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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발 로웰이 1883년-1884년에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최초의 고종의 사진을 비롯하여 모두가 서울에서 촬영

된 최초이자 유일한 사진들이기 때문에 19세기 말의 조선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로웰의 

사진 자료들 중 인화된 사진 61장은 미국의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간단한 목록은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

에 의해서 정리된 바도 있다. 이 사진들은 보스턴미술관의 웹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되고 있는데 사진 설명문들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 사진 설명문들은 로웰의 사진 설명과 로웰의 저서의 내용 그리고 아키비스트들의 한국 관련 

지식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탈자와 함께 사진의 내용과 상응하지 않는 설명도 포함하고 있는 등 문제

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로웰의 사진 설명문에 근거했을 사진 설명문은 4번 이상 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사진 설명문은 로웰의 설명문과 아키비스트의 설명문이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게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

웰의 사진들은 지난 130여 년 동안 조선의 옛 모습에 대한 여러 연구와 책자에서 잘못된 설명과 함께 인용·수록되어왔

다. 공공기관의 온라인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료로 이용되는 해외 문화재의 오·

인용을 방지하고자 필자는 로웰의 저서와 문서 및 외교 사료 등을 분석하여 로웰의 사진이 품고 있는 내용과 사진의 촬

영지 및 촬영 대상을 비정하여 보스턴미술관이 게시하고 있는 사진 설명문의 정정 및 추가 설명을 제시했다. 로웰이 조

선에서 촬영한 80여장의 사진 자료들은 해상도가 높고 풍부한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와 활용성이 매

우 높은 것들이지만 모두가 미국에 소장되어 있고 관리 또한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인화된 사진과 유리건판을 

고해상도 디지털 스캔 및 대형 사진 인화 작업 등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들을 국내에 소장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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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퍼시발 로웰(이하, 로웰)1이 1883년-1884년에 조선

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최초의 고종의 사진을 비롯하여 모

두가 서울에서 촬영된 최초이자 유일한 사진들이다. 이 

사진들 중 61장은 미국의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있는

데, 2004년에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가 그 목록을 간단히 

정리하기도 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한편, 이 사진

들은 인터넷으로도 게시되고 있는데, 사진의 설명문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공기관

의 온라인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

는 현시점에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보스턴미술관의 

사진 설명문의 오류에 대한 정정·보완 안을 제시하고, 해

외 소재 한국 문화재 관리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한다.

로웰은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이 체결된 뒤에 조선이 미국에 파견한 보빙사(報聘使)

에 참찬관(外國參贊官 및 顧問, Foreign Secretary and 

Counsellor)으로 고용된 인물이다.2 로웰은 보빙사 활동

을 마치고 조선에 입국하여 고종의 손님 자격으로 1883

년 12월 말 부터 1884년 3월 중순까지 서울에 머물렀다. 

로웰은 미국으로 귀국한 뒤, 조선에서의 경험과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조선에 대한 책 CHOSÖN, 

THE LAND OF MORNING CALM, A SKETCH OF 

KOREA,(이하, CHOSÖN)(Lowell, 1886)3을 출판하여 ‘고

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수식어와 함께 조선을 세상에 널

리 알리기도 했다. 이 책의 초판본에는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 25장이 수록되어 있다.4

로웰은 조선 방문 기간에 부산을 포함하여 서울 안

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80여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했다. 

로웰은 사진기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서울에 입성한 최초

의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촬영한 모든 사진은 한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로

웰이 사용한 사진기는 휴대 가능한 것이었고, 당시로서

는 무척 희귀했다. 때문에 로웰의 사진들은 국왕에서 물

지게꾼까지 그리고 왕궁에서 쇠락한 불교사찰에 이를 정

도로 매우 다양한 내용을 품고 있다.5 그러나 로웰은 자신

이 촬영한 사진의 촬영 장소와 촬영 대상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 담고 있는 구

체적인 정보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로웰의 사진들은 지난 130여 

년 동안 조선의 옛 모습에 대한 여러 연구와 책자에서 잘

못된 설명과 함께 인용·수록되어왔다. 예를 들어 해밀턴

(Angus Hamilton, 1874-1913)의 KOREA(HAMILTON, 

1904a)의 독일어판인 KOREA, das Land des Morgenrots 

(HAMILTON, 1904b)에는 로웰의 사진 5장이 수채

화로 모사되어 편집자 마음대로의 설명이 붙여진 채

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묄렌도르프 자전』(신복룡·

김운경, 1999)과 주조미국공사였던 푸트(Lucius H. 

Foote, 1826-1913)의 부인에 관한 책인 A DIPLOMAT’S 

HELPMATE(LAWRENCE, 1918)에도 로웰의 사진이 촬영

자 정보 없이 수록되어 있다. 국내에서 출판된 한국의 옛 

사진들을 모아 놓은 서적들 역시 로웰의 사진을 잘못된 

설명과 함께 수록하고 있는데 대표적 예로서 『사진으로 

본 백 년 전의 한국』(김원모·정성길, 1997)을 들 수 있다. 

1 Percival Lowell(1855-1916): 미국 현지의 발음은 ‘퍼시발 로월’에 가깝지만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퍼시발 로웰로 표기할 것이다. 19세기 미국 

보스턴의 전통적 상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본투자가, 여행가, 동양문화연구가 및 천문학자로 활동했다.

2 로웰의 보빙사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결과를 참조할 것: 김원모, 1997, 「유미 조선보빙사 수원 최경석·오예당·로우엘 연구」, 『동양학』, Vol.27, pp.193-225.

3 이 책은 1986년에 조경철에 의하여 번역·출판되었고(조경철, 1986,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광문화사).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훗날 축약·편집되어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로 출판되었다: 조경철, 2001,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

4 1886년 같은 해에 출판된 2판본에는 23장, 1888년에 출판된 3판본에는 6장만이 수록되었다.

5 배형일은 CHOSÖN 초판본에 수록된 사진들을 분석한 뒤, 당대의 다른 사진들과 달리 독특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로웰의 사진들이 체계적으로 연구

된 적이 없이 과소평가 된 채로 무분별하게 인용됨을 아쉬워했다: Hyung Il Pai, 2016, 「Visualizing Seoul’s Landscapes: Percival Lowell and the 

Cultural Biography of Ethnographic Images」,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1, N. 2, pp 36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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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로웰의 사진 11장 모두가 촬영자와 촬영 연도 

및 대상이 잘못된 정보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개화기와 

대한제국』(박도, 2012)에 수록된 외아문 관원들의 사진 

역시 잘못된 설명이 붙어 있다.

로웰이 촬영한 사진들 중에서 특별히 최초의 고종 

사진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6 사진 전

체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들어서야 필자에 의해서 수행되

었다.7

로웰이 촬영한 조선의 사진 자료들이 가장 많이 소

장된 곳은 미국 아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Flagstaff)에 

있는 로웰천문대의 퍼트남자료관(Putnam Collection 

Center)8과 미국의 보스턴미술관9인데, 두 기관 모두 인터

넷을 통해서 로웰의 사진들을 게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의 온라인 아카이브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

는 현시점에서 필자는 퍼트남자료관과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웰의 사진들에 대한 설명문에 오류가 있

음을 파악하고 정정 및 보완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퍼트남자료관은 필자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2020

년부터 아카이브의 수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반응

을 보이고 있다.

한편,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 61장을 소장하

고 있는 보스턴미술관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는 사진 설

명문에도 오류가 적지 않아서 오류 정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런데 필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던 지난 

2019년 5월경에 보스턴미술관이 사진 설명문을 개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개정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본고

를 마무리 하였다.

