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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trace the origins of Korean botanical gardens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the botanical

garden in Changgyeonggung Palace. We trace the time period during which Korean intellectuals first understood and

appropriated botanical gardens based on accounts found in travel journals. These were written by members of delegations

sent to Japan, Russia, and Great Britain and by students who had studied abroad, such as Tchi-Ho Yun and Kil-Chun

Yu, during the open port period from 1876 to 1910. This study shows that the term “botanical garden” did not appear

in any of the travel journals and the delegations did not show much interest in them until the 1880s. Japan had planned

to introduce the different types of botanical gardens to the delegations from the Joseon Dynasty, but the delegations left

no official records or related accounts regarding their visits. In contrast, members of delegations who were sent to Russia,

Europe, and America after the 1890s began to pay attention to botanical gardens. They considered botanical gardens as

a representative and essential part of Western culture and attempted to introduce them in Korea as essential tools for academic

development as well as for enlightenment. Although many Korean intellectuals’ opinions about the necessity of a botanical

garden did not actually lead to its construction during the open port period, such a movement was significant in that it

strengthened the botanical garden’s image as a symbol of civilization. Apart from tracing the origins of the botanical gardens

in Korea, this study serves as fundamental research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hanggyeongwon

Botanical Garden in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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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창경궁 내 식물원이 조성되기 이전에 나타난 한국 근대 식물원의 효시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1876년부터 1910년의 개항기에 일본, 러시아, 영국에 파견된 사절단이나 윤치호 및 유길준과 같은 해외 유학생이

작성한 기행문 형식의 글을 실마리 삼아 당시 한국 지식인들이 식물원을 이해하고 전유하는 양상을 읽어내려 하였다.

연구 결과, 식물원에 관한 내용은 18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행문에 등장하지 않았다. 여러 식물원을 안내하려고 했던

일본 측의 계획과 달리 일본에 파견된 조선 사절단들은 식물원을 방문하지 않고 관련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식물원에

대한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1890년대 이후 러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 파견된 사절단이나 유학생들은 식물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식물원을 문명국인 서구의 대표적 문물이자 필수품으로 판단하고 학문 발전과 계몽의

도구로서 국내에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비록 개항기 한국 지식인들의 식물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주장이 실제

식물원 조성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나, 이들의 기록과 견해는 문명의 표상으로서 식물원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 근대 식물원 개념의 태동을 구체화하고 1909년 창경궁 내 식물원의 설립을

이해하는 데 밑거름을 제공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수신사, 해천추범, 사구속초, 윤치호 일기, 서유견문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국제 식물원 보존 연맹(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

national : BGCI)에 따르면 오늘날 “식물원은 과학 연구, 보존,

전시 및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 있는 식물의 기록된 컬렉

션을 지니고 있는 기관”으로 정의되지만(BGCI)1), 정원 역사가

John Dixon Hunt(2012: 133)에 따르면 “식물원의 역할은 오늘

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했다”. 식물원은 르네상스 시

대의 약용 정원(physic gardens)에서 발원(Tongiorgi Tomasi,

2005; Hunt, 2012)하였으나 그 역할과 모습은 시대마다 달랐

다. 예컨대 18세기에는 자연사 및 사회 시스템 모델 담론의

생산지였으며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익 창출을 위한 식량자원

연구 및 시험장이었고, 산업혁명 후에는 공공 공원 운동의 중

심지이기도 했으며 오늘날에는 자생식물 및 생물종의 연구

및 보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ogers, 2006; Forbes,

2012).

한국의 식물원은 무엇에서 발원하였으며 그 기능은 무엇이

었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는 1909년 창경궁에 박물관, 동물원

과함께조성된 창경원 식물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식물원

의 설계자였던 Fukuba Hayato(福羽逸人, 2006: 288-297)의 회

고록에 따르면, 계획의 제안자는 Ito Hirobumi(伊藤博文)였으

며 온실 공사 감독과 식물 배치 모두 일본인이 주체로 참여하

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창경원

식물원을 한국 근대 식물원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가? 흥미로

운 점은 창경원 내 식물원이 조성되기에 앞서, 식물원에 대한

개념의 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1876년 일본을 방문한 수신

사(修信使)를 시작으로 해외에 파견된 사절단의 여정에 식물

원이 방문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해외 유학생들의 글에도 식물

원이 언급되어 있다.

문화사가Mary Louise Pratt에 따르면, 여행문학은 “이종문

화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서로맞붙어싸우는 사회적 공간”에서

문화가 교환되고 전유되는 양상, “문화횡단(transculturation)”

을 보여주는텍스트이다(Pratt, 2007: 32). 그렇기에 개항기 한

국 지식인들의 기행문들은 다양한 연구 분야의 관심 대상이었

으며 그로 인한 연구 결과들도 상당량 누적되어 있다. 대체로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근대 및 개화담론을 살피는

연구들이 눈에 띄는데2), 건축 분야에서는 Don-Son Woo(2001,

2012)이 개항기 기행문들을 통해 박영효(朴泳孝, 1861~1939)

와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의 건축관 및 도시관을 밝혀내

기도 하였다. 조경분야에서는 Yun-Joo Woo and Jeong-Hann

Pae(2011)가 도시 공원의 개념과 성립의 뿌리를 찾으며 기행

문 형식의 문헌들을 검토한 바 있는데, 여기서 유길준이 국민

을 교화시킬수 있는 제도로 공원과 식물원 조성을 주장하였다

는 사실이확인되었다. 그러나 식물원에 초점을맞추어 기행문

에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대기 한국 식물원의 연원을 찾는 시도

의 일환으로 개항기 해외 식물원 방문 기록문을 실마리 삼아

당시 한국 지식인들이 식물원을 이해하고 전유하는 양상을 읽

어내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각 식물원에서 본 것이 무

엇이며 어떠한 기호 체계로 이를묘사하며담론을 생산하고 있

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개항기 식물원의 의미 틀을 구체화

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지식인의 역할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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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대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의 시간 범위는 창경원 식물원이 조성되기 전, 개항 후

한국이 근대 사회로 이행해가던 시기인 개항기이다. 즉,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시점부터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시점 사

이를 말한다. 연구 분석 대상은 이 시기에 작성된 기행문 형식

의 글이다. 관련 문헌들로는 일본, 러시아, 영국에 파견된 사절

단이 기록한 문헌들과, 개항기의 대표적인 해외 유학생들의 일

기, 책 등이 있다.

