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전주는 예로부터 맛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1943
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일본어로 기록한 <全州府史>

를 살펴보면 전주의 토착 구가(舊家)의 요리는 그 종류, 
방법, 재료 등에서 호화로움의 극치를 자랑하며, 맛에 
있어서는 한국 전 지역을 통틀어도 이와 비할 데가 없
다고 하였다[1]. 또 2012년에는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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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1884년 11월 10일, 12시 10분에 전주에 도착하여 2박 3일간 머문 죠지 클레이턴 포크의 일기를 
바탕으로 하였다. 머무는 동안 감사로부터 대접받은 음식, 술, 연회, 선물 등으로 당시 전라감영의 문화를 알 
수 있었다. 특히 포크는 기록으로 부족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더했는데, 11월 11일 아침 10시에 
전라감사로부터 특별히 대접받은 아침밥상의 반배도를 그려두었다. 이는 음식과 관련된 고문헌이 전무한 전주
에서는 조선시대의 음식문화를 알 수 있는 최고(最古)이자 최초(最初)의 자료로 매우 가치가 있다. 또한 본 연
구는 다른 학자들이 발표한 포크 일기와 관련된 연구에서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따라서 포크의 일기를 
당시 조선을 다녀간 많은 외국인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였으며, 다른 연구 분야와 통섭하여 전라감영 
전체의 접대 문화를 살펴보았다. 이는 135년 전 외국인의 눈에 비친 전라감영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의미를 둔 연구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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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based on the diary of George Clayton Fork, who arrived in Jeonju at 12:10 p.m. on 
November 10, 1884 and stayed for two nights and three days. During his stay, he was able to learn 
about the culture of Jeollagamyoung at that time through food, alcohol, banquets and gifts that he was 
treated to by gratitude. In particular, Fork added pictures and explanations of the deficiencies to its 
records, drawing half the breakfast table specially served by the Jeollagamyoung at 10 a.m. on Nov. 
11. This is very valuable as the best and first source of knowledge of the food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in Jeonju, where no torture related to food was found. This is the result of a study that put 
great significance on objectively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Jeollagamyoung in the eyes of foreigners 
13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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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정되어 세계가 인정하는 미식도시가 되었다. 그럼
에도 전주는 전주만의 특색 있는 음식 조리법이 기록된 
고문헌이 발견되지 못한 실정이다. 

전주에는 조선시대 전라도를 통치하던 전라감영(全羅
監營)이 있어 2018년에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과 
관련된 사업은 없다. 이는 음식문화가 기록된 고문헌의 
부재로 인해 전주음식문화의 기초적인 뿌리 연구가 순
차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현실에서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1884년에 전라감영을 방문한 외국인의 기록
이 최근에 부각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주한미
국공사관에서 일했던 죠지 클레이턴 포크(George 
Clayton Foulk, 1856-1893)의 여행 일기다. 

포크는 1884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군무관 신분으
로 조선 땅 곳곳을 여행하면서 목격한 당시의 문물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전주에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머물렀다. 11월 11일 아침에는 감사(監司)에
게 대접받은 밥상을 그림으로 그려 두었다. 135년 전, 
전라감영에서 외국인에게 접대한 상차림으로 전주의 
음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최고(最古)이자, 최초(最初)
의 문헌이다. 

그동안 서양인의 시선으로 본 조선의 음식과 식문화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2], 타 감영 관련 기록에도 음식
의 내용이 없는 현실에서 그 가치를 더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포크의 인물 연구와 더불어 <포크의 
일기>에 기록된 전라감영에서 외국인을 접대하는 음식
문화, 연회문화와 선물문화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몇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선시대 전라도의 최고 통치자인 관찰사가 머
문 전라감영의 음식문화를 서양인의 기록에서 찾고, 이
제까지 밝혀지지 않은 감영의 음식문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2019년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과 더불어 전라
감영이 있었던 전주의 접대문화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셋째, 최근 발표된 신문기사나 심포지엄 자료의 오류
를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그간 포크의 일기에 대한 연
구는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8월 23일에 ‘전라

감영 관찰사 밥상과 외국인 접대상’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여 포크 인물과 전라감영에서 대접받은 상차림
과 음식문화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하였다[3-6].

더불어 전주시에서 9월에 발행한 전주음식잡지 <전
주맛> 창간호의 기획특집기사로 실린 바 있다[7][8]. 또 
전주비빔밥축제 기간(2019.10.09-10.12)에는 전라감
영에서 포크가 대접받은 상차림 모두를 전시하였다
[7][9][10]. 모두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의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문 기사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이 부족하며 많
은 오류가 발견되었다[11][12]. 

포크의 일기는 무려 135년 전의 기록이다. 따라서 포
크가 쓴 내용의 정확한 해석은 시대적, 인종적인 면에
서 볼 때 같은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지 2019년 
한국인의 사고와 조선시대의 문헌만으로는 오류만 낳
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외는 문호를 닫았던(1637-1876) 은자
(隱者)의 왕국(Hermit Kingdom)에 대한 호기심으로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 의료진, 학자, 군인, 외교관 등
이 기록한 구한말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포크의 일기를 재해석하였으며, 다른 연구 분야와 통섭
하여 전라감영 전체의 접대문화를 분석하였다. 

이는 1884년 전라감영을 방문한 외국인의 눈에 비친 
전라감영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결과가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죠지 클레이턴 포크 
포크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출신이다[그림 1]. 1872

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자 해군 아시아 지
역 함대에 지원하여 약 7년 간 중국과 일본 해역에서 
복무하였다. 1882년에는 동해안(부산, 원산)에도 잠시 
정박하여 탐사하였다. 이후 1883년에는 미해군 소위에 
임관되어 해군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된다[13]. 

고종은 조미수호통상조약(1882년 5월 22일) 체결 후 
이듬해에 조약 체결의 답례와 양국의 친선을 위하여 외
교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한다. 이 일행은 7월 15일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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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떠나 일본을 거쳐 워싱턴에 도착한다(1883년 9월 
15일). 미국 정부는 외교사절단을 국빈으로 대접하면서 
이들의 미국 시찰을 위한 수행원으로 미해군 소위인 포
크를 임명하게 된다[14][15]. 

익히 포크는 조선에 정박한 경험이 있어 조선의 문화
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으며, 일어가 가능하여 외교사
절단 일행의 통역을 한국어에서 일어로, 일어를 다시 
영어로 통역하는데 있어 포크가 적임자였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조선의 외교사절단이 3개월간의 방문일
정을 마치고 떠날 때, 그간 수행업무를 했던 포크에게 
사절단의 귀국길에 동행할 것과 동시에 주한미국공사
관의 해군무관(海軍武官)으로 조선에서 복무하도록 명
하였다[13][16]. 당시 해군무관은 청이나 일본의 미국
공사관에는 없는 생소한 직책이었다. 미국 국무부와 해
군부가 조선에만 특별히 만들어 포크를 파견한 것이다. 

미국이 조선에 포크를 파견한 궁극적인 목적은 갓 수
교한 동양의 낯설고 먼 나라인 조선에 대한 탐색이었
다. 이로써 포크의 임무는 국무부와 해군부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국무부에는 ‘미국의 사업적 이
익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보고’하고, 해군부에는 ‘미국
의 국민을 위해 유용하고 흥미로운 모든 정보를 수집’
하여 보고했다. 그리고 포크에게 내린 또 하나의 명은 
가능한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지시였다(maintain 
the best possible relations)[17]. 포크는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1884년 5월 31일에 외교사절단 일
행과 함께 제물포를 통해 조선 땅에 들어왔다. 

이런 포크를 두고 알렌(H.N. Allen, 1858-1932)은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조선에 주둔한 해군장교’로 보았
다[18]. 내한 이후 고종은 포크에게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영익의 알선으로 왕궁과 멀리 떨어지지 않
은 곳에 정착한다[19].