Ⅱ.  보스턴미술관 소재 로웰의 
 조선 사진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웰의 사진들은 로

웰이 1884년에 미국으로 귀국한 뒤에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일부를 인화하고 보스턴 아마추어사진가협회

에 제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진들이다.10 즉, 이 사

진들은 로웰에 의해서 인화되고 사진 설명문 역시 로웰에 

의해서 작성되었을 설명에 바탕을 둔 설명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04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스턴미술관

에 소장된 한국문화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진의 내용

에 대한 정보를 미술관 측에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러므로 보스턴미술관이 온라인으로 게시하고 있는 로웰

의 사진들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오류가 적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사진을 촬영한 로웰이 습득한 조선에 대

한 지식은 완벽하지 않았고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남기지 않았으며, 보스턴미술관의 사진 

설명문은 아키비스트의 의견이 추가되어 작성되었기 때

문에 보스턴미술관이 제공하고 있는 사진 설명문에는 적

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 실제로 2019년 5월 이전까지 

보스턴미술관이 인터넷으로 게시하고 있던 로웰의 조선 

관련 사진 설명문에는 영문 철자의 오류나 단어의 누락은 

물론이고 사진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설명문도 있었

다. 그리고 이 사진 설명문들 대부분이 로웰이 작성한 사

진 설명문과 아키비스트가 작성한 사진 설명문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 즉, 사진 설명문은 로웰이 CHOSÖN에 

수록한 사진과 사진 설명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있지

6 권행가, 2005, 「고종의 초상」,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인진, 2010, 『고종 어사진을 통해 세계를 꿈꾸다』, 문현; 정영진, 2019a, 「최초의 고종 어사

진에 대한 고찰」, 『현대사진영상학회논문집』, Vol. 22-1, pp.43-60.

7 정영진, 2019b,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된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60호, pp.239-281.; 정영진, 2019c, 「퍼시발 로웰의 서

울 사진에 대한 고찰」, 『서울과 역사』, 제102호, pp.7-56.

8 퍼트남자료관은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들 중에서 음화유리건판과 인화된 사진 그리고 랜턴슬라이드(lantern slide: 환등기용 유리건판) 등 80여개의 사

진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9 https://collections.mfa.org/advancedsearch/Objects/peopleSearch%3APercival%20Lowell/images?page=1

10 Strauss, David., 2001, Percival Lowell-The Culture and Science of a Boston Brahmin , Harvard University Press,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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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동안의 아키비스트들이 임의로 추가한 설명도 혼

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들의 사진에 대한 지식 정

도에 따라서 설명문이 여러 번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보스턴미술관은 2019년 5월 이후에 로웰의 사

진에 대한 설명문을 개정하였으나, 현 시점까지 개정된 

내용은 지명이나 건물명의 한국어 이름을 추가한 정도

에 그치고 있다. 즉, 이전의 사진 설명문에서 경복궁, 창

덕궁, 경회루, 혜화문을 각각 ‘Old Palace’, ‘New Palace’, 

Summer Palace’, ‘Northeast Gate’로 표기한 것11에 한국식 

명칭과 발음을 영자로 추가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Ⅲ.  보스턴미술관 소재 로웰의 
 조선 사진에 대한 분석과 비정

필자는 CHOSÖN의 초판본의 내용과 초판본에 수록

된 사진 설명문, 로웰의 서간문, 퍼트남자료관의 사진 설

명문, 미국립문서보관소의 한국과 일본 관련 외교 문서 

등을 교차 분석하고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촬

영 대상과 장소를 직접 답사하여 비정했다.12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스턴미술관이 제공하고 있는 온

라인 사진아카이브 중에서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

들에 대한 정보와 설명문의 문제점들을 찾아 정정 및 보

완할 사항을 제시했다.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웰의 사진 61장은 

보스턴미술관 웹사이트의 사진 자료 항목에서 ‘lowell’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로웰은 조선을 칭할 때 chosun, 

chosön, korea, corea를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보스턴미

술관도 로웰의 사진에 대한 설명문에 위와 같은 국명들을 

혼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 국명들을 한역할 때에는 

‘조선’을 사용하겠다.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웰의 사진에는 

박물관이 부여한 사진 설명문과 수납번호(accession 

number) 그리고 미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 번호(NRICP 

RELIC NO.)가 모두 표기되어 있다. 아래 사진들에 대한 

필자의 분석과 사진 설명문의 오류 정정에 대한 제안은 마

지막 <사진 61>을 제외하고는 웹사이트 화면에 게시된 

수납 번호 순서대로 했고, 사진 제목은 학술지의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필자가 임의로 간단한 것으로 지정했다.

1. 혜화문

‘서울 안에서 바라 본 도성의 북동문[혜화문]

(Northeast Gate [Hyehwamun Gate] of the city wall from 

within Seoul, NRICP Relic No.: 2876; accession number: 

2003.669)’이라는 설명의 <사진 1>은 도성 안쪽에서 혜

화문과 활쏘기 연습을 하는 사람을 함께 촬영한 것이다. 

가운데 서 있는 양반은 활과 화살통을 들고 있고 오른쪽의 

시종으로 보이는 아이는 2개의 그릇이 들어 있는 봇짐을 

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혜화문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왕복 8차선의 도로가 나 있고 혜화문은 원래의 위치에서 

북쪽으로 50여 미터 가량 옮겨져 복원되어 있다.

사진 1 혜화문.

11 로웰은 CHOSÖN에 경복궁을 ’Old Palace‘  즉 구궁(舊宮)으로, 경회루는 ‘Summer Palace’ 즉 하궁(夏宮)으로 기술했다: Lowell, 1886, p.289-298.

12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웰의 사진 61장중에 40장은 그 내용이 같은 사진 자료들(인화된 사진, 유리건판, 랜턴슬라이드)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사진 설명문은 보스턴미술관의 설명문보다 부실한 상태였기에 교차 분석 과정을 거쳐서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했으며(정영진, 2019b,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된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60호, pp.239-281.), 사진 촬영 장소와 촬영 대상을 필자가 답사하여 비정한 결과의 일부 

역시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했다(정영진, 2019c, 「퍼시발 로웰의 서울 사진에 대한 고찰」, 『서울과 역사』, 제102호, pp.7-56.). 그러므로 이 논문에 수록된 사진 

설명의 일부는 앞서 발표된 두 논문의 사진 설명과 유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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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의 설명문에는 활쏘기 연습하는 모습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랜턴

슬라이드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13

2. 로웰의 거처

‘푸른 일각수 계곡으로 이어지는 길의 재(灰) - 나의 

거처는 나뭇단 뒤 왼쪽에 있다 The street ashes leading 

to the Blue Unicorn Valley- My house over on the left, 

brushwood in foreground, NRICP Relic No.: 2870; 

accession number: 2003.670)’라는 설명의 <사진 2>는 통

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이하: 외아문)

이 제공한 로웰의 거처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진이다.

이 사진은 현재의 안국역 사거리에서 재동과 가회

동 방향을 바라보며 촬영한 것으로 비정되었다. 로웰은 

CHOSÖN에 자신의 거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자신의 

거처 앞의 길 이름을 고유 명사인 ‘The Street of Ashes’로 

표기했다(Lowell, 1886, p.238). 그러므로 이 사진에 대한 

보스턴미술관의 설명에는 ‘of’가 누락된 것이다.

한편, 로웰은 이 길을 따라서 산 쪽으로 올라가면 ‘푸

른 일각수 계곡(The Glen of the Blue Unicorn)’에 도달한

다고 묘사하고 있는데(Lowell, 1886, p.239), 이곳은 삼청

동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현재의 가회동에

서 삼청동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취운정(翠雲亭)

터 아래 백록동 약수터 바위에서 청린동천(靑麟洞天)이

라는 글씨가 발견되었는데,14 ‘靑麟洞’은 ‘The Glen of the 

Blue Unicorn’으로 영역될 수 있다.

3. 돈의문 밖 성곽

‘서울, 도성의 바깥(Outside the city wall, Seoul, 

NRICP Relic No.: 2880; accession number: 2003.671 )’이

라는 설명의 <사진 3>은 돈의문 바깥에서 북서쪽을 바

라보면서 촬영한 것이다.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서울역

사박물관, 2004, pp.124-125)와 현재의 지도를 참고하면 

이 사진은 현재의 ‘종로구 평동 60’, 강북삼성병원의 본관

과 ‘R스퀘어’ 건물 사이의 ‘송월길’에서 촬영한 것이다.