먼저, 1876년부터 1884년까지 시찰단을 포함하여 총 6번의

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본연구에서는 1876년 제1차수

신사의 일동기유(日東記遊), 1881년 조사시찰단의 일사집략

(日槎集略), 1882년 제4차 수신사의 사화기략(使和記略),
1884년 조선사절단의 동사만록(東槎漫錄)을검토하였다3). 한

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를 활

용하여 네 자료의 국역본, 원문, 원문 이미지를 검토하였다.

1896년 러시아에 파견된 사절단은 여러 견문록을 남겼다. 사

절단 중 특히 김득련(金得鍊, 1852~1930)은 영어와 러시아어

에 대한 한계로 기록에 충실하였던 인물인데(Hwang, 2008),

그는 산문집 환구일기(環璆日記), 요약집 부아기정(赴俄記

程), 그리고 한시집 환구음초(環璆唫艸)를 집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 문헌들 중 견문을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진 환구음초와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이 환
구일기를토대로 수정 및 가필한 해천추범(海天秋帆)(Choi,
2009) 두 자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더불어또 다른일원

이었던 윤치호(尹致昊, 1865~1945)의 일기를 참조하였다. 환
구음초의 경우, 국역본인 Kyung-Jin Hu trans.(2011)을 인용

하였고 해천추범의 경우에는 국역본과 원문을 함께 싣고 있

는 Hong-Ki Min ed.(2000)의 민충정공 유고를 이용하였다.

1897년 영국에 파견된민영환은 사구속초(使歐續草)를 남

겼는데, 역시 Hong-Ki Min ed.(2000)의 민충정공 유고를 이

용하여 원문과 국역본을 살펴보았다.

개항기의 대표적인 유학생으로는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

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었으며,

또한 미국에서도 유학한 유길준과 윤치호가 있다. 이들은 모두

유학 및 해외 견문 과정에서 기록을 남겼다. 유길준이 1895년에

출간한 서유견문(西遊見聞)의 경우 Han-Seob Lee ed.(2000)

의 영인본을 통해 원문을 확인하며 국역본인 Kyung-Jin Hu

trans.(2013)을 살펴보았다. 한편, 윤치호 일기의 경우 ‘한국

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문에

접근하였다.

Ⅱ. 개항기 식물원 기록과 견해

1. 1876~1884년 일본 사절단의 견문

1) 1876년 1차 수신사의 기록

1876년 강화도 조약 후 일본과 신의를 다지고 그 사정을 파

악할 목적4)으로 제1차 수신사가 파견되었다. 김기수(金綺秀,

1831~1894)를 대표로 한 일행은 4월 4일 서울을출발하여 5월

7일부터 27일까지 동경에 머물렀으며 6월 1일 서울로 돌아와

고종에게복명하였다. 김기수는귀국한 다음해황해도곡산군

수로 지내는 동안 일기, 문답록, 창수시 등을 포함하는 4권의

사행록, 일동기유를 정리하였다.

일본 측은 112년 만에 공식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조선 사절

을 맞이하여 안내 계획을 세웠다. 수신사 수행을 기록한 일본

측의 문서 항한필휴(航韓必携)5) 권3의 성요배관(省寮拜

觀) 에는 각 부서별수신사 안내 장소가 나열되어 있다(Figure

1 참조). 이에 따르면 내무성은권업요출장소식물원(勸業寮出

張所植物園)6)을, 문부성은 고이시카와 식물원(小石川植物園,

Figure 2 참조)7)을 안내할 계획이었다. 또한 수신사가 동경에

머무는 32일 동안 방문해야할 장소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는

권3의 유람개처(遊覽箇處) 에서도 식물원 안내 계획을 확인

할 수 있는데, 6일째 날에 고이시카와 식물원(小石川植物園),

11일째날에 스가모 정원사(巣鴨植木屋, Figure 3 참조)8), 18일

째날에 호리키리 창포(堀切菖蒲, Figure 4 참조)9)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신사는 견문에소극적이었다. 수신사 파견 전후 조

선의 국내 정세는 위정척사사상이 우세하고 일본에 대한 의구

a: Naito Shinjuku Experimental

Station

b. Koishikawa Botanical Garden

Figure 1. Lists of Botanical Gardens to Guide

Source: Hanghanpilhyu 3, Seongyobaegwan. Author’s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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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Koishikawa Botanical Garden

Source: Pungsokhwabo, 1906: 1

Figure 3. Masayoshi Kitao(北尾政美, 1764~1824), Somei Gardener,

Woodblock Prints, 1803

Source: Edo Tokyo Digital Museum, Tokyo Metropolitan library

심이팽배해 있던 상황이었고, 수신사 대표였던 김기수는 과학

기술과 문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본의왕정복고 이후 근

대 문물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Han, 2006).

a: Utagawa Hiroshige Ⅰ, 1857 b: Utagawa Hiroshige Ⅲ, 1869

Figure 4. Horikiri Iris Garden

Source: Museum of Fine Arts Boston

보수적 태도를 지닌 채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신의를 다지는

것이 수신사의 사명이라고 한 아래와같은 김기수의언급은 수

신사가 일본의 근대 실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 들지 않았음

을 보여준다.

사신이름을수신사라하였으니, ‘수신’이란구호를닦고신의를두

터이하며, 사명으로써인도하고위의로써이루어, 과격치도 않고

맹종치도 않으며, 태도를 장중근신케 하여, 임금의 명령을 욕되

지않게해야그것이거의적당하게될것이다 (일동기유 제1권
‘상략 6칙’).

게다가 김기수는 견문 결과를 조정에 보고하고 관료들이나

지식인들과 공유하여 개화 혹은 개혁을 이끌어 나갈 의지를

지니고 있지도 않았던 듯하다. 그는 견문록인 일동기유를
“훗날 내가 전원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낼 적에 전부(田夫)․

야수(野叟)와 더불어 이국의 기이한 풍속을 밭이랑 사이에서

이야기”(일동기유 제4권 ‘일동기유 후서’)하기 위한 책으로

여겼다.

수신사는 식물원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던듯하다. 일동기

유에 식물원에 관한 내용이담겨있지 않을뿐더러 일본 측이

안내하려고 계획했던 식물원들 중 어느 곳도 방문하지 않았다

(항한필휴 권3 유람개처 )10). 책에는 유사시설인 박물원의

진열방식에 관한묘사와견해가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서술

되어 있을 뿐이다.