 

그림 1. 죠지 클래이턴 포크[19]

당시 주한미국공사관(1882-1905)의 초대 공사인 푸
트(L.H. Foote, 1826-1913)의 직급이 전권 공사에서 
일반 공사와 총영사 급으로 강등되는 일이 있어난다. 
이에 불만을 갖은 푸트는 사임을 표하고, 1885년 1월
에 워싱턴으로 떠난다[20]. 따라서 포크는 1885년 1월
부터 1886년 6월까지 임시대리공사를 역임한다. 그에 
나이 불과 29세였다. 미국에서 어린 나이의 포크에게 
대리공사의 직책을 준 것은 포크의 뛰어난 능력 때문은 
아니다. 미국은 조선에 대해 중립외교를 펼쳤으며, 조선
을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볼 때 가치가 없었으므로 
무관심에서 일어난 일로 보면 맞다. 당시 조선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조선은 너무 가난하여 미국과 통상을 할 
수도 없고, 통상할만한 가치도 없는 후진국에 불과했기 
때문이다[21]. 

이후의 공사관 파커(W.H. Parker, 1826-1896)가 
1886년 6월 13일에 부임된다. 알코올중독으로 3개월 
만에 해임되자 포크는 1886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임시대리공사직을 맡게 된다. 따라서 포크는 어린 나이
에도 불구하고 1885년 1월부터 1886년 6월까지, 
1886년 9월부터 1886년 12월까지 약 21개월간 대리
공사를 두 번 역임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포크는 “대리
공사에 임명되었다. 대리공사직이 나만큼 낮은 등급의 
해군장교에게 맡겨진 적은 없었다”라고 가족에게 편지
로 전하기도 했다[19]. 

그러나 조선에서 보는 포크는 달랐다. 알렌에 의하면 
포크는 조선의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었을 뿐만 아
니라, 국왕으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로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인이었다[18].

     

그림 2. 고종실록에 기록된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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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중요한 정치문제를 의논하는데 중국인보다는 
미국인을 선호하였으며 [그림 2]는 조선왕조실록 고종
실록 제22권(1885년 9월 13일)에 고종이 건청궁에 나
아가 미국 대리공사 포크를 접견하였다(御乾淸宮 接見
美國代理公使福久 포크)는 기록이다[15]. 

임시대리공사직을 마치고 1887년 1월에 일본으로 
휴가를 떠나는 포크에게 명성왕후는 “자네가 가면, 앞
으로 우리가 만날 새롭고 낯선 나라들을 대하는 데 있
어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지적할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말해 명성왕후도 포크를 크게 신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14][18][19]. 

이와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포크는 한국인과 어
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주한 미국인으로서 어린 나
이와 조선에서의 약 4년의 짧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
고 왕실의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었음은 틀림이 없다
[15][19].

이후 포크는 본국 정부의 냉대로 공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공사직과 해군직을 사직하고 일본으로 건너
가 일본인 가네 무라세(Kane Murase)와 결혼하여 귀
화하였다. 이후 교토의 도시샤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재
직하다가 1893년 8월 6일 방학 중 닛코(日光)에서 시
체로 발견되었다. 그에 나이 37세였다. 죽음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22-24].

윤치호(尹致昊, 1865-1945)는 포크의 묘소를 참배하
며, “인정 많은 사람은 오래 살지 못 하는구나”라고 하
면서 죽음을 안타까워했다[25]. 

1898년 주한미국공사관 1등 서기관으로 부임한 샌
즈(W.F. Sands, 1874-1946)는 포크를 빼고 조선이나 
일본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했다. 포크는 일본
과 조선에 관해서는 전문가이며 미국인에 대한 조선인
의 신뢰감과 권위의 대부분은 포크에게서 비롯되었으
며, 언젠가 포크의 이야기가 한 곳에 모여진다면 그것
은 좋은 읽을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22].

우리나라에서 포크에 대한 연구는 외교, 정치 분야의 
연구자들로 인해 연구해왔으나 이도 많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포크가 조선에 머문 시간이 너무 짧았으며
(1884년 5월 31일-1887년 6월 18일), 주한미국공사
관에서도 임시공사직만을 두 번 수행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자료가 한국에 남아 있지 않아 미국 도서관에서 

찾아서 번역, 출판, 연구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가장 큰 이유는 포크가 37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
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훗날 본국에 더 많은 자료를 남
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2. 1884년, 포크의 여행 일기 
포크는 미국공사관 소속 해군무관으로서 상관인 푸

트 공사의 공사관 업무도 보좌했지만, 가장 중요한 임
무는 조선 관련 정보 수집이었다. 포크는 정보를 더 정
확하게 수집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반도를 여행하였다. 이 여행으로 인해 같은 해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6]. 그러나 개화파의 거사 계획을 미리 알고 연루될 
것이 두려워 서울을 떠난 것으로 보는 연구 결과도 있
다[21].

1884년에 외국인 혼자서 조선인 하인들을 이끌고 한
반도를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당시 최고의 권력
자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인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27].

심지어 알렌은 포크의 여행을 두고 국방시설을 시찰
하기 위하여 조선국왕이 파견한 것으로 보았다[18]. 

일본의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와타나베는 포크를 두
고 가마를 타고 900mile(약 1,450Km)을 시찰하며 요
새 등의 군사 정보뿐 아니라, 민속분야까지 조사하여 
해군 정보국에 보고하고, 갑신정변 이후에는 청국이 한
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시하여 보고한 ‘군사 스
파이’라고 하였다[28]. 

반면 1947년에 설립된 미국중앙정보국(CIA)에서는 
포크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의 선구자
(HUMINT Pioneer)’로 높이 평가하였다[29].

포크가 정보수집으로 남긴 많은 자료들은 미국의회
도서관, 뉴욕공립도서관, UC버클리대학 밴크로프트 도
서관, 위스콘신대학교 워키캠퍼스 도서관(UWM) 등
에 나누어져 소장되어 있다. 

이중 1884년 여행 중 쓴 포크의 일기는 UC버클리대
학 도서관에,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은 위스콘신대학교 

워키캠퍼스 도서관에 있다[13][35]. 
우리나라에는 복사본과 PDF파일, 마이크로필름 형태

로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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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포크의 일기는 아
직도 발행지 불명, 발행자 불명으로 되어 있다[15]. 또 
포크의 일기와 편지는 2008년에 Samuel Hawley 교
수가 재정리하여 두 권의 책으로 출판하였으나, 번역본
은 아직 없다[19][30]. 

포크의 일기 구성은 먼저 날짜에 따라 장소, 시간, 기
온을 기본적으로 적고, 길이의 단위인 mile, yard, 
feet, inch 등을 비롯하여 시간은 hours, minutes, 
sec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여 매우 자세히 기록하였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옛날 단위인 ri(리, 里)와 pun(푼, 
分)도 언급 되어있다. 또 사물에 대해서는 색까지도 정
확하게 기술하였다. 

나주(Naju), 주막(Chumak), 산성(Sansung), 광주골
(Kwangju-Kol), 영남루(Yongam-nu)와 같이 여행하
는 지역과 공간을 그림으로 그리고 방위 표시와 함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고유명사는 발음 나는 대로 영
문으로 표기하였다. 밥(Pap), 왕(Wang), 감사(Kamsa), 
아전(Achon), 현감(Hiengam) 등이다. 

포크의 여행일기를 두고 알렌은 국무성에 보고하기 
위해 수집해둔 방대하고도 귀중한 삼남지방의 기록물
이라고 하였으며[18], 사무엘 홀리 교수는 포크는 어떠
한 것이든 관찰해서 이해하고 서술하는 데는 탁월한 능
력을 가지고 있으며, 여행일기를 요약적으로 기술한 것
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였다[30].