한편, 이 사진은 퍼트남자료관에 랜턴슬라이드의 형

태로 소장되어 있는데, 좌우가 바뀐 이미지가 ‘서울 밖 산

정에 있는 요새 행주산성(Hang ju san sung, a mountain 

top fortress outside of Seoul)’이라는 잘못된 설명과 함께 

게시되고 있다.15

4. 혜화문의 북동쪽 풍경

‘서울의 북동쪽: 도성의 어느 문에서 바라본 모습(To 

the Northeast of Seoul: View from a gate of the city’s wall, 

NRICP Relic No.: 2881; accession number: 2003.672)’으로 

설명되어 있는 <사진 4>는 혜화문 문루에서 현재의 동소

사진 2 로웰의 거처. 사진 3 돈의문 밖 성곽.

13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74.jpg

14 http://www.oneclick.or.kr/bbs/boardView.do?id=81&bIdx=66775&page=1&menuId=133.

15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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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로에 해당되는 길 주변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서 오른

쪽의 완만한 산 정상은 개운산 정상이고 왼쪽의 소나무 동

산은 현재의 성북공원에 해당된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고16, CHOSÖN에도 

수록되어 있다(Lowell, 1886, p.360).

5. 종로의 군중들

‘왕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군중 Crowd 

collected to witness the passing of the King, NRICP Relic 

No.: 2883; accession number: 2003.673)’이라는 설명의 

<사진 5>는 종각 근처의 한 건물의 지붕에서 낙산 방향

을 바라보며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종로의 모습이다.17 

로웰은 종각 앞 광장 한편에는 이곳에서 유일한 2층 건물

이 한 채 있다고 기술했으므로(Lowell, 1886, p.97), 촬영 

각도를 고려할 때 이 사진은 그 건물의 2층에서 촬영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과 유리

건판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18

6. 서지

‘도성 밖의 얼어붙은 연못, 서울(Lotus pond outside 

the city walls, frozen-Seoul, NRICP Relic No.: 2886; 

accession number: 2003.674)’이라는 설명의 <사진 6>

은 현재의 서대문구 천연동 금화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서지(西池)의 모습이다. 서지는 임오군란 당시에 소실된 

일본공사관 앞에 위치했었다. 사진 왼쪽의 인공 섬과 나

무는 호암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경기감영도(京畿監營

圖)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 경복궁의 신무문과 북악산

‘서울 구궁[경복궁]의 북문[신무문]과 북쪽 언덕[북

사진 4 혜화문의 북동쪽 풍경.

사진 5 종로의 군중들.

사진 6 서지.

사진 7 경복궁의 신무문과 북악산.

16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54.gif

17 이 사진은 『사진으로 본 백 년 전의 한국:근대 한국(1871-1910)』(김원모·정성길, 1997)에 ‘1898년에 촬영된 전차 기공식’으로 잘못 설명되어 있다.

18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v22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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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산](North Gateway [Sinmumun Gate] of Old Palace 

grounds [Gyeongbokgung Palace] and North Hill 

[Bugaksan Mountain] - Seoul, NRICP Relic No.: 2910; 

accession number: 2003.675)’이라는 제목의 <사진 7>

은 경복궁의 신무문과 북악산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

과 같은 내용의 랜턴슬라이드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

어 있다.19

8. 경회루의 기둥들

‘서울 구궁[경복궁] 안 하궁[경회루]이라고 불리

는 곳의 내부 모습(Interior of the so called summer 

palace[Gyeonghoeru Pavilion] in the Old Palace 

[Gyeongbokgung Palace], Seoul, NRICP Relic No.: 2890; 

accession number: 2003.676)’이라는 제목의 <사진 8>

은 경복궁의 경회루 입구를 촬영한 것이다. 같은 내용의 

사진 자료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고20, CHOSÖN

에도 수록되어 있다(Lowell, 1886, p.270.).

9. 서울의 근교

‘서울의 근교 : 눈 덮인 지붕들(Country in the 

neighborhood of Seoul: Roofs buried in snow, NRICP 

Relic No.: 2903; accession number: 2003.677)’이라는 

제목의 <사진 9>의 촬영 장소는 정확히 비정할 수 없었

다. 다만, 로웰은 외아문 관원들 및 윤치호 등과 함께 도

성 북쪽의 화계사로 놀러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때 로웰

의 거처에서 출발하여 혜화문을 지나 개운사 자락의 미아

리고개를 넘어 화계사 입구로 이어지는 길의 지형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혜화문이 고개 위에 있고, 도성 안

으로는 눈 덮인 지붕들이 보이고 바깥으로는 넓은 분지

가 보인다고 기술했으므로(Lowell, 1886, pp.359-360), 

이 사진은 이 때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과 

<사진 4>도 이때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10. 경회루에서 본 풍경

‘서울의 구궁[경복궁] 경내의 하궁[경회루] 난

간에서 본 풍경(View from balcony of the Summer 

Palace[Gyeonghoeru Pavilion] in the Old Palace 

grounds[Gyeongbokgung Palace], Seoul, NRICP Relic 

No.: 2909; accession number: 2003.678)’이라는 설명의 

<사진 10>은 경복궁의 경회루 2층의 북서쪽 구석에서 

사진 8 경회루의 기둥들.

사진 9 서울의 근교.

사진 10 경회루에서 본 풍경.

19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95.jpg

20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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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풍경을 촬영한 것이다. 일제에 의해 철거된 태원전으

로 추정되는 건물이 보인다. 같은 내용의 사진이 퍼트남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고21, CHOSÖN에도 수록되어 있다

(Lowell, 1886, p.250).

11. 부산의 초량 포구

‘부산의 조선식 배(Korean Boats at Pusan, NRICP 

Relic No.: 2887; accession number: 2003.679)’라는 제목

의 <사진 11>은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인 초량의 포구

를 촬영한 것이다. 로웰은 CHOSÖN에 초량과 동래를 각

각 Pusan과 Busan으로 구분하여 표기했다. 그러므로 영

문 설명문의 Busan을 Pusan으로 수정하거나 일본인 거

류지인 초량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1883년에 초량포

구에는 바다 쪽을 바라볼 때 좌우에 두 개의 방파제가 있

었는데 사진 속의 방파제는 왼쪽 방파제이다. 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는 현재의 ‘부산데파트주상복합건물’에 해당

된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과 유리건판이 퍼트남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고.22 CHOSÖN에도 수록되어 있다

(Lowell, 1886, p.36).

12. 주조미공사관의 대문

‘서울의 미공사관 마당의 대문(Gateway in the 

Courtyard of the American Legations, Seoul, NRICP 

Relic No.: 2884; accession number: 2003.680)’이라는 제

목의 <사진 12>는 주조미국공사관 안에서 입구를 촬영

한 것이다.

13. 마포에서 본 한강

‘3월 얼음이 깨지고 있는 한강의 동쪽(The River Han 

looking East - Ice breaking in March, NRICP Relic No.: 

2925; accession number: 2003.681)’이라는 제목의 <사

진 13>은 앞의 현재의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라 자리에 

있었던 담담정(淡淡亭; 이상배 등, 2012, pp.341-342)에서 

현재의 흑석동 방향을 향해서 촬영한 것이다. 좌측의 중

앙에서 길게 뻗어 나온 지형은 새남터 즉, 현재의 ‘용산구 

이촌동’이고, 짙게 보이는 능선은 현재 국립현충원을 감

싸고 있는 서달산의 동쪽 능선이다. 2019년 5월 이전까지 

이 사진의 설명문은 ‘The River Han’이었다. 설명문 개정 

후에 ‘looking East’가 추가 되었는데, ‘looking Southeast’

로 정정해야할 것이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이 퍼

사진 11 부산의 초량포구.

사진 12 주조미공사관의 대문.

사진 13 마포에서 본 한강.

21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55.gif

22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v22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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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고,23 CHOSÖN에도 수록되어 

있다(Lowell, 1886, p.50).