원료관에서 연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물원에 들어갔다. 이

곳은그집이몇백천칸이나되는지알수가없는데, 그들의후비

의복과 조정의 의장도 모두 내어다 벌여놓았으니 나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은 나라 이기와 주 나라 서직 담은 그릇, 진 나라의

벽돌․술단지․술그릇․솥․적대․종․경쇠․생황․큰 종이며,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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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사는 온갖 날짐승․길짐승과 물에 사는 개충과 인충까지도

산것을잡아오지못한것은반드시가죽과뼈를붙인그대로말렸

으며, 또반드시발등에다물명의고증을붙여놓았다. …(중략)…

또여러가지 종류의초목․진주․보옥․산호․마노와, 비단 무늬

가있는돌과채화가있는자기며, 하늘에서사는것, 땅에서나오

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물 속에 잠기는 것, 동물․식물까지 없는

것이 없다. …(중략)… 한 곳에 가니 빛이 낡고 해진 깃발과 새끼

로 겉을 두른 병, 말 갈기로 짠 건, 짐승 가죽으로 만든 신, 붉은

비단으로 만든 주름치마, 청색 비단 저고리가 어지럽게 진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우리나라 물건이었다. 참 한심스러웠다

(일동기유 제2권 ‘완상 22칙’).

2) 1881년 조사시찰단의 기록

1881년 전문적인견문시찰을목적으로 조사시찰단, 일명신사

유람단(紳士遊覽團)이일본에파견되었다. 이헌영(李憲永, 1837~

1907)을 비롯하여분야별조사를담당한 12명과 그들의 수행원

으로 구성된 조사시찰단11)은 약 4개월 동안 일본 문물을 돌아

보았다. 귀국 후 이헌영은 조사시찰 전 과정을 보고하는 천

(天) , 일기형식의 지(地) , 문답록인 인(人) 으로 구성된 
일사집략을 남겼다.

일사집략에서도 식물원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수없다. 유

사시설인 박물관이나 박람회에 관한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사시찰단은 앞서 제1차 수신사가 일본의 방

문 권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박물관에 대해 부정적인 평

가를 내렸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헌영이 일본 영사

에게 “신구 박물관은 반드시 볼 만한 것인, 한번 가서 볼 생각

입니다”(일사집략 인 ‘문답록’)라고 대답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시찰단은박물관 및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

였고, 실제로 4월 18일 대판박물회, 21일 서경박람회, 5월 3일

동경박람회를 방문하였다. 이헌영은 이 경험을토대로박람회

와박물관을 국가의 경제 효과와연결지으며 다음과 같이긍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박람회나박물관에는일본과각국의물건들이모여있다. 그천가

지 만 가지를 다 기록하기는 어려운데, 조선의 옷․띠․갓․신 등

이그안에끼어진열되어있다. 박람회의 목적은 하나는 상품 판

매를 돕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국이라는 이름을 자랑하

기 위해서다. 일본국왕은친히그박람회에나가, 기물을잘만든

사람에게 상을 주어, 공장의 업을 흥하게 함을 장려한다고 한다

(일사집략 천 ‘문견록’).

3) 1882년 4차 수신사의 기록

임오군란에 대한 사과 및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1882년 제4

차 수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 수신사의 구성원은 박영효를

대표로 부사, 종사관, 수행원 7명, 종자 3명 등의 13명이었는데,

실제로는 여러 유학생, 김옥균일행, 일본인통역관이함께하여

총 23~30명에 이르렀다(Han, 2008). 박영효는 9월부터 11월까

지 세 달여간 견문 활동을 일기체 형식의 기록, 사화기략으
로 남겼다.

이전의 1, 2, 3차 수신사 일행과 달리 박영효는 일본을 근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모델로 인식하였다. 박영효가 갑신정변

을 회고하며 1926년에 쓴아래의 글에 나타나 있듯, 1881년 조

선시찰단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경험과 1882년의 수신사행

은 그의 개화사상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3개월을 머무르는 동안에 이 성황을 본 우리 일행은 부럽기 천만

이라. “우리나라는언제나……” 하는 초급한 마음이일어나는동시

에 개혁의 웅심을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다. 나의 일평생을

지배하는기본관념은바로이때받은충동으로나온것이니…(후

략)… (Park, 1926: 196-197).

이후 박영효는 치도(治道)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고 1883

년과 1895년 각각 한성판윤, 내무아문대신 자리에올랐을때에

는 위생과 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Woo, 2001). 그러나 그 역시 식물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

지 않았다. 사화기략에는 그저 “도서관과 여자사범학교․박

물관․창평관․동물원을 가서 구경하고돌아왔다”(사화기략
1882년 9월 22일)라는 식물원 유사시설을 방문한 사실만 기록

되어 있을 뿐이다.

4) 1884년 조선사절단의 기록

1884년갑신정변처리방안논의를위해서상우(徐相雨, 1831~

1903)를 대표로 한 조선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되었다. 일행 중

종사관(從事官)이었던 박대양(朴戴陽, 1848~1888)은 갑신정

변이 일어나던 1884년 10월 17일부터 사행 후복명한 1885년 2

월 20일까지의 일기와 일본인의 풍속을 기록한 동사기속(東

槎記俗) , 12편의 시 동사만영(東槎漫詠) 으로 구성된 동사

만록을 남겼다.

박대양을 비롯한 사절단 일행은 친청 성향을 지닌, 개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들이었다(Lee, 2009). 서상우가 고종에게

일본의 인심이 “잗달고 약아빠졌습니다”(승정원일기 1885년
2월 20일)라고 말한 사례가 보여주고 있듯, 일본의 제도와 문

물을 바라보는 사절단의 태도는 비판적이었다.

역시 동사만록에서도 식물원을 언급한 본문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박물관과 동물원을 구경하고 난 뒤 진열된 산물과

동․식물의 종류, 진열 방식, 동물관의 간략한 역사 등을 상세

히 서술한 부분은 눈에 띈다.

관내의 상하 2층을 고루 유람하였는데, …(중략)… 다 구별하여

각각진열하는간가가있었으며, 다유리로막고덮어좌우에서눈

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중략)… 그런데 산새와 들짐승은 다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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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두었는데, 안에는철망이있고밖에는목책이있어서깊이잠

가 놓았다. 모든 물새에 속하는 새들은 커다란 못을 파고 못가에

철책을 세웠으며 위에는 철망을 덮어서 날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동사만록 1884년 1월 12일).