   

그림 3. 포크의 일기,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포크의 1차 여행은 1884년 9월 22일부터 10월 7일
(16일간)까지 서울을 출발하여 파주, 수원, 개성, 강화
도를 여행하였으며, 2차 여행은 1884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44일간)까지 안성, 공주, 삼례, 전주, 장성, 

나주, 남원, 진주, 마산, 부산, 상주 등 17개의 부, 군·현
을 여행하며 기록하였다. 

[그림 3]은 포크의 일기 첫 페이지(#001)와 마지막 
페이지(#386)다. 첫 페이지에는 ‘미국 공관 셔울 福’, 
마지막 페이지에는 ‘福 海軍中尉’라고 쓰여 있다. 한글과 
한자로 모두 포크의 친필이다. 첫 페이지에 기록된 것
과 같이 여행은 포크를 중심으로 통역 묵, 안내자 수일, 
보교꾼 12명, 마구종 2명, 하인 1명으로 총 18명이다. 
이 외에 말 2필, 가마 3대, 여행용 가방 5개, 핸드백 3
개, 사진기, 삼각대, 총, 돈 자루 등을 가지고 출발한다. 

당시 외국인들에게 조선어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소
문이 나 있어서 조선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다[31][32]. 그러나 포크는 조선어를 어느 정
도는 구사할 줄 알았으며, 조선어와 영어에서 발음이 
유사한 단어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조선어로 대화하며 사람과 사물에 대해 관찰하며 시간
을 보내기도 했다[19]. 이와 같이 조선어를 구사할 줄 
알면서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통역을 담당하는 
묵(Chon Nyang-Muk)과 함께 다녔다. 이는 조선을 
더 잘 조사하여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함으로 보
인다. 

여행 중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부(全州府)는 11월 10
일에 도착하여 12일까지 2박 3일간 머물게 된다. 포크
는 전주의 지리와 감영의 형태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
하였다. 이 기록에는 전라감영에서 외국인에게 차려준 
접대 상차림과 연회 상차림 그리고 헤어질 때 건네준 
선물에서 당시의 접대문화를 알 수 있다. 

[그림 4]은 甲申 八月 初二日(1884년 8월 2일)에 포
크의 여행을 위해 주한미국공사관에서 최초로 발행한 
호조다[18]. 호조는 조선말에 외국인에게 발행한 여행
권으로 ‘미국인 복구씨(美國人 福久氏)’를 위한 것으로 
쓰여 있다. 호조의 양쪽에는 충청 감사(忠淸 監司), 강화
부 판관(江華府 判官), 진주 목사(晋州 牧使), 수원 유수
(水原 留守), 개성 유수(開城 留守)의 친필 서명이 있어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호조를 보여주고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포크는 각 관아를 방문하면서 여행하는 기간 
내내 관리들이 차려준 진수성찬을 맛보았고, 접대는 계
속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이는 모두 민영익의 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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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조정의 고관이 여행하는 관행을 그대로 따라 시종
들을 거느린 호기있는 여행이었으므로 가능했다. 

포크는 자신의 여행을 두고 가는 곳마다 ‘대인(大人)’
으로 불리면서 극진하게 대접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
겼다. 심지어 잠깐 낮잠이라고 자려고 하면 관리들은 
“대인이 주무신다! 조용히 하거라!(The Tai-in sleep! 
Keep quiet!)”라고 큰 소리로 지시를 내렸고, 객관에 
들 때, 화장실에 갈 때, 심지어 잘 때도 여러 벼슬아치
들이 수발을 들고 다른 잡인들의 접근을 막아 아주 불
편했으며 자신에게 접근하다가 발길로 차이는 사람을 
보면 미안하기도 했다고 한다[33]. 포크는 조선에서 대
인(大人)이었다.

    

그림 4. 포크의 여행을 위해 최초로 발행한 護照

[그림 4]의 호조 가운데에는 전라감사 김성근(全羅監
司 金聲根)이라고 쓰여 있다. 포크의 일기에는 당시 전
라감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kamsa’, 
‘kamsa of Choula-do’이며 감사의 이름을 표기해야
하는 결정적인 부분에서도 ‘the kamsa's full name’이
라고만 표현되어 있어 당시의 정확한 감사의 이름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호조를 통해 날짜를 맞춰보고, 관찰
사와 수령의 명단인 선생안(先生案)과 대조하여 정확하
게 알 수 있었다[1][34]. 

따라서 포크의 일기에도 기록되지 않은 당시 전라감
사는 여러 문헌을 토대로 김성근(金聲根, 1835-1919
년, 1883년 2월-1885년 1월 재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는 위스콘신대학교 워키캠퍼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포크가 직접 찍은 사진(Digital 
ID:pr000140)이다[35]. 이 사진은 우리나라 국사편찬

위원회에서도 소장하고 있다(‘전라도관찰사와 감영, 이
속들의 사진’, 등록번호:SJ0000016005, 
25.4×20.3cm). 그러나 아직도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을 불명으로 표기하고 있다[15].

그러나 이 사진은 포크가 전라감영에 와서 찍은 여섯 
장의 사진 중 한 장이며 가운데는 전라감사 김성근, 옆
쪽으로는 육방, 뒤에는 통인들이 서있다. 사진의 제목은 
‘South Korea, governor of Chula province’이며, 
사진의 아랫면에는 ‘The governor(kamsa) of Chula 
province taken at Chong do, Nov. 1884’라고 설명
을 더했다. 

이는 포크의 일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11월 11일에 
기생과 감사, 군중들과 여섯 장의 사진을 찍었다는 부
분이다(I photographed in the Kisang, the Kamsa, 
the whole crowed, in the six photos)[30]. 

이를 토대로 포크가 직접 찍은 사진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포크 일기의 정확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도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 

포크의 사진작업은 1884년 여행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한양에서도 알렌과 자주 사진을 찍으러 다녔으며, 
이 사진은 모두 국무성에 보고하기 위해 본국으로 넘겨
졌으며 아직까지도 잘 보관되어 있다[18].

포크가 직접 찍은 전라감영 관련 사진은 2020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전라감영 선화당의 내부 콘텐츠로 
활용될 계획이다.

그림 5. 포크가 직접 찍은 전라감사과 육방관속들 사진
  

Ⅲ. 전라감영의 접대문화 

1. 음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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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첫 대면의 면상(麪床) 
포크는 1884년 11월 10일 오후 12시 10분에 전주

시(Chonju city) 남문에 도착한다. 지금의 풍남문(豐南
門)이다. 

감사는 포크와의 첫 만남에서 고구마, 밤, 감, 얇게 썬 
쇠고기, 국수 등(a spread of sweet potatoes, 
chestnuts, persimmons, sliced beef, vermicelli, 
&c)을 내놓는다. 국수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 면상이다. 
아쉬운 점은 마지막에 ‘&c’로 표현되어 더 많은 음식이 
있었으나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감사는 면상을 앞에 두고 “한국의 음식이 미국의 음
식보다 많습니까?”라고 물어서 포크를 당황하게 만들기
도 한다. 포크는 차려진 음식을 보며 “앞에 준비되어있
는 음식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이 먹은 것 같
다”고 말하자 모두 놀란다. 

감사는 스스로 포크 앞에 내준 음식을 두고 양이나 
수적으로 대단한 음식으로 생각했으나, 포크가 더 많이 
먹어보았다고 하자 놀란 것으로 추측해본다. 이어 포크
는 조선어를 구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씨, 배, 죽 등
(seed, pear, porridge &c.)은 영어 발음과 비슷하다
고 말하며 즐거운 잔치 분위기로 이끌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자, 감사는 포크의 숙소를 좋
은 곳으로 옮겨준다. 처음 도착하여 짐을 푼 곳은 허름
하고도 비참한(miserable, shabby) 방이었으나, 감사
의 명령에 의해 서울 밖에서 본 집 중에서 가장 멋지고 
편안한 최고의 집으로 옮기게 된다. 바로 객사(豊沛之
館, 보물 제583호)다.