14. 서울의 교외

‘서울의 교외: 도시는 언덕 넘어 오른쪽에 있다

(Suburbs of Seoul: The city lies over the hills to the right, 

NRICP Relic No.: 2915; 2003.683)’라는 설명의 <사진 

14> 역시 <사진 13>의 촬영 장소인 현재의 마포구 마포

동 벽산빌라 자리에 있었던 담담정에서 현재의 아현고개 

방향을 바라보고 촬영한 것이다. 검은 언덕은 현재의 염

리동과 공덕동에 해당되고, 좌측 아래 현재 동도중·고등

학교 자리에는 흥선대원군의 말년 거처였던 아소정(이상

배 등, 2012, pp.519-520)이 보인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

의 랜턴슬라이드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24

15. 경회루의 담장

‘서울 구궁[경복궁] 안 하궁[경회루]이라고 불리

는 곳의 외관(Exterior of the so called Summer Palace 

[Gyeonghoeru Pavilion] in the Old Palace [Gyeongbokgung 

Palace], Seoul, NRICP Relic No.: 2905; accession number: 

2003.684)’이라는 설명의 <사진 15>는 경복궁 경회루 

입구를 원경으로 촬영한 것이다. 오른쪽의 담장은 일제

강점기에 철거되었다가 복원되었는데, 현재 복원된 담

장은 사진의 담장과 약간 다른 모습이다. 퍼트남자료관

에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 자료가 소장되어 있고25, 

CHOSÖN에도 수록되어 있다(Lowell, 1886, p.280.).

16. 주조일본공사관 터

‘학살이 벌어진 일본공사관 자리(Site of Japanese 

Legations where the massacre took place, NRICP Relic 

No.: 2920; accession number: 2003.685)’라는 제목의 

<사진 16>은 임오군란 때 불에 탄 일본공사관 터와 그 

앞의 연못인 서지(西池)를 촬영한 것이다. 공사관으로 사

용하던 청수관(淸水館)은 불타 없어지고 정문과 오른쪽

의 천연정(天然亭) 등의 부속 건물들만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는 현재 동명여자중학교가 들어서 있다. 이 사진

과 같은 내용의 사진과 유리건판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

되어 있다.26

사진 14 서울의 교외.

사진 15 경회루의 담장.

사진 16 주조일본공사관 터.

23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45.gif

24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93.jpg

25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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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로의 사람들

<사진 17>은 ‘Street clothes washing scene, Seoul. 

Greatest difficulty in inducing women to return, NRICP 

Relic No.: 2865; accession number: 2003.686)이라는 설

명문이 붙어 있는 것인데, ‘Street clothes washing scene’

을 억지로 번역한다고 해도 ‘평상복 세탁하는 모습’ 정도 

밖에 안 되며, ‘여인들을 되돌아오도록 설득하는데 매우 

어려웠다’는 부제 역시 사진의 내용과 상응하지 않는다. 

아마도 아키비스트가 실수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박물관 

측에서는 이 설명문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 한편, 국립문

화재연구소에서 정리한 로웰사진 목록의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은 ‘서울의 거리 풍경(Seoul street scene)으로 되어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p.362). 그리고 CHOSÖN

에는 같은 내용의 사진이 ’서울의 주요 도로의 초대받

지 않은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Lowell, 

1886, p.128).

18. 조선인 통역관들

‘한국인 일본어 통역관들(Korean Interpreters into 

Japanese, NRICP Relic No.: 2899; accession number: 

2003.687)’이라는 제목의 <사진 18>은 같은 내용의 랜

턴슬라이드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27 로웰

은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에 이미 일본어를 꽤 하고 있었

고 영어 통역 겸 비서인 일본인 미야오카(宮岡恒次郎, 

1865~1943)를 대동했기 때문에, 당시에 영어 통역이 거

의 전무했던 조선 정부는 로웰에게 일본어 통역을 제공하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28

19. 조선식 정원

‘한국식 정원(Korean Gardens, (NRICP Relic No.: 

2882; accession number: 2003.688)’이란 제목의 <사진 

19>는 로웰의 거처에 있던 정원의 괴석들을 촬영한 것으

로 추정된다.

20. 창덕궁의 소요정과 취한정

‘서울, 신궁[창덕궁]의 여름 별장들(Summer houses 

in the New Palace [Changdeokgung Palace], Seoul, 

NRICP Relic No.: 2919; accession number: 2003.689)’

사진 17 종로의 사람들.

사진 18 조선인 통역관들.

사진 19 조선식 정원.

26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1018.gif

27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83.jpg

28 정영진, 2019b,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된 로웰의 조선관련 사진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60호, 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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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제목의 <사진 20>은 창덕궁 후원에 위치한 소

요정과 취한정의 모습을 옥류천 위에서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

어 있고29, CHOSÖN에도 수록되어 있다(Lowell, 1886, 

p.296).

21. 이시렴과 최경석

‘한국의 양반(Korean Gentleman, NRICP Relic No.: 

2926; accession number: 2003.690)’이라는 설명의 <사

진 21>은 이시렴(李時濂)과 최경석(崔景錫, ?-1886)을 촬

영한 것이다. 최경석은 보빙사의 종사관으로 활동한 인

물인데, 보빙사 임무를 마친 뒤에는 조선 최초로 농무목

축시험장(農務牧蓄試驗場)을 개설하고 운영한 인물이다

(김원모, 1997, pp.194-197). 최경석은 로웰 거처의 시종

들을 관리하고 거주와 관련된 재무 관리까지 해주었는데, 

로웰의 사진에서는 항상 칼을 찬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으로 보아 로웰의 호위 무사 역할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웰은 최경석을 온화하고 사려 깊은 인물이라고 묘사했

다(Lowell, 1886, p.84). 이시렴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소속의 사관(司官)으로서 조선

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30 로

웰은 이시렴을 조선 최고의 민속학자이자 신화학자라고 

평가했고(Lowell, 1886, p.85), CHOSÖN의 서문에 특별

히 감사의 뜻을 남기기도 했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

진 자료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고31, CHOSÖN에

도 수록되어 있다(Lowell, 1886, p.84).

22. 놀이패와 목어

‘어느 사찰 정원의 광대놀이와 음악가들(Character 

performance and musician in the inner court of a 

monastery, NRICP Relic No.: 2918; accession number: 

2003.691)’이라는 제목의 <사진 22>는 로웰이 윤치호 

등과 화계사에 놀러갔을 때(송병기, 2001, p.86), 거느리

고 간 놀이패를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은 화계사에서 둘

째 날 오후에 촬영한 것인데, 그 촬영 과정이 CHOSÖN

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Lowell, 1886, p.374.). 이 사

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 자료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

어 있다32.

사진 20 창덕궁의 소요정과 취한정.

사진 21 이시렴과 최경석.

사진 22 놀이패와 목어.

29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66.gif

30 한성순보, 1884년, 31호 5쪽. 이시렴은 로웰이 떠난 뒤에는 주사(主事)로 승진하여 포크(G. C. Foulk, 1856-1893)의 서울살이를 돌봐주기도 했다.

31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48.jpg

32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v2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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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조미공사관의 직원들

‘서울의 미국공사관: 푸트공사와 푸트부인, 수행원

들과 시종들(U.S. Legation at Seoul: Mister Foote, Mrs. 

Foote, suite and household, NRICP Relic No.: 2871; 

accession number: 2003. 692)’이라는 <사진 23>은 조

미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뒤에 조선에 최초로 주차한 주

조미국공사 푸트(Lucius Harwood Foote, 1826–1913)의 

일행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푸

트의 부인 로즈(Rose Frost Carte Foote), 윤치호(尹致昊, 

1865-1945)와 푸트인데, 푸트의 왼쪽은 푸트의 개인 비서

인 스커더(C. S. Scudder)(McCune and Harrison, 1951, 

p.5)33이다.

24. 핼리팩스의 집

‘일본인 처와 유라시안 아이들 그리고 시종들과 함

께 거처에 있는 외국인 교사, 거처는 이전에 절이었다

(Foreign teacher with his Japanese wife and Eurasian 

children with servants in their home, formally a temple, 

NRICP Relic No.: 2868; accession number: 2003.693)’

라는 설명의 <사진 24>는 조선 최초의 영어 교육 기

관인 동문학(同文學)의 영국인 교사 핼리팩스(Thomas 

Edward Hallifax, 1832-1908), 그의 처와 딸 그리고 두 명

의 일본인 시종과 외아문에서 파견한 관원의 모습이다. 

안락의자에 누워 있는 인물이 핼리팩스이고 문가에 서 있

는 여인이 핼리팩스의 처,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아이

가 딸이다. 핼리팩스는 조선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일본 

여인과 결혼하여 유라시안이라는 이름의 딸을 두었다. 