박대양과 사절단은 박물관을 “나라를 위한 급무는 아닌 것”

(동사만록 1884년 1월 12일)으로 판단하였다. 특히박물관과

동물관의 ‘인위성’은 사절단으로 하여금일본이철학없이 기술

만 앞세우는 근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종합적 판단을 내리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박대양은 박물관

등을 둘러본 날의 일기를 다음과 같은 서상우의 말로 마무리

짓는다.

당신의말이옳습니다. 약간의재예나기술이있다고하여글을잘

읽지않는것은, 도리어재예도기술도없고글읽지않는것만못

한 것입니다. 또 이 나라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

루, 돌 한 개도 인위의 기교를 입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

든 거처․기용에 속하는 것도 다 그 해독(害毒)을 받고 있습니

다 (동사만록 1884년 1월 12일).

2. 1896년 러시아 사절단의 견문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을 축하하기 위

해특명 전권공사민영환외 윤치호, 김득련, 김도일, 손희영 등

조선인과 러시아공사관 서기관 스타인(E. Stein) 총 6명이 사

절단으로 파견되었다. 4월 1일 서울을 출발한 일행은 상하이,

나가사키, 요코하마, 밴쿠버, 뉴욕, 리버풀, 런던 등지를 거쳐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황제의 대관식에 참석한 후 6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70일 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머물렀다가 시

베리아를 통해 귀국하였다. 7개월 간 8개국을 방문한 이들의

여정은민영환의 사행록, 윤치호의 일기, 그리고 김득련의산문

집과 요약집, 한시집에 남아 있다.

조선은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를 ‘코큰동물’이라

는 의미의 ‘대비달자(大鼻㺚子)’로 불렀으나, 사절단을 파견하

던 당시에는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후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높았다

(Won, 1999). 게다가 러시아 사절단은 조선 왕실에서 파견한

공식 사절단 중첫서양 사절단이었기에 러시아는 윤치호를 제

외한 이들에게 첫 서양 세계라는 의미를 지녔다. 독립신문은
사절단이 귀국한 며칠 뒤 “조선을 러시아와 같이 되도록 만들

기를바라노라”(독립신문 1896년 10월 24일 A1면)라는 논설

을 내보낸 바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듯 19세기 말 러시아는 조

선에게있어군사력과 경제 원조 등12)을 요청할 대상이었을뿐

아니라 시찰과 학습의 대상이자 근대화의 모델이기도 했다.

Figure 5. Plan of the St. Petersburg Imperial Botanical Garden,

1912

Source: Botanical Garden, 1913: 326

Figure 6. St. Petersburg Imperial Botanical Garden, 1861

Source: Lithography V. Timma, SPb

식물원 또한 시찰의 대상이었다. 일행은 체류 기간 동안 상

트 페테르부르크 식물원(Botanical Garden of the Komarov

Botanical Institute, Figure 5, 6 참조)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

다13). 해외 여러 식물원에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던 윤치호는

이곳에 대해 “내가 가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finest) 곳 이었

다”(윤치호 일기 1896년 6월 12일)라는 평을 남겼다. 이 한

줄만으로는 식물원의 무엇이 그의 감탄을 불러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윤치호가 러시아를 아시아적이라고평가하면서 미국과

유럽의서양세계에비해뒤떨어져있다고판단했다(Kim, 2005)

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상트 페테르부르크 식물원을 매우 높

이 평가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윤치호와 달리 김득련과 민영환은 식물원을 분석의 대상으

로 여기고 아래와 같이 그 규모와 구조,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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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로 만든 집이 백 칸도 넘어

온갖 나무 이름난 꽃에다 이름표를 달았네.

물 주어 기르기에 기온이 알맞으니

사시사철 끊임없이 봄볕이 내리쬐네 (환구음초 대화원 ).

지나는 길에 한 화원(花園)에 들어갔더니 둘레는 가히 4․5리가

되는데아름다운나무가빼어나서그늘이 번성하고들꽃이피어서

향기가그윽하다. 높은집을쌓아수백간인데위에는유리를깔아

햇빛을받고아래에서는나무를때어더운기운을취한다. 여러가

지 화초를 벌여 놓고 기후에 맞추어 물을 주어 기르니 참으로 중

향성(衆香城)이다 (해천추범 1896년 6월 11일).

그러나 민영환 일행이 식물원을 이해하는 태도에는 한계가

보인다. 불경 속의낙원인 “중향성”에빗대어 표현하며 예찬의

뜻을 내비친민영환의평가너머에 식물원에 대한 원리와핵심

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윤치호에 따

르면 민영환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머무는 동안 러시아의 숲

과 가로에 관한 전문서적을 구하고(윤치호 일기 1896년 6월

25일), 농업박물관에서풍차와농기계를 사왔으며(윤치호 일

기 1896년 7월 10일), 초화씨앗과묘목을얻기 위해 식물원과

임업학교, 박물관을 찾아다니는(윤치호 일기 1896년 7월 7

일)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윤치호는 이처럼 분석이 결여된 민

영환의 수용적 태도에 “사물을 피상적으로만 관찰”(윤치호

일기 1896년 6월 25일)한다는 비판과 비웃음을 보내기도 했

다. 유길준의 논리에 따르면민영환은 식물원의 필요성과 원리,

구조를 파악해서 국내 도입이 적절한 지 판단하지 않고씨앗이

라는 물자 자체를 구매하여 들여오는 “허명의 개화”(서유견문

 개화의 등급 )를 쫓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1897년 영국 사절단의 견문

민영환은 러시아에서 귀국한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특명 전

권공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1897년 3월 서울을 출발하여 반년

동안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을순

회하였으며, 영국 빅토리아 여왕즉위 60년 축하 행사 참석 차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40여 일간런던에 체류하였다. 그는

사행을떠나기 전부터런던을떠날때까지의 기사와각종국서

및 친서 등을 모아 사행록, 사구속초를 남겼다. 이에 따르면

그는 각국의 정세와문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을 중요한 업

무라고 판단하고 런던 견문에 충실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지금우주안의형편은정(鄭)이나진(晉)나라보다도어렵

고 나는 또 정의 교(僑)나 진의 힐(肹)과 같은 말로서의 꾀의 계

획이 없으니어찌 능히 그 일을 좋게 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

기를 바라겠는가? 다만 그 산천이나 풍토의 다른 것이나 인물과

시정의번화함과글로왕복한것의거듭된것은뒤의사람들이혹

채택함이 있을 것이다. 까닭에 일부러 이것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사구속초 자서 ).