1.2 특별히 차려준 아침밥상차림 
포크는 11월 11일 아침 9시에 토종꿀, 밤, 감을 먹는

다. 모두 계절적으로 가을에 수확한 식재료다. 10시가 
되자 아침상이 들어오는데 ‘가슴까지 올라오는 엄청난 
밥’이라고 표현하였다. 또 이를 두고 ‘감사가 특별히 나
에게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6. 포크가 그린 전라감영의 상차림 

포크는 [그림 6]과 같이 음식마다 번호를 붙이고 자
세히 설명해두었다. [표 1]은 [그림 6]을 바탕으로 해석
하고 우리나라 음식으로 정리한 표다. 포크의 일기는 
필기체로 기록되어 쉽게 알아볼 수 없다. 다만 다른 날
짜의 일기와 비교하여 최대한 맞춰보았다. 따라서 12번
의 경우에는 꿩고기를 다져서 완자로 만들어 계란을 입
혀서 익힌 꿩탕으로 추정하였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표 1. 포크가 대접받은 상차림 분석 
번호 포크의 기록 설명 음식

1 Rice & beans 콩이 들어간 밥 콩밥

2 Egg, beef & radish soup 달걀, 쇠고기 그리고 무를 넣
어 끓인 국 소고기뭇국

3 broiled thick chicken 두툼하게 구운 닭 닭구이

4 3 Salt bean pork 된장 양념이 된 돼지고기 세조
각 맥적구이

5 Slices of cold beef 슬라이스 된 차가운 쇠고기 쇠고기 편육

6 Kimchi 김치 김치

7 Radish kimchi & red 
pepper

빨간 고춧가루로 버무린 무김
치 깍두기

8 Slices of beef in egg 
wash 계란을 입힌 얇은 소고기 육전

9 Bean sprouts - cold & 
sour 콩나물 - 차고 시큼함 콩나물무침

10 Salt clams & oysters 짠 조개와 굴 조개젓과 굴
젓

11 a duck soup - radish 무를 넣은 오리고기국 오리탕 

12 a soft ??lark of eggs, 
radish

부드럽게 계란을 입힌 꿩고기 
완자, 무 꿩탕

13 Cold beef - sliced and 
fired in oil

차가운 쇠고기 - 얇게 포를 
떠서 기름에 지짐 불고기 

14 Poached eggs 수란 수란

15 Fish raw - salt and cold 날생선 - 짜고 차가운 생선젓갈

16 Soy 간장 간장 

17 Vinegar 식초 초간장 

별도 wnie 술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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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상차림의 그림은 1800년대 말엽에 편찬
된 <시의전서(是議全書)>에서도 볼 수 있다. <시의전서>
는 찬자 미상의 책이며 현존하는 것은 1919년의 필사
본이다. 전통적인 상차림의 원칙이 언제부터 성립되었
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런 상차림의 형태와 
구성이 문자화된 것은 <시의전서>가 최초다[36].

그러나 포크가 그려둔 아침 상차림이 <시의전서>의 
반상도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시의전
서>는 저자, 년도를 알 수 없는 문헌이다. 하지만 포크
가 그려둔 상차림은 저자, 년도, 지역은 물론이고 시간
과 상황이 정확하다는 점이다. 

둘째, <시의전서> 반상도에는 음식을 반, 깅(갱), 구
이, 좌반, 쌈, 회 등으로 적어두었다. 반면 포크가 그려
둔 상차림은 음식 하나마다 번호를 매겨 설명을 더했
다. 이로써 음식을 만드는 주재료, 부재료 그리고 조리
법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의전서>의 
반상도보다 포크가 그린 하나의 아침밥상 그림이 더 정
확하여 우리나라의 식문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또 포크가 그려둔 상차림을 살펴보면 육류 요리가 소
고기뭇국, 닭구이, 맥적구이, 쇠고기 편육, 육전, 오리
탕, 꿩탕, 불고기까지 무려 여덟 가지다. 이 요리를 만드
는 육류의 종류도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꿩고기까지 다섯 가지다. 포크의 일기에서 보여주듯 전
라감사가 포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임을 알 수 
있다. 

포크가 대접받는 상차림에서 반찬인 첩에 해당하는 
것은 3-닭구이, 4-맥적구이, 5-쇠고기 편육, 8-육전, 
9-콩나물무침, 10-조개젓과 굴젓, 13-불고기, 14-수
란, 15-생선젓갈로 아홉 가지다. 

‘첩’은 밥, 국, 김치, 장, 찌개, 찜, 전골 외에 쟁첩에 
담는 반찬을 의미하며 그 수에 따라 첩의 수가 달라진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상차림 구성법에 의하면 9첩
에 해당하는 상차림이다. 조선 시대에는 계급에 따라 
의식주가 뚜렷하게 구분되었고, 사대부 집안은 7첩 또
는 9첩의 식사를 하였다[37]. 또 통용되던 사대부 집안
의 반가 상차림은 9첩이다[38].

당시 종2품에 해당하는 관찰사도 9첩 반상 차림이었
는데, 전라감영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9첩을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음식으로 접대했음을 알 수 있다[4].
포크가 그린 상차림을 분석해보면 밥 1종, 국 1종, 김

치 2종, 나물 1종, 젓갈 3종(2기), 전 1종, 구이 3종, 찌
개나 전골 형태 2종, 장 2종 등으로 구성되어 총 17종
이다. 별도로 술병과 술잔이 놓인 상을 차렸다. 

상차림의 특징으로는 젓갈이 2기에 3종류이고, 닭구
이, 맥적구이, 불고기와 같은 구이가 많다는 점이다. 젓
갈이 많은 이유는 전주가 바다와 접해 있지 않는 지형
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1920년대까지도 전주 남밖장(남부시장)에는 갈치, 
청어, 고등어 같은 간어물과 건어물이 고작이었으며, 신
선한 생선을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말린 생선과 
염장한 생선을 이용한 반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39][40]. 캐번디시(A.E.J. Cavendish, 1859-1943)에 
의하면 조선은 상당 부분의 생선을 염장하거나 말려서 
사용하였다고 했다[41]. 

구이의 종류가 많은 이유는 길모어(G.W. Gilmore, 
1857-?)의 자료에서 찾았다. 한국의 요리는 다양하지 
않고, 특히 고기가 영국처럼 일반적이지 않으며 고기 
요리를 할 때는 주로 굽는다고 하였다[42]. 

지금은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숯불을 사용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부엌이나 마당에서의 불 사용이 잦은 
관계로 숯불을 활용한 다양한 구이 요리가 있었다. 

더불어 특색 있는 식재료는 단연코 무다. 무가 들어
간 음식으로는 소고기무국, 깍두기, 오리탕, 꿩탕으로 
무려 4종류다. 포크가 전주에 도착한 11월은 계절적으
로 늦가을이다. 이 시기에 무는 가장 흔한 채소다. 또한 
무는 전주 십미(十味)의 하나로 맛이 뛰어난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43]. 

조선 후기의 문인화가이자 평론가인 담헌 이하곤(李
夏坤, 1677-1724)이 호남지방을 여행하고 <남유록(南
遊錄)> 남겼다. <남유록>은 오늘날 ‘호남지방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남에서도 전주에 도착
하여 “푸르스름한 무(菁根)가 배(梨)보다도 더 달콤하여, 
한입 물어 떼니 속까지 다 후련하네”라는 기록을 남겼
다[44].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전주에서는 무 맛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 특색 있는 반찬은 콩나물무침이다. 콩나물은 세계
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다. 중국에서도 소량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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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콩나물 대신 숙주를 먹
는다. 그러나 미국인 포크에게 콩나물무침을 제공했다
는 점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포크는 콩나
물을 조선에 와서 처음 먹었을 것이다. 길모어는 콩나
물을 두고 조선에서는 겨울에 늘 맛있는 콩나물 반찬이 
상에 오르는데 외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고 하였다
[42]. 