그러므로 영문 설명문의 Eurasian children은 잘못된 설

명이다. 한편, 사진 속의 건물 지붕 밑 서까래를 보면 단

청이 되어 있으므로 과거에 사찰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

다. 실제로 로웰은 이 집이 과거에 사찰이었다고 기술했

는데(Lowell, 1886, p.166), 현재의 종로 조계사에 해당하

는 곳에 위치한 건물로 추정된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과 유리건판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34

25. 약방

‘약방(Apothecary Shop, NRICP Relic No.: 2904; 

accession number: 2003.694)’이라는 제목의 <사진 25>

는 지금의 청계로와 을지로 부근의 어느 약방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속 지붕아래에 靈, 業, 遺, 農이 쓰

사진 23 주조미공사관의 직원들.

사진 24 핼리팩스의 집.

사진 25 약방.

33 C. S. Scudder는 로웰의 CHOSÖN에 C. L. Scudder로 표기되어 있다(Lowell, 1886, p.vi).

34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100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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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약종상들이 신

농유업(神農遺業)을 행한다는 의미로 건물 밖에 붙여 놓

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진이다. 로웰은 이 

글귀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했다(Lowell, 1886, 

p.387). 수표교와 현재의 을지로 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는 예로부터 약종상들이 밀집되어 있었다.35 로웰의 사진

들 중에는 수표교, 그리고 수표교에서 영희전으로 이어

지는 길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으므로 이 사진은 아마도 

같은 날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로웰은 CHOSÖN

에 민가 앞에 하수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랑(Lowell, 1886, 

p.78), 그리고 연달아 있는 건물들의 외벽이 이어져 있

고 작은 창문들이 처마 밑에 설치된 상점의 모습(Lowell, 

1886, p.218)을 기술했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고36, CHOSÖN에도 수록되

어 있다(Lowell, 1886, p.388).

26. 영희전의 홍살문

‘어전(御殿) 밖 “토리이[홍살문]”가 있는 길의 풍

경(Street scene with “Torii” [Hongsalmun gate], outer 

approach to a royal building, Seoul, NRICP Relic No.: 

2912; accession number: 2003.695)’이라는 제목의 <사

진 26>은 현재의 중구 수표로의 저동빌딩 앞에서 종로 

방향을 바라보며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을 확대해서 살

펴보면 원경의 왼쪽에는 경천사지탑이, 오른쪽에는 돈화

문이 보인다. 그리고 이 사진의 제목의 ‘어전’은 창덕궁이 

아닌 영희전(永禧殿)을 뜻하는 것이다. 로웰은 조선의 홍

살문과 일본의 토리이의 유사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CHOSÖN에 그 특징을 자세히 묘사하고(Lowell, 

1886, pp.262-267), 미국의 학술지에 홍살문에 대한 논문

을 발표하기도 했다(Lowell, 1885).

27. 건춘문과 북부관아

서울 구궁의 궁장(宮庄)[경복궁의 동쪽 궁장] 밖

의 모습(View of the outer wall of the Old Palace [East 

walls of Gyeongbokgung Palace], Seoul, NRICP Relic 

No.: 2914; accession number: 2003.696)’으로 설명된 <

사진 27>은 경복궁의 건춘문과 동십자각의 모습이 담

긴 사진이다. 원경의 산능선은 남산 자락이며, 왼쪽 중학

천 가에 솟을대문이 있는 건물은 한성부 북부 관아이다. 

이 사진은 북부 관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사

진이다. 퍼트남자료관에 같은 내용의 사진 자료가 소장

되어 있고37, CHOSÖN에도 수록되어 있다(Lowell, 1886, 

p.232).

28. 창덕궁의 존덕정

‘서울 신궁의 정원[창덕궁의 비원]의 여름별장[존

사진 26 영희전의 홍살문.

사진 27 건춘문과 북부관아.

35 서울특별시사편잔위원회, 1998, 『서울의 고개』, 서울특별시, pp.66-67.;「중인들의 청계천」,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cheonggye/intro/

life4.jsp;

36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46.jpg

37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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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Summer House [Jondeokjeong Pavilion] in the 

New Palace Grounds [Secret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Seoul, NRICP Relic No.: 2916; accession 

number: 2003.697)’이라는 제목의 <사진 28>은 창덕궁 

후원의 존덕정을 촬영한 것이다. 2019년 5월 이후에 사진 

설명문을 개정하면서 아키비스트가‘Secret Garden’이라

는 용어를 첨가하고 있는데 ‘Rear Garden’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29. 영희전의 홍살문

‘서울의 길: 어전(御殿)으로 이어지는 길의 “토리

이”[홍살문]( Street in Seoul: “Torii” [Hongsalmun gate], 

outer approach to a royal building, NRICP Relic No.: 

2906; accession number: 2003.698)’이라는 설명의 <사

진 29>는 <사진 26>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구도로 촬

영한 것이다. 로웰은 막내 여동생인 에이미(Amy Lowell, 

1874-1925)에게 보낸 편지에 이 사진 속의 장옷을 쓴 여

인 뒤로 보이는 경천사지탑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다.38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이 CHOSÖN에 수록되어 있고

(Lowell, 1886, p.262), 좌우가 바뀐 사진 자료가 퍼트남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39.

30. 종로의 상점

‘서울 중심 도로의 풍경( Views of Main Street, 

Seoul, NRICP Relic No.: 2895; accession number: 

2003.699)’이라는 제목의 <사진 30>은 대나무를 판매하

는 종로의 상점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을 살펴보면 뒤

편에 기와지붕을 얹은 정식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초가를 

얹은 가건물을 설치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로웰은 종로

의 상가들이 저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를 CHOSÖN

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Lowell, 1886, pp.78-79). 즉, 종

로 시전상가의 옥외 가건물들은 왕의 행차가 있을 때에는 

철거 되었다가 곧 바로 다시 지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

록 가건물들이 종로 거리를 좁게 만들자 한 때 한 관리가 

강제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취소

되었다고 한다. 로웰은 상가의 가건물에 얽힌 이 이야기

를 전제 정치 체제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보여준 놀라운 

저항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퍼트남자료관에 같은 내용

사진 28 창덕궁의 존덕정.

사진 29 영희전의 홍살문.

사진 30 종로의 상점.

38 이 사진을 확대해 보면 홍살문의 왼쪽 기둥 아래로 장옷을 쓴 여인이 보이고 그 뒤로 경천사지 탑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로웰은 이러한 내용을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설명해 놓았다.: Lowell, Percival.l, 1884a, 「Letter to Elizabeth Lowell Putnam, Apr, 25,1884」, HOLLIS Number 007962405, bMS 

Am2078, Negative Microfilm in Houghton Library, Harvard University.

39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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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진이 소장되어 있고40, CHOSÖN에도 수록되어 있다

(Lowell, 1886, p.218).

31. 외아문 관원 이시렴

‘서울 자기 집 안마당의 한국 양반(Korean Gentleman 

in the inner courtyard of his home, Seoul, NRICP Relic 

No.: 2900; accession number: 2003.700)’이라는 제목의 

이 사진은 <사진 21>에 등장했던 사관 이시렴의 모습이 

담긴 것이다. 외아문 소속 관원의 가정집의 일부를 살펴

볼 수 있는 사진이다.

32. 마포나루

‘주요한 나루터 위 언덕에서 서쪽을 향해서 촬영한 

한강(The River Han taken from a hill above the main 

ferry looking West, NRICP Relic No.: 2891; accession 

number: 2003.701)’이라는 설명의 <사진 32>는 <사

진 13>을 촬영한 장소인 현재의 마포구 마포동 벽산빌

라 자리에 있었던 담담정에서 북서 방향의 풍경을 촬영

한 것이다. 원경에 현재 절두산 성당이 위치한 잠두봉

이 보인다. 같은 내용의 사진 자료가 퍼트남자료관에 소

장되어 있고,41 CHOSÖN에도 수록되어 있다(Lowell, 

1886, p.74).