식물원14) 또한 그의 견문 대상이었는데, 이에 대한 아래의

기술은 앞서 그가 1년 전에 방문했던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식

물원에 대한 것보다 더 분석적이며 전문적이다.

미정(未正)에접반관갑인니시와함께 대공원에갔는데주위가약

10여리요사방에는철책을쳤고가운데는넓은길이가로세로수

십개나된다. …(중략)…공원안에는양화창(養花廠)이있어높

이가 10여길인데유리로덮었고안은둥글고넓으며사다리를설

치하여 나선형으로 돌아 올라가게 되어 있다. 거기에 각국의 기이

하고 보배로운 화초를 많이 심었는데 두견화(杜鵑花)는 높이가

3,4길이나 되고 종려․월계는 높이가 모두 두어 길이나 된다. 감

려(橄櫚)․등(橙)․귤․파초 따위도 역시 보통의 갑절이나 된다.

(대체로서양 사람의 꽃 기르는 법은어디서화초를옮겨심든반

드시 화창(花廠) 안에 증기(蒸器)를 설치하거나 난로를 놓아 그

따뜻하고 더운 것을 한난계로 헤아려서 반드시 그 꽃이 생산된 곳

의 도수와 서로 같게 한다. 예컨대 신가파(新嘉坡)의 나무와 같이

열대에서 생장한 것을 만일 추운 지방에 옮기면 증기(蒸器)를 더

시설하여 신가파의 도수와 꼭 같이 한 뒤에라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번성하고 무성한 것이 본토에서 난 것과 다름이 없다.

또화창을유리로덮어주면태양이비치는열이마치비록겨울이

라도그따뜻하기가불과같으니모두몹시 이치가 있기에 여기에

기록한다.) (사구속초 1897년 6월 23일)

먼저식물을언급하는 부분을 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식

물원을 묘사할 때 나무, 들꽃, 화초라는 단어를 사용해 단순한

분류에 그쳤다면, 이번에는두견화, 종려, 월계 등몇몇식물 명

칭을 나열하고 있으며 그 길이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또한 상

트 페테르부르크의 식물원에서 식물의 아름다움이나 다양성,

향기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진귀함에 초점을두고 있다.

온실에 대한 설명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식물원에 대한 것

보다분석적이다. 규모와구조를간략히언급했던 이전의 설명

에서 더 나아가 기능의 목적까지 서술하며온실의 원리를 상세

히 전달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식물원온실을 설명할

때 동양 고전인 불경의 “중향성”에 빗대어 아름다움을 찬미하

였다면, 런던의 식물원에 대해서는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기보

다 그 자체의 과학성, “이치”를 예찬하였다.

4. 유학생의 견문

1) 윤치호의 일기

윤치호는 유학 시기를 비롯해망명, 사절단으로서 해외에 파

견되었던 과정에서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의 문물

을 경험했다. 각국의 풍경과 문물을 접하며 느낀 개인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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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감정은 일본 유학 시절인 1883년부터 시작하여 1943년까지

쓴 그의 일기에 담겨 있다.

일기에 따르면 그는 세계의 여러 식물원을 방문하였다.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돌아오는 길인 1893년에는 시카고링컨 공

원(Lincoln Park)의 “식물원(botanical conservatory)”을 방문

하였고(윤치호 일기 1893년 10월 7일), 1896년 민영환과 함

께 러시아 사절단으로 파견되었을 당시에는 상트 페테르부르

크의 “동 식물원(Zoological and Botanical gardens)”을 수차례

방문하였다(윤치호 일기 1896년 6월 12일). 러시아 사절단으

로서 임무를 마치고 일행과떨어져따로귀국하던 1896년겨울

에도 베트남 사이공의 “식물원(Botanical Garden)”을 방문하

였다(윤치호 일기 1896년 12월 18일).

주목할 점은 윤치호가 링컨 공원이나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

르크를 비판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식물원들에 대

해서는긍정적인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관점에

서 못마땅한 미국 공원의몇가지특징을 갖고 있는링컨 공원

에서 동 식물원만은 그의 흥미를끌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식물원 역시 러시아를 서양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시아적이라고

평가했던 윤치호(Kim, 2005)의눈에 “본것 중 가장훌륭한(the

finest)” 식물원으로 보였다(윤치호 일기 1896년 6월 12일).

윤치호는 위 식물원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분석하지 않

았다. 방문했다는 사실만언급하거나간략한평만 남겼을뿐이

다. 그러나 내용의 길고 짧음을떠나 윤치호의 식물원 방문 기

록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각 나라의 문물과 제도

를 시찰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원을 방문한 사절

단들과 달리 윤치호는 대체로 개인적인 흥미로 식물원을 찾았

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 식물원도 방문지에 넣

었던 그의 선택은 적어도 윤치호가 식물원을 중요한 도시 시설

로 인식했음을 증명한다.

2) 유길준의 서유견문
유길준 역시 윤치호와 함께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

로 일본에 갔다가 게이오 의숙에 머물러 공부하였다. 이후

1883년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계기로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의 수행원으로 미국에 갔다가 1885년까지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주에서 수학하였다. 4년여에 걸친 해외 유학

및 체류 경험은 서유견문 저술로 이어졌다.

서유견문에 담겨 있는 식물원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

서 이책의집필특징을짚고넘어갈필요가 있다. 유길준 자신

이 서문에서 밝혔듯이 서유견문은 개인의 순수 창작물이 아

니라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관련 서적을 참고 및 발췌하여

만든책인데(서유견문 비고 ), 특히 다음에서 살펴본 식물

원의 정의와기능에 대한 부분은 1866년에 초판이간행된 후쿠

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西洋事情)과 흡사하기 때문이다15).