또 접대상 옆에는 술상이 있다. 포크는 와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먼저,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
에 의하면 소주(燒酒)는 주로 북쪽 지방에서 마시고, 남
쪽 지방에서는 서민들이 탁주(濁酒)를 마시며 상류층은 
청주(淸酒)를 즐겨 마신다고 했다[15]. 

포크가 와인으로 표현한 술은 와인과 같이 알코올 도
수가 15도 내외였기 때문으로 본다. 도수가 40도 이상
의 술이었다면 포크는 와인이 아닌, 증류주에 해당하는 
브랜디, 보드카, 위스키 등의 이름으로 표기했을 것이
다. 따라서 포크가 기록해둔 와인은 우리나라의 청주다. 

[그림 7]과 [그림 8]은 모두 전라감영에서 대접받은 
포크의 밥상을 연구자가 재현 및 전시한 사진이다.

 

 

그림 7. 포크의 일기에 기록된 상차림 재현과 일러스트

그림 8. 포크의 일기에 기록된 상차림 전시

식기는 유기를 사용하였다. 알렌에 의하면 조선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유기그릇을 식기로 사
용하여 식사를 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골에서 만드
는 무거운 옹기그릇을 사용했다. 당시 외국인들은 유기
그릇의 빛깔이 금색이고, 자기처럼 깨지지 않아서 본국
으로 갈 때는 몇 벌씩 가지고갈 정도로 인기였다고 한
다[18]. 따라서 전라감영에서 포크에게 대접했던 음식
이 담긴 식기는 유기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유기그릇을 
사용하였다.

2. 연회문화 
2.1 연회 장소 
전라감사가 포크를 위해 베풀어준 연회 장소는 조선

시대 전라감영의 연회문화를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다. 따라서 연회 장소에 대해서는 포크의 기록과 전라
감영과 관련된 문헌을 서로 맞춰가며 추정하고, 확정지
었다.

포크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11시에 촬영 장비를 챙
겨 묵(muk, 통역)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닌다. 숙소인 
전주 객사에서 나와 왼쪽으로 돌자 큰 길이 나오는데 
이 도시(전주)로 바로 통하는 문(남문)이 보였다. 이 큰 
길에서 감영의 제1대문을 만난다. 포크가 기록한 제1대
문은 포정루(布政樓)이며 전라감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
는 유일한 문이다. 이 문을 지나면 제2대문이 나오는데 
제1대문과 직각(at right angles)으로 위치해 있다. 제
2대문은 중삼문(中三門)이다. 

전라감영을 들어가는 포정루와 중삼문은 직각으로 
위치해 있다. 그리고 제3대문인 내삼문(內三門)을 통과
하여 선화당(宣化堂)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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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라감영 선화당(上)과 포크가 그려둔 선화당(下)과 그 
내부(中) 

[그림 9]의 선화당(上)은 감사가 행정 업무를 보는 장
소이며 7칸으로 78평의 규모다[45]. 포크는 [그림 9]에 
표기된 ‘a’방으로 들어가 감사와 함께 연회를 즐긴다. a
는 방이다. 이 방에 연회 음식상이 펼쳐진다. 그러나 관
기들이 북춤을 추기에는 매우 좁은 공간이다. 따라서 
전통 한옥 구조가 그러하듯 평소에는 대청과 방 사이에 
분합문(分閤門)을 두어 닫아두고, 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분합문을 열어 올리면 방과 대청이 하
나의 대형공간이 된다. 따라서 포크는 선화당의 ‘a’방에
서 대청(floor)에서 북춤을 추는 기생들을 바라볼 수 있
었다.

2.2 연회 춤 
연회의 흥을 돋우기 위해 기생들이 춤을 추는데, 포

크가 기록한 내용으로는 한 종류다. 춤과 춤을 추는 기
생, 의상까지도 자세히 기술해두었다.

“두 나무판을 서로 맞부딪혀 소리를 내자 아주 아름다
운 옷을 입은 네 명의 소녀들이 마루로 들어온다. 10
인치에서 18인치만큼 넓은 머리카락 덩어리를 머리에 
쌓고 나와 너무 무거워 머리를 똑바로 세우지 못했다. 
네 명이 북춤을 추는데, 붉은 띠가 나비 모양으로 묶
여서 뒤를 향하고 있었고, 춤은 느리고 미끄러지듯 췄
다. 바닥 가운데에는 커다란 북이 놓여 있었고, 무용수
들은 때때로 줄을 서서, 다시 짝을 지어, 등을 맞대고, 
사각형으로 움직였다. 붉은 술이 달린 네 쌍의 북채가 
바닥에 줄지어 놓여 있었으며 삼십분 또는 그 이상동

안 계속되었다”

포크가 기술한 춤은 승전무(勝戰舞)다. 승전무는 
1593년(선조 26) 경상남도 통영(統營)에 삼도수군(三道
水軍) 통제영(統制營)이 설치된 이후 1896년까지 영문
(營門)에 예속되어 있던 기생청(妓生廳)의 관기가 추었
던 춤이다. 승전무라는 명칭은 춤추며 부르는 창사(唱
詞)의 내용이 충무공의 충의와 덕망을 추앙하며 전승을 
축하하고 군졸들의 사기를 북돋운다는 데서 유래한 것
이다. 일제강점기에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1968년 보
존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
정되어 통영지방에서 연희되고 있다. 승전무는 북춤과 
칼춤으로 나뉘며 북춤은 민간제례악을 바탕으로 원무(4
인)와 협무(12인)로 구성된다. 이중 원무(元舞)는 4인이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청·백·홍·흑의 몽두리(蒙頭里)를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양팔에 한삼을 끼고 2개
의 북채를 들고 춘다[46]. 

포크가 전라감영에서 본 승전무는 북춤으로 4인이 춤
을 추는 원무에 해당한다. 승전무의 가장 큰 특징은 통
영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춤으로 토착화로 인해 향토색
이 짙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춤은 전승계보가 김해근
(1846-?)부터 지금까지 정확하다. 그러나 1884년 전라
감영의 연회에서 기생들이 승전무를 추었다는 점은 매
우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전라감영 연회에서 승전무를 추던 관기(Kisang)(上), 
통영 승전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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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上)]은 포크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지금은 
위스콘신대학교 워키캠퍼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Digital ID : pr000166). [그림 10(下)]는 통영 지방에
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승전무 중 원무다[47]. 

사진의 하단에는 “전라감영의 감사 집무실에서 춤을 
추는 기생으로 나의 교화를 빌며 북춤을 추는 모
습”(Kisaing dancing girls of the Governors 
House at Chung Ju-Choula Province, taken as 
they were about to execute a drum dance for 
my edification)”고 적혀 있다. 또 사진의 제목은 “남
한, 통영 북춤을 추는 무용수(승리 춤)”(South Korea, 
dancers performing tongyong drum 
dance(victory dance))이다. 

포크는 ‘통영 북춤’이라고 기록하였으며, ‘승리의 춤’
이라고 설명을 더한 점을 보아 포크는 북춤을 보고 사
진을 찍었을 때 통영에서 유명한 승전무를 알고 있었으
며, 후에 인화하여 사진 제목으로 표기한 것이다. 

또 포크는 관기(官妓)를 두고 kisang(기생)과 
geisha(게이샤)로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이는 조선에 
들어오기 전인 1882년에는 일본에 정박해서 일본 문화
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눈에는 조선의 기
생과 일본의 게이샤는 같았으며[18][42], 둘은 여러 면
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했다[31].