33. 마포에서 본 여의도

‘한강을 건널 수 있는 주요 선착장: 제물포에서 서울

로 가는 길에 있다, 3월에 얼음이 깨지고 있다(Main ferry 

across the River Han: On the Road from Chemulpo to 

Seoul, ice just breaking in March, NRICP Relic No.: 2897; 

accession number: 2003.702)’라는 설명의 <사진 33> 역

시 <사진 32>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마포구 마포동 벽산

빌라 자리에 있었던 담담정에서 현재의 여의도를 바라보

고 촬영한 것이다. 왼쪽 갓 모양의 짙은 언덕은 현재 국회

의사당이 위치한 양말산이고, 사진 오른쪽의 넓은 삿갓 

모양의 산은 계양산이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랜턴슬

라이드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있다.42

34. 수표교

‘서울 도시를 가로지르는 작은 하천 위의 다리[수

사진 31 외아문 관원 이시렴.

사진 32 마포나루.

사진 33 마포에서 본 여의도.

40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59.gif

41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47.jpg

42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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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교](Bridge [Soopyogyo Bridge] over a small stream 

that runs through the city, Seoul, NRICP Relic No.: 

2901; accession number: 2003.703)’라는 제목의 <사

진 34>는 수표교를 촬영한 것이다. 우기에 쓸려 내려온 

나뭇가지들이 수표석에 걸려 쌓여 있는 모습과 준설이 

되기 전의 토사가 가득한 청계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이다.43

35. 남별궁

‘중국 관리들이 차지한 궁궐(Palace occupied 

by Chinese commissioners , NRICP Relic No.: 2902; 

accession number: 2003.704)’이라는 제목의 <사진 35>

는 남별궁에 상주한 중국인 행정관들을 촬영한 것이다. 

남별궁의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사진이다. 이 사

진과 같은 내용의 랜턴슬라이드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

되어 있다.44

36. 창덕궁의 부용지

‘인공 연못과 섬이 있는 서울 신궁(新宮)의 정원[창

덕궁의 비원] 의 풍경(View in the New Palace grounds 

[Secret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with 

artifical pond and island, Seoul, NRICP Relic No.: 2894; 

accession number: 2003.705)’이라는 제목의 <사진 36>

은 창덕궁 주합루와 부용지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부

용지 중앙의 인공섬과 어수문 좌우의 취병(翠屛)의 원

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진이다. 영어 설명문의 

‘artifical’은 ‘artificial’로 정정되어야 한다.

37. 비눗방울을 부는 소년

‘비눗방울을 부는 소년(Boy blowing soap bubbles, 

NRICP Relic No.: 2885; accession number: 2003.706)’이

라는 제목의 <사진 37>은 로웰의 거처에서 일하는 시종 

소년이 비눗방울을 부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로웰은 

사진 34 수표교.

사진 35 남별궁.

사진 36 창덕궁의 부용지,

사진 37 비눗방울을 부는 소년.

43 기록상 청계천이 준설된 것은 영조대 이후로는 1886년이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2, 『경성부사 1』, 서울특별시, pp.422-423.

44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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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의 상황을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자세히 묘사했다(Lowell, 1884b). 퍼트남자료관에 같은 

내용의 랜턴슬라이드가 소장되어있다.45

38. 창덕궁 농수정의 고종

‘신궁[창덕궁]의 여름 별장에서 촬영한 국왕 전하

(His Majesty the King taken in a summer house of the 

new palace[Changdeokgung Palace], NRICP Relic No.: 

2878; accession number: 2003.707)’라는 제목의 <사진 

38>은 창덕궁의 농수정에서 촬영한 고종의 사진이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과 유리건판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있다.46

39. 창덕궁 농수정의 왕세자

‘한국의 왕세자(The Crown Prince of Korea, NRICP 

Relic No.: 2874; accession number: 2003.708)’라는 설명

의 <사진 39>는 창덕궁 농수정에서 왕세자를 촬영한 것

이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랜턴슬라이드가 퍼트남자

료관에 소장되어있다.47

40. 조선 민가 앞의 로웰의 요리사

‘좁다란 거리 구석에 한국 옷을 입고 서 있는 나

의 일본인 요리사My Japanese cook dressed in Korean 

clothes in a corner of a narrow street, NRICP Relic No.: 

2872; accession number: 2003.709)’라는 제목의 <사진 

40>은 홍영식이 로웰을 위해서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서 고용한 일본인 요리사이다. 이 요리사는 로웰이 조선

을 떠날 때 동행하지 않고 서양식 식당을 개점하기 위해

서 조선에 남았다(Lowell, 1886, p.83). 이 사진과 같은 내

용의 랜턴슬라이드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48

41. 묄렌도르프의 거처

‘외국인 관리로서 외무부 첫 번째 장관 중의 한 명

인 묄렌도르프의 한국식 거처 Korean house of M. Von 

Möllendorff, one of the first presidents of the Foreign 

사진 38 창덕궁 농수정의 고종.

사진 39 창덕궁 농수정의 왕세자.

사진 40 조선 민가 앞의 로웰의 요리사.

45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77.jpg

46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1013.gif

47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69.jpg

48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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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 Foreigner in Korean service, NRICP Relic No.: 

2889; accession number:2003.710)’라는 설명의 <사진 

41>은 외아문 협판으로서 외교 고문 역할을 하던 묄렌도

르프와 부인 그리고 시종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42. 화계사 가는 길의 가희

‘화계사 입구 숲 속의 가희(歌姬) “향기로운 붓꽃”

(Singing girl “The Fragrant Iris” in a wood, an appraoch 

to the “Flower Stream Temple” [Hwagyesa Temple], 

NRICP Relic No.: 2922; accession number: 2003.711)’이

라는 제목의 <사진 42>는 로웰이 화계사에 놀러갔을 

때 동행한 기생을 화계사 입구에서 촬영한 것이다. ‘The 

Fragrant Iris’는 계손향(溪蓀香)으로 의역할 수도 있지만, 

기생 이름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 아마도 로

웰이 난(蘭)을 붓꽃으로 통역 받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 난

초가 iris로 번역되기도 하므로, 이 가희의 이름은 ‘향란(香

蘭)’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진은 CHOSÖN에도 수록되어 

있고(Lowell, 1886, p.372), 내용은 같지만 좌우가 바뀐 

사진 자료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49다. 설명문

의 ‘appraoch’는 ‘approach’로 교정해야할 것이다.

43. 경회루와 경회지

‘연못과 함께 있는 하궁[경회루]의 한 쪽 귀퉁이-먼 

산 정상에 성벽이 보인다(A corner of the Summer Palace 

[Gyeonghoeru Pavilion] with lotus pond - City wall can 

be seen on the summit of the mountain in the distance, 

NRICP Relic No.: 2869; accession number: 2003.712)’라

는 제목의 <사진 43>은 경복궁의 경회루와 경회지를 촬

영한 것이다. 퍼트남자료관에 같은 내용의 랜턴슬라이드

가 소장되어있다.50

44. 군모 가게

‘서울 길가의 모자가게: 지붕과 길가에 요령 있

게 전시된 모자들(Hat shop in the street, seoul: Hats 

judiciously exposed to view on the roof and in the street, 

NRICP Relic No.: 2921; accession number: 2003.713)’이

라는 설명의 <사진 44>는 군모(軍帽)를 파는 상점을 촬

영한 것이다. 이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비정될 수는 없지

사진 41 묄렌도르프의 거처.

사진 42 화계사 가는 길의 가희.

사진 43 경회루와 경회지.

49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51.jpg

50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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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로웰은 종로 거리를 걷다가 이 모자 가게의 전시 방식

에 감탄했던 감정을 CHOSÖN에 자세히 기술해 놓았다

(Lowell, 1886, pp.342-343).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 

자료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고51, CHOSÖN에도 

수록되어 있다(Lowell, 1886, p.342).

45. 외아문의 관리들

‘외무부의 장관님과 부장관님들(His Excellences, the 

Ministers and Vic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NRICP 

Relic No.: 2913; accession number: 2003.714)’이라는 제

목의 <사진 45>는 외아문의 독판(督辦)과 협판(協辦) 그

리고 관원들을 촬영한 것이다. 중앙의 사모관대를 갖춘 

인물이 독판 민영목(閔泳穆, 1826-1884)이고, 그 오른쪽

은 협판 김홍집(金弘集, 1842∼1896)이며, 그 오른쪽이 협

판 홍영식(洪英植, 1856~1884)이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

의 사진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고52, CHOSÖN에

도 수록되어 있다(Lowell, 1886, p.116).