이 점은 서유견문을 유길준의 시각이 반영된 책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질문을낳는다. 그러나 유길준이책곳곳에서 후쿠

자와유키치와다른시각을드러내고 있다(Woo, 2012)는 점과,

제14편 중 개화의 등급 은 그의 독자적 서술이다(Jeong,

1999)라는 점, 그리고 유길준이 관련 서적을 취사선택하여 참

고한 편집자로서의 역할, 이 모두를 고려한다면 서유견문은
유길준의 시각이 반영된 저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논란으로, 유길준이 서구 주요 도시의 기행문

이 이어지는 서유견문 19, 20편에 소개되는 37개 도시를 실

제로 방문하였는가라는 의문이 있다16). 그러나 그는 적어도 세

곳의 식물원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유학생활을

했던 도시 보스턴의 어느 식물원, 많은 연구자들이 그가 방문

하였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는 런던 리젠트 공원 내 식물원

(Figure 7 참조),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에 소
개되지 않은 벨기에브뤼셀에 위치한 식물원이 그것이다17). 도

시를 소개하는 글에서 식물원은 종종 도시의 특징을 구성하는

요소로함께등장한다. 유길준은 식물원의 아름다움, 재배식물

의 다양성, 온실 구조특성, 유지관리특성 등에 초점을맞추어

서술하였는데, 예를 들어 런던 리젠트 공원 내 식물원은 다음

과 같이 묘사하였다.

공원은 그 수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중략)… 리

전트 공원은 여러 공원 가운데 가장 큰 곳인데, 이 안에 동물원이

있다. …(중략)… 또 식물원(植物園)도 만들었는데, 천하 각 나

라, 즉 한대․온대․열대, 바다와 육지의 각종 풀․나무․곡식․

약초 등의 종류를 심었다. 본래 자라던 땅의 물․흙․기후와 같게

만드느라고 그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고 한다 (서유견문 제19
편 런던 ).

중요한 점은 서유견문이 각각의 식물원을 묘사하고 정보

를 전달하는 기행문차원에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길준

의 글은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개항기 지식인들의 식

물원에 대한 그 어느설명보다도 식물원의 개념과특징을간파

한 설명을 담고 있다. 서구 제반 시설의 특징을 설명하는 제17

편에서 식물원을 동물원 및박물관과함께분류하고 그 개념을

밝히는 다음과 같은 서술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오늘날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식물원의 핵심 기능인 수집, 연구, 전시

등을 포함한다.

식물원(植物園)은 세계의 꽃과 풀, 나무 가운데 물과 땅에 사는

여러 종류들을 수집한 곳인데, 각기 본성대로 살게 해 주었다. 더

운 곳에 자라던 풀이나 나무는 추운 곳에 와서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적도에서옮겨온것들은유리로 집을만들어서철통에증

기를 통하게 하여 겨울철을 지낸다. …(중략)… 국민들의 견문도

넓히려니와, 학자들의 공부를 크게 도와서 그들이 연구한 이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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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lan of the Royal Botanic Society's Gardens, Regent's

Park

Source: Pierre Elie Felix Perredes, 1906: 42

나라를이롭게하고국민들에게편리함을주려고하기때문이다.

서양 여러 나라의 대도시에는 이와 같은 곳들이 모두 있는데, 각

물건의 이름을 붙여서사람들이 제대로 보도록 해주었다 (서유
견문 제17편 박물관과 동물원 ).

유길준은 앞의 개항기 지식인들의 식물원에 대한 분석과 평

가에서 더 나아가 식물원을 국가를 진보시킬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다. 예컨대, 제6편 정부의 직분 에서는 정부가 힘써 해야

할 일 20가지 중 11번째로 ‘국민교육’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물원 조성이 제시되어 있다. 유길

준은 그 논거로 아래와 같이 식물원을 비롯해 도서관, 박물관,

공원이 지닌 학습과 도덕 효과를 든다.

국민을 교육하는 것은나라의커다란근본이니, 정부에서힘써행

해야 할 일이다. 그 동안 들은 바를 간단히 기록해 보면, 나라 안

의 대도시마다 도서관을 세우고 식물원(本草園)을 만들며, 박물

관을짓고공원같은것을개설하고있다. 이는국민의 지식을 도

와주는 커다란 기틀이 되므로, 정부에서 힘써 행하는 것이 그 직

분으로 보아서도 긴요하다. …(중략)… 나라 안에 이러한 곳이 많

이 있으면 자연히 인심을 교화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고,

방탕한 행실과 사특한 습관을 끊어서 악행에 빠지는 자가 적어질

뿐만아니라, 양생하는데에도유익한관계를이뤄줄것이며, 학문

을 권장하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서유견문 제6
편 정부의 직분 ).

서유견문은 발간 당시 영향력이 컸던 서적이었다. 유길준

스스로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주어 읽도록

하였으며,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은 책의 일부 내용을 활

용하여 논설을쓰기도 하였다(Han, 2000). 심지어 정부의훈령

조치에 따라 공립 소학교의 교재로 활용되기도 했다(황성신

문 1898년 11월 5일, A1면). 이러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서
유견문의 식물원에 대한 규정이많은 사람들에게식물원의 기

본적인상으로인식되었을수있다는점에서 서유견문은한국

근대 식물원의 맹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이라고 판단된다.

Ⅲ. 문명의 지표, 서구의 필수품, 식물원

앞의 문헌들을토대로볼때개항기에 한국 지식인들이 방문

한 것으로 추측되거나 기록된 식물원들은 일본 동경의 여러 식

물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식물원, 미국 보스턴과 시카

고의 식물원, 영국런던의 식물원, 베트남 사이공의 식물원, 그

리고벨기에 브뤼셀의 식물원 등이다. 이 중 일본 동경에 위치

한 고이시카와 식물원, 호리키리 창포, 스가모 정원사 등은 사

절단이 중요하게여기지 않았던 장소들이다. 반대로 예찬에 가

까운긍정적 평가를 받은 곳은 러시아와 영국의 식물원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물론 당시 국제 정세에 따라 파견된 사절단의 정치적 입장,

유학생 각각의 배경과 성향은 식물원에 대한 개항기 지식인들

의 시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게다가 본고에서 미처 다루

지 못한 식물원 관련 기록들이앞으로 더 발견될수 있는 여지

도 있기에 개항기 한국 지식인의 식물원에 대한 견해를 하나로

일반화하는 것은 자칫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기록들을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우로 다루지 않고 이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각 견해들의 이면

에 한 가지 공통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서구 문명론’이다.