2.3 연회 상차림 
포크가 기록해둔 전라감영의 연회상차림이다.

“문이 열리고 두 개의 상에 말 그대로 음식이 쌓여서 
들어왔다. 상은 2피트 높이에 지름이 30인치이고, 둥
글고 작은 접시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으며 가장 높
은 것은 적어도 1피트 위에 있었다. 각각 열 명이 먹
을 만큼의 음식이 쌓여 있었다. 큰 상 옆에는 작은 상
이 있었고, 그 위에는 냄비에 다진 고기와 채소가 놋
쇠 용광로 안에서 끓고 있어 김이 나고 있었다. 음식
은 전에 적어둔 것(아침상)과 비슷했다. 하지만 달콤한 
흰색, 갈색, 검은색, 노란색 사탕이 쌓여 있었다. 빨간
색의 톱니모양의 케이크가 엄청났다. 국수가 주 요리
였고 국화 모양을 한 모찌(mochi) 튀김은 꿀에 담겼
다. 술상도 제공되었다. 작은 기생(geisha)은 잔에 술
을 가득 채우고 무릎을 꿇은 채 나에게 올렸다. 그녀
는 긴 소리를 뽑았고 다른 세 명도 크게 합창하며 소
리를 냈다. 그 소리는 커졌다가 서서히 작아졌다. 권주

가였다” 

이 내용에서 보면 상은 원반(圓盤)이다. 원반 옆에 곁
상이 있어 식사자리에서 끓일 수 있는 신선로다. 열구
자탕을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아침상과 다른 점은 다양
한 색의 사탕 더미다. 의식이나 잔치에 쓰는 음식을 높
이 쌓아 올려서 차린 상차림으로 ‘고배상(高排床)’이다. 
포크는 고배상을 전라감영에서 처음 본 것은 아니다. 1
차 여행지였던 개성(송도)에서 부상(負商)으로부터 대접
받았을 때 익히 봤었다. 심지어 영광스럽게도 부상들이 
차린 각양각색의 음식이 쌓여 있는 커다란 탁자의 중앙 
좌석을 포크에게 내주었다[19]. 

로웰(P. Lowell, 1855-1916)도 연회의 고배상에 대
해 기록하였다. 연회에 참석한 여덟 명이 모두 사각형 
상 주위에 앉았으며, 상에는 고기, 생선, 과일과 채소 등
의 음식이 적게 담긴 것 없이 각을 맞춰서 그릇에 쌓여 
있었다. 고기를 작게 썰어서 올렸고, 생선은 얇게 저몄
으며, 가루를 씌워 만든 전도 있었다. 상 한 가운데는 
가장 화려한 음식이 놓였는데 마치 뛰어난 예술 작품과
도 같은 원기둥으로 높이 쌓아 올렸다. 고기뿐 아니라 
사과, 배, 곶감, 호도도 모양을 잘 살려서 담아 흡사 우
아하게 핀 꽃을 연상케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음식
은 조선의 진미 중 하나로 심지어 외국인의 입맛에도 
맞았다고 한다[48]. 모두 고배상에 올라간 음식 설명이
다. 

이와 같이 화려한 고배상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 
수 있는 차림이 아니다. 전라감사 김성근은 다른 관아
의 수령들과 연통하여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민영익의 
후원으로 여행을 다니는 포크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포크가 전라감영에 도착할 날짜를 미리 알고 이전부터 
음식을 준비한 것이다. 

이하곤의 <남유록>에서는 고임 음식은 공사(公私)의 
잔치에 쓰는데, 오직 전주사람들이 이것을 잘 만들었다
고 한다[44].

우리 음식이 전통적인 상차림의 형식을 체계적으로 
갖춘 때는 조선시대다. 먼저 궁중에서의 연회식은 고려
시대 중국과의 교류 영향으로 체계를 이루기 시작하였
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정중하고도 복잡한 절차와 
좋은 기명과 상에 다양한 음식을 차렸다. 연회음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높이 고이는 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12584

임상의 형식이 정착되었다[49]. 
또 하나의 특징은 기생이 술을 따라 주면서 권주가를 

부른 기록이다. 기생이 들어와 노래를 시작하는 것은 
본격적인 연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48].

 

그림 11. 일러스트로 그린 전라감영의 연회 모습 

포크는 전라감영에서의 연회는 중국에서 본 어떤 것
보다 더 웅장한 모습이라고 하였으며, 이 세상 어떤 장
소보다도 인상적이며 감영을 ‘작은 왕국’이라고 하였다. 
환상적인 날이며 마지막에는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전라감영에서 포크를 위해 베푼 연회 
음식의 호사로움, 기생들의 화려한 춤과 함께 연회의 
규모를 가늠하게 만든다. 

[그림 11]는 이와 같은 연회의 모습과 북춤을 추는 
모습을 담아 그린 일러스트다(안재선 그림).

3. 선물 문화 
포크는 전라감영에 도착하여 선물을 주고, 받는다. 
전주에 도착한 날 밤에 비장(裨將)이 술 한 병과 좋은 

감 한 바구니를 보내주었다. 비장은 경기도(광주)로부
터 가지고온 편지를 전달해준 보답으로 포크에게 선물
을 준 것이다. 

다음날에는 포크가 감사에게 담배(cigar) 세 개를 선
물하자 몹시 신기해한다. 이날 연회가 끝나고 감사와 
육방들은 포크에게 작별인사를 한다. 이어 전라감사 김
성근은 포크에게 선물을 한다. 인삼, 두 종류의 부채, 
빗, 병풍 등이다. 더불어 감사는 포크의 안전한 여행을 
돕기 위한 몇 통의 편지를 써주었으며, 감사 김성근도 

쌍안경과 농사지을 씨앗을 원했다. 포크는 감사와 선물
을 주고받는 시간이 따뜻했다고 한다. 

묄렌도르프(Möllendorff, 1848-1901)는 조선의 왕
이나 고위 관리들은 선물 주고받기를 경쟁하듯이 달력, 
담뱃대, 의복, 과일 등을 주었다고 하며[50], 알렌은 서
로 음식을 선물하는 것은 조선의 오래된 풍습이라고 하
였다[18].

포크가 조선에서 사업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시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인삼이었
다[19][51]. 포크는 이미 9월에 개성을 다녀왔다. 조선 
인삼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두 차례 작성하여 본국에 
보냈으며, 이 보고서에는 조선 인삼의 종류와 효능, 제
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다[19][23]. 포
크는 감사에게 선물을 받기 전부터 조선 인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 

영국의 여행 작가, 비숍(I.B. Bishop, 1831-1904)은 
1894년에 조선에 들어와 여행하며 기록을 남겼다. 이
중 인삼은 조선의 수출품 중에서 가장 값나가는 품목이
며 막대한 세입원의 하나라고 하였다. 또 인삼을 글자 
그대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다[31].

이와 같은 인삼은 조선시대 각 지역의 지리, 풍속, 인
물 등을 자세히 기록한 대표적인 지리지 <세종실록지리
지(世宗實錄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
地勝覽)>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전라도 지역의 약재 인
삼은 전주부를 비롯하여 태인현, 고산현, 해진군, 영암
군, 강진현, 남원도호부, 임실현, 장수현, 무주현, 순천
도호부, 동복현 등에서 재배되었다. 또 <신증동국여지
승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라도의 진산군, 무주현, 
운봉현, 장수현의 토산품이 바로 인삼이다[15].

조선시대 전주에 설치된 전라감영에는 다른 감영에
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한지를 만드는 지
소(紙所), 책을 인쇄하던 인출방(印出房), 진상용으로 질 
좋은 부채를 만드는 선자청(扇子廳)이다. 책이나 부채는 
지소에서 만든 좋은 종이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 특히 
선자청에서는 진상용 부채를 만들었다[52]. 

