
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 오늘날 작가들의 시선은 지난 년간 변화해 온 우리의 삶에 . 100
드리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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