개항과 함께 문명에 도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구한말의

지식인들에게 서양은 문명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개

화 모델이었다. 이는 서양 각국의 문화,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

하지 않은 채 ‘서구=문명국’이라고 도식화해 버리는 시각에서

드러난다.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러시아 사절단 김득련과민영

환의 기록은 서구 문명의 예시로서 러시아의 위력을 확인하고

묘사하는 “옥시덴탈리즘이 단적으로 드러난 집단 인상기”이며

(Kim, 2005: 326), 유길준은 서양 여러 나라의 차이를 파악하

지 못한 채 서유견문을 통해 서양을 단순히 “문명과 개화의

표상으로서”만 보고 서술한 “옥시덴탈리스트”였다(Park, 2000:

259). 윤치호 역시 러시아 사행 당시 끊임없이 서구와 동양을

비교하며 한국이나 중국 등을열등한 상태로 여겼던 자신의 생

각을 드러내었다(Ki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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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을 서구에서확인할 수 있다는 사고틀은 일본을 방문한

사절단들의 기록에서도 엿보인다. 일본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

고 비판적이고소극적인 태도로 사절에 임했던첫번째수신사

김기수 일행이 일본을 “서양의 앞잡이”(일동기유 제1권 ‘상

략6칙’)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나, 이와 달리 일본의 문물과

제도의 발전을 인정하고 이를 시찰하였던 1881년의 조사시찰

단이 일본의 정치, 건축, 의복, 식사 등의 변화를 모두 “서양

식”(일사집략 천 ‘문견록’)이라고 결론지은 것 모두 문명

을 서양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러시아 사절단의눈에도 일본의 발전은 “부지런히

서양의 법을 배워서 개명”(해천추범 1896년 4월 17일)한 결

과로 보였다.

서구 문명론 시각을 지녔던 개항기 한국 지식인들은 식물원

을 서양의 대표 시설, 문명국의 지표로 판단하였다. 민영환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식물원을 다녀온 다음 해 런던의 식물원

을 방문하여 자신의 견해를드러낸부분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

인 예이다. 그는 단두 곳의 식물원을 본 상황에서증기시설과

유리 구조를 갖춘온실을 가리켜 “서양의꽃기르는법”이라는

일반화를 시도하였을 뿐더러 “몹시 이치”가 있다는 평가를 내

린 바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도 ‘서구’는 식물원의 의

미를 판단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는 정부의 임무 중 하나로 박물관과 동․식물

원 조성을 역설하며 다음과 같은 논거를 마지막문장으로 제시

하였다. “서양 여러 나라의 대도시에는 이와 같은곳들이 모두

있는데, 각 물건의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제대로 보도록 해

주었다”(서유견문 제17편).

Ⅳ. 결론

1876년부터 1910년까지 해외로 파견된 사절단이나 유학생들

은 견문을넓히는 과정에서 여러 식물원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견문록이나 일기 등을 통해 식물원의 개념과 특성, 필요성을

말하기 시작했다. 개화 초기인 18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식물

원은 기행문에 등장하지 않았다. 일본에 수차례파견된 사절단

은 식물원을 비롯한 유사 시설 방문을 안내 받고도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거나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었다. 식물원은

1890년대 이후 러시아, 미국, 유럽 등에 파견된 사절단이나 유

학생으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도 여러 국가를

방문한 경험을 지녔던 윤치호와유길준 등의 유학생들은 각 식

물원을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을 지녔는데, 특히 유길준은 식물

원의 개념과특성, 필요성을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서구를곧

문명국으로 생각했던 사절단과 유학생들은 식물원을 근대 도

시 및 국가의 대표적 문물이자 필수적인 시설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식물원의 국내 도입으로 이어졌다. 민영환은씨

앗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식물원을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였으

며, 유길준은 학문 발전과 계몽의 도구로서 근대를 견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공공 식물원 조성을 정부의 과제로

제안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식물원 방문 경험과 개념 설명이 실제 식물

원 조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앞서 살펴본 문헌들은 한국

근대 식물원의 지평을 여는 데 작용하였을 것이란점에서 중요

성을 지닌다. 당시부터 20세기 초까지 주요 계몽 신문, 잡지, 학

회에서활발히활동했던민영환, 윤치호, 유길준과 같은 지식인

들이 식물원에 대한 논의를출발시켰고, 이들이 모두식물원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며 식물원을 학문, 지식, 계몽 등의 개

념 속에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1909년 창

경궁 내에 조성된 식물원의 설립배경을 논의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근대기 한국의 식물원 개념의 태동에 관한 것으

로, 19세기 말 주요 지식인들이 남긴 사행록과 일기 등에 한해

살펴 본 기초연구이다. 앞으로, 연구자 능력의 한계로 본 연구

에포함되지 않았던 개항기 한국 지식인들의 식물원에 대한 생

각을 보여주는 더 많은 문헌들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추정에 머물렀던, 러시아나 영국 사절단이 방문한

식물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사절단의 기록문과 각 장소들의 특

징을 비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발굴과 사실확인 등을통

해 독특한 정원 유형 중 하나인 식물원에 대한 한국인만의 생

각의 지평을 보다 면밀히 드러내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주 1. “Botanic gardens are institutions holding documented collections of living

plants for the purposes of scientific research, conservation, display and

education.” 국제 식물원 보존 연맹홈페이지(https://www.bgci.org/resources/

1528/) 참조.

주 2. 수신사의 일본 인식에 대한 대표적 연구들로 Hyo-Jeong Lee(2009), Woo-

Bong Ha(2000), Cheol-Ho Han(2006, 2008)의 연구들을, 러시아 사절

단의 러시아 인식 및 근대성 고찰에 대한 연구로는 Jean-Young Kim

(2005), Sik Choi(2009)의 연구를, 유길준과 서유견문의 개화사상에

대한 연구로는 Ji-Hyang Park(2000), Kwang-Rin Lee(1979), Cheol-Ho

Han(2000)과 같은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주 3. 1880년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을 대표로 한 제2차 수신사의 기록

문으로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가 남아 있으나, 원문을 해독할 수

없는 연구자 능력의 한계로 본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못했다. 1881년

조병호(趙秉鎬, 1847~1910)를 대표로 한 제3차 수신사의 경우에는 사

행록이 남아 있지 않아 연구 범위에 포함할 수 없었다.

주 4. 고종실록 13년(1876년) 2월 22일 1번째 기사에 따르면 의정부는 “전

권 사신을 파견하여 신의를 강조”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신사 파견을

제안하였고, 13년(1876년) 4월 4일 2번째 기사에 따르면 고종은 김기

수에게 “그곳 사정을 반드시 자세히 탐지해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

라든지 “대체로 보고할 만한 일들은 모름지기 빠짐없이 하나하나 써

가지고 오라”라고 하교하였다.