46. 외아문 독판 민영목

‘민영목 외무부 장관님(His Majesty,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Min Young-mok, accession number: 

2003.715)’이라는 제목의 <사진 46>은 외아문의 독판(督

辦) 민영목(閔泳穆, 1826-1884)을 촬영한 것이다. 2019

년 5월까지 이 사진의 설명문에는 민영목의 영문 표기가 

‘Kim Jong Mark’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수정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미국립문화재연구소 유물 번호 (NRICP 

Relic No.: 2923)가 누락된 채로 게시되고 있다. 이 사진

과 같은 내용의 랜턴슬라이드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

어 있다.53

47. 종로의 견과류 노점

사진 45 외아문의 관리들.

사진 46 외아문 독판 민영목.

사진 47 종로의 견과류 노점.

사진 44 군모가게.

51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49.jpg

52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50.gif

53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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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거리 풍경(Street scene in Seoul, NRICP 

Relic No.: 2896; accession number: 2003.716)’이라는 제

목의 <사진 47>은 퍼트남자료관에 명암이 다르게 인화

된 사진이 전시되고 있고 그 사진에서는 배경의 북악산

을 확인할 수 있다. 북악산의 능선을 이용하여 비정한 결

과 현재의 종각역 근처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

웰은 이 사진의 가판대에 놓인 밤, 호두, 잣 등의 전시모

습과 가격에 대해서 CHOSÖN에 자세히 묘사해 놓았다

(Lowell, 1886, pp.221-222).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

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54

48. 화계사 가는 길의 가희

‘말을 타고 있는 가희(歌姬) “향란”과 마부. 한국

의 풍경(Singing girl “The Fragrant Iris” on horse with 

groom. Korean landscape, NRICP Relic No.: 2877; 

accession number: 2003.717)’이라는 제목의 이 사진은 

앞의 <사진 42>와 같은 날에 촬영된 것이다. 필자가 비

정한 결과 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는 현재의 ‘화계사 입구 

교차로’에서 동쪽으로 오패산을 바라보며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에서 오른쪽의 낮은 언덕이 초안산이고 

왼쪽 원경의 흐릿한 두 봉우리는 각각 수락산과 불암산이

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랜턴슬라이드가 퍼트남자료

관에 소장되어있다.55

49. 창덕궁 농수정의 고종

‘조선의 국왕 전하(His Majesty the King of Korea, 

NRICP Relic No.: 2873; accession number: 2003.718)’라

는 제목의 <사진 49>는 <사진 38>을 촬영하기 전에 촬

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보스턴미술관과 퍼트남자

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웰이 촬영한 고종과 왕세사의 사

진 8장을 농수정의 동서 방향 분합문의 개폐 여부, 농수

정 마루에 보이는 의자의 존재 여부, 채광 상태, 계단을 

덮은 카펫의 위치, 향로의 그림자, 담장 기와의 그림자 그

리고 농수정의 기둥과 주련에 비치는 처마와 난간 및 향

로의 그림자 등을 분석 한 결과 이 사진은 로웰이 1884년 

3월 10일에 촬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정영진, 2013a).

50. 동문학의 학생들과 핼리팩스

‘건물 앞마당의 외국어 학교(The Foreign School 

사진 48 화계사 가는 길의 가희.

사진 49 창덕궁 농수정의 고종.

사진 50 동문학의 학생들과 핼리팩스.

54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68.gif

55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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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urtyard before building, NRICP Relic No.: 2875; 

accession number: 2003.719)’라는 제목의 <사진 50>은 

조선 최초의 영어 교육 기관인 동문학의 학생들과 영국인 

교사 핼리팩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영문 설명을 수

정해야 할 것이다.

51. 남별궁의 중국 관리들

‘서울의 중국 관리와 관원들(Chinese commissioner 

and suite, Seoul, NRICP Relic No.: 2898; accession 

number: 2003.720)’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 51>은 현

재 조선호텔 자리에 있었던 남별궁에 기거했던 중국 관리

들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의 인물들은 왼쪽으로부터 

마젠창(馬建常), 위안스카이(遠世凱), 우창칭(吳長慶), 우

자요우(吳兆有)로 추정되는데, 확실한 비정을 위해서 추

가 연구 중이다.

52. 민가 앞마당의 곡물 말리는 모습

‘서울의 곡물 가게(Grain shop, Seoul, NRICP Relic 

No.: 2866; accession number: 2003.721)’라는 제목의 

<사진 52>는 곡물 가게라기보다는 농가 마당에 곡식을 

말리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내용의 사

진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있고56, CHOSÖN에도 수

록되어 있다(Lowell, 1886, p.150).

53. 우물과 노인

‘서울의 한국식 길가 우물(Korean street well, Seoul, 

NRICP Relic No.: 2907; accession number: 2003.722)’이

라는 제목의 이 사진의 아랫부분을 확대해 보면 우물과 

물동이를 확인할 수 있다. 로웰은 종로 거리를 걷다가 물

장수를 보고 따라가서 본 길가 구석의 우물가의 모습을 

묘사했으므로(Lowell, 1886, pp.220-221). 이 사진은 그 

때 촬영했을 수 있다. 한편, 2019년 5월 이전에는 이 사진

의 영문 설명문이 ‘Korean street wall, Seoul’이었다. ‘wall’

이라는 영문 설명이 사진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

지만, 로웰은 조선에서 본 집의 외벽이 담장 역할을 하

는 것을 조선의 건축의 특징 중의 하나로 기술했으므로

(Lowell, 1886, p.218, pp.278-279), 적절한 제목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 사진의 설명

이 로웰의 기록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아키비스트가 임의

대로 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보스턴미술관의 사진 설

명문 작성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사안이다.

사진 51 남별궁의 중국 관리들.

사진 52 민가 앞마당의 곡물 말리는 모습.

사진 53 우물과 노인.

56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5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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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마 속의 푸트 부인

‘한국의 가마 Korean Palanquin, NRICP Relic No.: 

2917; accession number: 2003.723)’라는 제목의 <사진 

54>는 주조미국공사관저에서 푸트공사의 부인 로즈(Rose 

Frost Carte Foote, ?-1885) 여사가 가마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로즈 여사의 서울 생활을 담은 책에는 이 

사진을 촬영하기 전후에 촬영했을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데, 부인이 타고 있는 가마는 왕비가 내어준 것이고 가마꾼

과 호위병들은 왕이 제공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57

55. 창덕궁 농수정의 고종

‘조선의 국왕 전하(His Majesty the King of Korea, 

NRICP Relic No.: 289; accession number: 2003.7243)’라

는 제목의 <사진 55>는 최초로 촬영된 고종의 어사진인

데, CHOSÖN의 초판본에 전면 사진으로 수록되었고 <사

진 48>과 같은 날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 자료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58

56. 남산 언덕의 어린이들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가파른 언덕 위의 한국 어린

이들(Group of Korean boys on the edge of a steep hill 

in the center of Seoul, NRICP Relic No.: 2888; accession 

number: 2003.725)’이라는 제목의 <사진 56>은 로웰이 

남산에 올라가서 봉수대를 살펴볼 당시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Lowell, 1886, pp.93-99). 이 사진과 같은 내용

이면서 명암이 다르게 인화된 사진과 유리건판이 퍼트남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59

57. 영의정 홍순목의 가족

‘영의정님과 그의 아들 손자들(Their Highness the 

사진 54 가마 속의 푸트 부인

사진 55 창덕궁 농수정의 고종.

사진 56 남산 언덕의 어린이들.

사진 57 영의정 홍순목의 가족.