또 전주 부채에 대한 기록은 최초의 종합 전주지리지
라는 평이 따르는 <완산지(完山誌)>(규장각 도서번호 
12271)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진공(進貢) 물품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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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때 백첩선(白貼扇) 23자루, 칠첩선(七貼扇) 10자루, 
백유별선(白油別扇) 142자루, 칠유별선(七油別扇) 204
자루 등의 다양한 부채를 올렸다. 전주에서는 부채를 
만들기 위한 한지 역시 상품(上品)으로 만드는 것으로 
명성이 나 있었고[53], 비숍은 전라도에서 생산된 질 좋
은 종이가 노상의 품위를 올려준다고 하였다[31].

따라서 전주에서 부채는 토산품으로 왕실에 진공하
는 귀한 물품으로 가치 있는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길모어도 부채를 두고, 조선에서는 다양한 크기, 모
양, 재질의 부채가 제작되며, 이 부채는 왕에게 공물로 
바쳐진다고 하였다. 또 합죽선을 두고 한쪽에만 종이가 
발라져 있지만, 일본에서 생산되는 부채보다 훨씬 강하
다고 하였다. 하나의 부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윤기 나게 다듬고, 엄청난 시간과 기술을 들여 화려하
게 장식을 하였다[42]. 외국인의 눈에도 조선의 부채는 
쉽게 만들 수 없으며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물품이 아
니라는 점이다.

표 2. 포크의 일기에 기록된 상황별 선물의 종류
일시 수여자 수혜자 상황 포크의 기록 선물 종류

1 1884년 
11월 
10일

비장 포크 편지 전달
의 보답

a present of a 
bottle of wine 
and a basket 
of fine kaam. 

술 한 병, 좋은 
감 한 바구니 

2 포크 감사 첫 만남 three tin foil 
cigars. 시가 세 개 

3

11월 
11일

감사 포크 헤어질 때

six presents: 
ginseng, fans 
two kinds, 
c o m b s , 
screens. 

6가지 선물 : 인
삼, 두 종류의 부
채, 빗, 병풍 등 

4 포크 감사 헤어질 때
opera glasses 
and seeds for 
farming.

쌍안경과 씨앗 

5 감사 포크 헤어질 때 5,000 pun 5,000푼을 받고 
영수증을 써줌 

6 감사 포크 헤어질 때

He has written 
several letters 
to aid me to 
Naju.

나주까지의 여행
을 돕는 몇 통의 
편지 

감사 수일, 묵 헤어질 때

Presents of 
value were 
went Suil and 
Muk-

(가치 있는 선물)

전라감사 김성근이 부채 외의 다양한 선물을 포크에
게 준 것은 모두 출세욕에서 비롯하였으며, 5,000푼을 
건네고 포크에게 서울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말을 마지

막으로 건넨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따르면 김
성근은 이듬해인 1885년 2월 12일에 이조참판(종2품)
이 되어 한양으로 올라간다[15]. 이는 모두 포크에게 접
대하고 엽관(獵官)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당시 외국인의 시선에도 조선인들은 높은 벼슬을 얻
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있으며, 삶의 가치 기준
은 오직 관직에 올라 호령하는 것으로 어떤 것과도 비
교될 수 없다. 기회만 생기면 서로 관직을 얻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하며 고위 관직만이 평안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18]. 또 캐번디시는 조선인의 야망인 관직을 획
득하기 위해서는 약삭빠르게 상관을 찾아다니며 아첨
하는 것이 좋은 직책을 얻을 기회가 많아진다고 했다
[41].

Ⅳ. 포크 연구의 오류에 대한 지적과 보완 

포크는 1884년 5월 31일에 해군무관의 직위로 제물
포를 통해 조선에 들어와 1887년 6월 18일 해군무관
에서 해제되어 미국군함 메리온(Marion)호에 귀대하도
록 명을 받고 떠났다[13]. 그동안 그가 남긴 기록들의 
연구는 역사학자들에 의해 외교적인 측면에서 주로 연
구되어 왔다. 

포크 인물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2009년에 포크가 
소장하고 있던 1861년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가 지금
은 위스콘신대학교 워키캠퍼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8], 2014년에는 포크가 찍은 서울 남산의 
사진 한 장을 미국 대학 도서관에서 찾았다는 기사[54], 
그리고 올해는 포크의 일기에서 음식문화가 소개되면
서 점점 포크가 기록한 문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3]. 

최근 포크와 관련된 내용은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졌
다. 또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음식문화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오류가 쌓이다보면 하나의 사실적 정보가 
되어 훗날에는 역사가 된다. 

따라서 기사와 제2회 한식의 인문학에서 발표된 박채
린의 ‘죠지포크가 경험한 19세기 조선의 음식문화’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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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 연구의 오류 
최근 포크의 기록에서도 1884년에 한반도를 여행한 

일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큰 관
심은 바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삼남지방을 여행하
며 각 관아의 수령으로부터 대접받은 많은 음식을 비교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간 음식문화 연구가 구한말 외
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식의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
문이기도 하다. 

포크가 전라감영에서 대접받은 밥상을 ‘한정식’이라
고 표현한 기사에서부터 폭넓게 삼남지방 각 관아에서 
포크를 위해 접대한 음식문화를 비교 분석한 연구까지 
있었다[3][12]. 매우 귀중한 연구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
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류가 많다. 또 당
시의 역사적 사실이나 시대상과는 맞지 않게 해석하여 
결론을 지은 내용도 있다. 따라서 연구의 주제에 해당
하는 전라감영 부분을 검토하여 오류를 지적하며 바르
게 보완하고자 한다. 먼저 포크가 11월 11일 아침에 대
접받은 아침상부터다. 

포크는 전라감영에서 대접받은 상차림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필기체의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를 섞어서 설
명을 덧붙였다. 또 술상에 술병와 술잔을 그리고 옆에 

이라고 기술하였다. 이는 독일어에서 포도주를 의
미하는 wein도 아니다. 이건 엄연한 오자(誤字)다. 이유
는 포크가 쓴 다른 날짜의 일기에서 wine을 찾은 결과, 
알파벳의 순서가 wine로 맞았기 때문이다. 포크는 
wnie이라고 썼지만, wine으로 보고자 한다. 이처럼 알
파벳의 순서가 틀린 경우도 있고, 필기체로 인해 다소 
알아보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박은 첫째, 를 
‘boiled thick chicken’으로 옮기고 닭백숙으로 설명
하였으나, 이는 ‘broiled thick chicken’으로 도톰하게 
썰어서 구운 닭고기다. 

둘째, 를 ‘3 Salt [bean 또는 
peas] fish’로 옮겨 ‘된장이나 고추장에 박은 자반생선’
으로 보았다. 그러나 ‘3 Salt bean pork’로 생선요리가 
아니라 돼지고기 요리다. 된장으로 양념한 돼지고기 세 
조각을 의미하며 맥적구이(貊炙)다. 맥적구이는 돼지고
기를 된장 양념에 재운 뒤 구워 만든 전통 요리다. 

셋째, 는 ‘Radish 

kimchi & red pepper’로 무로 만든 깍두기다. 그러나 
깍두기(알타리무 김치)로 보는 것은 엄연한 오류다. 알
타리무는 원래 북지 작은무 계통으로 우리나라에서 어
느 시기부터 재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서울 봄무는 
서울과 경기지방에서만 재배되어온 재래종으로 극조생
무로 선발 및 고정이 되어 봄, 가을 재배 및 열무용으로 
이용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
다[55]. 전주에서도 알타리무는 1960년대 이후부터 시
장에서 볼 수 있었다[56]. 