주 5. 항한필휴는 1876년 수신사가 일본을 다녀간 이후 일본 사절단이 한

국에 파견될 때 지참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서 6월에 편찬한 책으로,

총 18권 1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서지 특성과

수록내용, 수신사의 견문내용을 분석하고 일부 원문을 옮겨놓은 역사

학자 Hang-Rae Cho(2006)의 책 한말 일제의 한국침략사연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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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해할 수 있다. 원본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에, 필사본은 연세

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본을 디지털이

미지로 제공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료를 이용하였다.

주 6. 에도(江戸) 시대의 정원에서 기원한 곳으로, 1872년 일본 내무성이 작

물과 과수를 시험하고 증식할 목적으로 이곳에 농사시험장을 설치하였

다. 1879년에는 신주쿠제국 식물원(Shinjuku Imperial Botanical Garden)

으로 재탄생했는데, 1898년 원장으로 부임한 후쿠바 하야토가 창경원

식물원의 설계자이다. 현재 이곳은 신주쿠 공원(Shinjuku Gyoen National

Garden)이다.

주 7. 고이시카와 식물원은 에도 시대 바쿠후(幕府)가 소유했던 약초원인 고

이시카와약원(小石川藥園)에서 유래한 것으로, 메이지 시대에 들어 동

경대 의대 전신 의학교의 약원으로 활용되다가 제1차 수신사가 방문하

기 1년 전인 1875년 교육박물관의 소관의 ‘고이시카와 식물원’이 되었

다. 1898년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는데 1905년에는 연간 방문객 수

가 117,609명에 달하는 등 동경의 대표 명승지로 자리잡았다. 현재 동

경대학 이과대학 부속식물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Koichi Yumoto(湯本

豪一, 1996: 406-407) 참조.

주 8. 지금의 일본 동경도 도시마구의 스가모에서 고마고메(駒込)에 이르는

지역은 에도 중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정원사와 식물 가게들이

모여 있었던 소메이(染井) 원예마을로 융성했다.

주 9. 호리키리 쇼부엔(堀切菖蒲祭園)은 현재 동경 동북부 가쓰시카구에 위

치해 있는 정원으로,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동경의 명소

로 꼽혔다. 안도 히로시게(安藤廣重)를 비롯해 많은 일본 판화가들이

이곳을 우키요에(浮世絵) 작품으로 남겼다.

주 10. 일본 측은 수신사가 실제로 방문했는지 여부를 장소명 위에 도장(〇)

을 찍어 표시해 두었다.

주 11. 대장성 조사를 담당한 어윤중(魚允中, 1848~1896)의 행원에 유길준

과 윤치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유길준은 이때 일본의 근대 개혁가 중

한명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게이오 의숙에 유학하면서 우

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 되었다.

주 12. 윤치호 일기에 따르면 사절단이 러시아 측에 요청한 내용은 ① 러시

아 군대의 국왕 경호, ② 군사교관, ③ 궁내부, 내각, 광산, 철도 분야

고문관, ④ 직통 전신, ⑤ 300만 엔 차관 등이었다. 윤치호 일기 4,
1896년 6월 5일 참조.

주 13. 식물원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생물원(生物院), 즉 동물원을

지나는 길에 한 화원에 들렀다는 것을 보아 레닌그라드 동물원으로부

터 약 3km 거리에 위치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식물원에 간 것으로 보

인다. 그 규모가 18.9ha에 이르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식물원은 1714

년 표트르 1(Peter Ⅰ)세에 의해 조성된 약용 정원에서 기원한 것으

로 1823년 제국 식물원(St. Petersburg Imperial Botanical Garden)으

로 재설립되었다.

주 14. 민영환은 그가 방문한 식물원의 명칭을 기록해 두지 않았다. 당시 런

던 내 식물원, 온실은 여러 곳이었으나, 1851년 하이드파크(Hyde

Park)에 건설된 수정궁의 경우, 1854년 시든햄 언덕(Sydenham Hill)

에 재건축되었으며, 수정궁 남측에 위치했던 온실(Royal Horticultural

Gardens and Conservatory)은 1889년에 철거되었다. 따라서 그가 런

던을 방문한 시기, 1897년, 기록된 식물원의 위치와 규모 등으로 미

루어 보아 민영환은 리젠트 파크 내 식물원(Royal Botanic Society’s

Gardens in Regent’s Park)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 15. 서유견문의 20편 중 서구의 제도와 사상을 설명하는 3편부터 10편,

문물과 기술을 설명하는 17, 18편의 내용 중 일부가 서양사정과 겹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유견문과 서양사정의 유사성에 대해

서는 Lee(1979), Young-Jak Kim(2008)을 참조할 것.

주 16. Lee(1979: 77-79)는 유길준이 대부분의 도시를 직접 가 본 것으로 생

각하며, Woo(2012: 223)는 이광린의 견해에 동의하며 유길준의 미국

유학과 귀국 경로를 고려할 때 미국 동부 도시는 물론이며 런던, 파리,

그리고 기항지였던 싱가포르와 홍콩, 서양사정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스페인과 벨기에의 도시들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와

반대로 Young Ik Lew(1990: 135)은 유럽의 도시 중에는 런던만 방

문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Park(2001: 253) 역시 유영익의 추측에

동의하면서 유길준이 기항지였을 수 있는 도시들을 들렀다 하더라도

런던 이외에는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것 같다고 여긴다.

주 17. 런던의 식물원은 런던 왕립식물협회(Royal Botanic Society of London)

가 1940년 리젠트 공원(Regent’s Park) 내 약 7만m2 부지의 Inner

Circle에 계획한 식물원이다. 보스턴의 식물원은 비콘 가(Beacon St.)

에 위치해 있고 언덕 위에서 찰스 강(Charles River)이 내려다 보이

는 공원에 위치해 있다는 묘사로 추정해볼 때, 1837년 미국 최초의

공립 식물원으로 조성된 보스턴 퍼블릭 가든(Boston Public Garden)

인 듯하다. 브뤼셀의 식물원은 지금은 문화센터(Botanique)로 이용되

고 있는, 1823년에 조성되었던 식물원(Brussels Botanical Garden)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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