57 Lawrence, Mary, V. Tingley., 1918, 『A Dipolomat’s Helpmate』, front piece.

58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53.jpg

59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v22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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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 His sons and grandsons, NRICP Relic 

No.: 2924; accession number: 2003.726)’이라는 제목의 

<사진 57>은 영의정 홍순목의 가족사진이다. 사진의 왼

쪽부터 큰 아들 홍만식(洪萬植, 1842-190), 홍순목, 둘째 

아들 홍영식, 셋째 아들 홍정식(洪正植)이다. 그리고 홍

만식 옆의 아이는 홍만식의 아들로 추정되고 홍순목이 안

고 있는 아이는 갑신정변 이후에 홍순목이 함께 자살한 

홍영식의 아들로 추정된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랜턴

슬라이드가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60

58. 영의정 홍순목

‘한국의 영의정(His Majesty- The Prime Minister 

of Korea, NRICP Relic No.: 2911; accession number: 

2003.728)’이라는 제목의 <사진 58>은 영의정 홍순목을 

촬영한 것이다. 로웰은 <사진 57>을 포함해서 홍순목의 

사진을 모두 3장 남겼는데, 이는 로웰이 보빙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친해진 홍순목의 아들 홍영식에 대한 로웰의 

정성이 표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진과 같은 내용의 

사진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61

59. 동문학의 학생들

‘영어와 산술 등을 가르치는 외국어 학교. 1883년에 

개교했다. 모자를 쓴 학생들은 기혼자들이고 모자를 쓰

지 않은 학생들은 미혼자들이다: 학교 건물 앞에서 촬영

함(The foreign school, English, arithmatic, etc. Begun 

in August 83’. Members with hats are married, those 

without are unmarried: Taken in Front of School house, 

NRICP Relic No.: 2867; accession number: 2003.729)’

이라는 설명의 <사진 59>는 <사진 50>과 함께 촬영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키비스트가 사회적 신분과 모자 

및 머리 모양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 놓은 로웰

의 글(Lowell, 1886, pp.36-37, pp.332-347)을 참조하여 

설명문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내용의 사진과 

유리건판이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62 설명문의 

‘arithmatic’을 ‘arithmetic’으로 교정해야 할 것이다.

60. 민가의 안마당

‘서울의 한국식 민가의 안마당 모습(Interior of 

사진 58 영의정 홍순목.

사진 59 동문학의 학생들.

사진 60 민가의 안마당.

60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x284.jpg

61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1008.gif

62 http://www2.lowell.edu/Research/library/data/historic_photo/lowres/l_1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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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Court of an Ordinary Korean House - Seoul , 

NRICP Relic No.: 2879; accession number: 2003.856)’

이라는 제목의 <사진 60>은 로웰이 종로에서 민가에 

둘러싸인 경천사지탑을 촬영하기 위해서 어느 민가의 

지붕에 올라갔을 때 촬영한 것이다. 로웰은 초가집에 둘

러싸여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원각사지석탑의 사진을 촬

영하기 위해서 조선의 문화와 법도에 어긋남을 알면서

도 어쩔 수 없이 민가의 주인에게 부탁하여 민가의 지붕

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지붕 아래 민가의 안마

당을 볼 기회가 있어서 이 사진을 촬영했다. 이러한 상

황이 CHOSÖN에 자세히 기술되어있다(Lowell, 1886, 

pp.187-188).

61. 세검정 계곡에서 본 삼각산

<사진 61>은 현재 영문 설명문(To the North of 

Seoul: Clothes washing valley looking towards ‘Three 

Peaked’ mountains [Samgaksan Mountain] called the 

Cock’s comb)만 게시되어 있을 뿐 사진은 게시되어 있

지 않다. 이 사진은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 목록

에는 등재되어 있는 사진인데(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p.366), 현재 보스턴미술관의 온라인 아카이브에는 로

웰의 사진 항목이 아닌 로웬스탐(Leopold Lowenstam, 

1842–1890)이라는 네덜란드 화가의 항목에 ‘To the North 

of Seoul: Clothes washing, Valley looking towards Three 

peaked Mountain, NRICP Relic No.: 2908; accession 

number: 2003. 857)’로 게시되어 있다. 항목 분류를 정정

해야할 것이다.

Ⅳ. 맺음말

보스턴미술관은 로웰이 1883-1884년에 조선에서 촬

영한 61장의 인화된 사진을 소장하고 있다. 이 사진들은 

로웰이 직접 인화한 사진일 가능성이 높고, 사진에 대한 

설명문 또한 로웰에 의해서 작성된 것에 기초한 것일 가

능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다. 그러나 보스턴미술관이 온

라인으로 게시하고 있는 사진 설명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

제들이 있다. 첫째, 로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원래

의 사진 설명과 훗날 아키비스트들이 작성한 사진 설명

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둘째, 아키비스트가 추가한 설명

은 현 시점까지 최소한 4번 이상 개정된 것으로 추정된

다. 즉, 처음에는 로웰이 작성했을 설명문을 그대로 기술 

한 뒤에 로웰의 저서인 CHOSÖN의 내용을 참조하여 설

명을 추가 했으며, 그 후에 한국의 역사와 지명에 대한 약

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키비스트에 의해서 설명문이 

추가 작성되었고, 2019년 5월 이후에는 한국 지명과 영문 

철자의 오류가 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도 

<사진 2>의 설명문에는 단어가 누락되어 있고, <사진 

17>의 설명문은 사진의 내용과 상응하지 않으며, <사진 

36>과 <사진 59>는 단어의 철자에 오류가 있는 등 여전

히 사진 설명문이 섬세하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로웰의 사진에 대한 보스턴미술관의 설

명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31장의 사진의 촬영 장소와 대

상과 8장의 사진에 대한 인물을 비정했고, <사진 50>의 

설명을 추가하고 <사진 52>의 설명문을 교정할 것을 제

안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위의 연구 결과를 보스턴미술

관 측에 알려 사진 설명문의 정정을 제안했지만 2020년 5

월19일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서울 안팎에서 촬

영된 한국 역사상 최초의 사진들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사진들은 당대를 전후하여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촬영된 사진들과는 다르게 매우 다

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19세기 말의 조선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진들

사진 61 세검정 계곡에서 본 삼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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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료로서의 이용에 한계

가 있었기에 본 연구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비정하고 정

정안을 제시한다.

로웰이 조선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유리건판과 랜턴

슬라이드 그리고 인화된 사진 등의 자료 대부분은 로웰천

문대의 퍼트남자료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퍼트남자료관

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19장의 사진을 포함한 61장의 인

화된 사진은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보

스턴미술관과 퍼트남자료관은 사진에 대한 충분한 연구

가 없이 오류가 포함된 설명문과 함께 사진들을 웹페이지

에 게시하고 있다. 온라인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연구자

들이 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꼭 시정되어

야 할 사항이지만 외국에 소재하는 자료들이기에 충분한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초의 고종 어사진을 비롯하여 1883년-1884년의 

조선에 대한 매우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로웰의 사진 

자료들은 그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역사 연구

는 물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전시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

다. 그러나 자료의 소장처가 미국인 것이 현실이므로, 사

진 원판의 고해상도 디지털 스캔 작업과 대형 사진으로의 

인화 작업 정도는 수행하여 그 결과물들을 국내에 소장할 

것을 충심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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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ory Correction Notes for Lowell’s Chosön 
Photographs in the Boston Museum of Fine Art

Percival Lowell took photographs of  80s  during his stay in Korea in the winter of  1883 and 1884. The 

photographs are the first in the history of  Korea and contain various and precious information about Korea of  the 

day. As such, they could be used for purposes of  studying late 19th century Chosōn society. The 61 photographs that 

are archived in Boston Museum of  Fine Art were catalogue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nd 

have been posted online with incorrect explanations by Boston Museum of  Fine Art. The explanations have been 

composed and revised at least four times on the basis of  Lowell’s writings and archivists’ understandings of  Korea. 

However these explanations contain many errors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photographs, yet have been cited by 

researchers and books concerning the history of  Korea. I examined the explanations, analyzed Lowell’s writings 

and diplomatic documents, and confirmed the locations where the photographs were taken. Accordingly, I suggest 

improved explanations of  the photographs to prevent misuse of  the Boston Museum of  Fine Art’s online archive. 

Lowell’s photographs of  Chosōn have very high historical value and could be used in various cultural fields because 

of  their various contents and high definition. However, they belong to America and are not cared for sufficiently. 

Therefore, I suggest that high definition digital scans and prints of  the photographs be generated for the sake of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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