넷째, 를 ‘생선회-짜고 차가
운’으로 설명하며, ‘어육류-회’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는 짠맛이 있는 날 생선으로 ‘젓갈’로 보는 것이 맞다. 
누구라도 생선회를 먹고 짜다고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
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박은 포크가 전라감영에서 9시에 먹은 음
식은 전식(前食), 10시에 먹은 밥을 두고 본식(本食)이
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포크가 다른 지역(충청 감영, 나
주목)에서 ‘Preliminary pap’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전라감영에서 먹은 밥까지도 전식, 본식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전라감영에서의 식사에서는 ‘Preliminary pap’
이라는 언급이 없다. 다만 시간으로 ‘at 9:00, at 
10:00’이라고 기록하였음에도 시간상 앞에 있는 식사
를 전식, 뒤는 본식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식과 
본식이 1시간이라는 간격을 두었다는 것은 무리가 있
는 해석이다. 또 전식이라고 말한 음식은 토종꿀, 밤, 감
으로 세 종류다. 이처럼 간단한 음식을 독상에서 혼자
서 1시간동안 먹었다는 것은 과도하여 전식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전식-본식-후식의 개념은 서양식의 코스요리에서 가
능한 일이며, 이것 또한 여러 명이 함께 대화를 나누며 
즐기며 식사를 할 때나 가능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세계김치연구소의 보도 자료와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한식 상차림에도 애피타이저가 있
었다’라고 하지만[11][57], 상을 받아본 포크는 
‘appetizer’라고 기록하지 않았다. 더욱 포크가 
appetizer라는 단어를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포크가 다른 관아에서 ‘Preliminary pap’이라
고 표현한 것은 그 관아에 도착해서 또는 하루가 시작
했을 때 사용했는데 preliminary의 유의어인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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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beginning 등의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 
외국인의 시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리는 것 없이 

지칠 줄 모르는 왕성한 식욕으로 많이 먹고, 자주 먹는 
엄청난 대식가였다. 평상시 조선 사람은 일본인의 2배
를 먹으며,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며 
잔치의 평가는 음식의 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에 있
기 때문이다[23][31][42][58][59]. 

이와 같이 결론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여러 문헌
에서도 찾을 수 있다. 먼저 전라감영 관찰사를 지낸 유
희춘(柳希春, 1513-1577)의 <미암일기>를 보면 ‘조반
은 제하고 아침밥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조
반(早飯)과 조반(朝飯)이 다름을 확실히 보여주는 자료
다[15]. 

또 조선 영조 때의 학자 이익(李瀷,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도 찾을 수 있다[15]. 부귀하
거나 귀한 집에서는 혹 하루에도 일곱 차례를 먹으므로 
술과 고기가 넉넉하고, 진수성찬의 색다른 찬이 높이 
쌓여서 그 하루의 소비로도 일백 사람을 먹일 수 있다
(富貴之家或一日七食 酒肉淋漓珎異相髙其 一日之費可食
百人)고 하였으며, 적게 먹기를 강조하며 부귀한 이를 
두고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이익이 지적한 부유
한 집과 귀한 집은 돈이 많은 집이거나 중앙의 왕족이
나 지방의 사대부 집안을 의미한다. 

하루에 식사를 여러 번 한 것은 포크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북부지방을 여행할 
때 개성(송도)에서 비장과 중군이 쉴 새 없이 숙소로 들
어와서 그때마다 잘 먹었는지를 묻고, 특히 밥(pap)이 
매번 끊임없이 들어왔고, 먹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
어서 먹고 나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또 
송도에서 소풍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 다섯 번째 밥이 
들어와서(the fifth ‘pap’ came in-) 먹고 배가 불러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포크는 ‘a 
big pap(meal)’로 인해 피곤해 하며 힘들었음을 가족
들에게 편지로 하소연을 했다[19]. 

육영공원(育英公院)의 교사로 초빙되어 1886년부터 
1889년까지 신식 교육을 시켰던 길모어가 쓴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길모어는 첫째 날에는 여섯 번의 식사가 
둘째 날에는 일곱 번의 식사가 나왔다고 한다[42]. 이처
럼 식사의 횟수는 많았다. 

우리나라의 문헌, 서양인이 기록한 문헌 모두에서 조
선시대 사대부들의 식사 횟수가 하루에 다섯 번에서 무
려 일곱 번까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크가 11월 11일에 전라감영에서 대접받은 식사도 
아침 9시, 10시, 연회상 그리고 저녁밥까지 기록된 것
만도 네 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조선에 들어온 외국인을 대
인(大人)으로 여겨 접대한 것이고, 가난한 서민들은 하
루에 두 끼의 식사를 하였다[18][31].

2. 연회 장소의 오류 
포크가 삼남지방을 여행하며 기록한 일기와 관련되

어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 가장 큰 오류는 연회의 장소
다. 

먼저, 박은 연회의 장소를 전주 객사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전라감사 김성근이 포크를 위해 연회를 베푼 장
소는 객사가 아니라 전라감영 내에 있는 선화당이다. 
연회 장소가 객사가 아니고, 선화당인 근거도 포크의 
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포크는 숙소인 객사에서 나와 왼쪽으로 걸었다. 그리
고 성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남문으로 바로 통하는 길
을 만났고, 세 개의 문을 통해 연회의 장소인 선화당에 
도착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1대문과 제2대문이 직
각으로 위치해 있다고 한 점이다. 

[그림 12](全州地圖, 규장각한국학연구원/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보물 제1586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대문인 포정루와 제2대문인 중삼문은 직각이다. 

박의 결과대로 연회 장소인 객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도 역시나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림 12]과 같
이 이 세 개의 문(외삼문, 중삼문, 내삼문)은 직각으로 
위치해있지 않고 모두 일직선상에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다. 따라서 박의 연구 결과에서 연회 장소를 객사로 
추정한 것은 틀린 연구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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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포크가 연회를 하기 위해 객사에서 선화당으로 
이동한 경로 

객사는 조선 초기에 세워져 전주를 찾아온 관리나 사
신의 숙소로 사용되던 곳이다. 물론 전라감사를 지낸 
유희춘의 <미암일기>에 의하면 객사 동북쪽에 있는 매
월당(매월루)에서 1571년 5월 11일에 연회를 했다는 
기록은 있다[15]. 그러나 이는 16세기의 기록이며, 이
후의 기록과 객사가 그려진 그림에서는 진남루, 청연당, 
매월당(매월루)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60-62]. 

특히 1840년, 1870년대에 그려진 병풍 그림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전에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63].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근거로 연회
의 장소는 객사가 아니라 선화당이며, 이를 바로 잡고
자 한다.

3. 연회 시간의 오류 
11월 11일, 포크는 10시에 아침밥을 먹고, 11시에는 

촬영을 하고자 돌아다니다가 큰 길로 접어들어 포정루
를 통해 전라감영 선화당에 들어가게 된다. 감사와 이
야기를 나누고 연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포크는 연회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두지 않았다. 다만 연회를 마치
고 숙소로 돌아와 낮잠을 조금 자고(napped awhile) 
일어나서 어둠 속에서 사진 홀더를 다시 채웠다. 그리
고 저녁밥을 먹었다. 따라서 연회는 12시 가량의 낮부
터 시작하여 16시경에는 끝났을 것으로 추정한다. 

11월에는 일몰의 시간이 17시경인 것을 감안한다면, 
포크는 어두워지지 않은 시간으로 최소 16시 경에는 
연회를 마치고 숙소인 객사로 돌아와 낮잠을 자고 일어
나, 17시 이후에 어둠 속에서 사진을 정리했다. 그리고 
저녁밥은 18-19시 사이에 먹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전라감영에서 포크를 위한 연회는 낮 12시부
터 4시경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치러졌다. 

1883년 12월에 고종의 초청으로 조선에 들어온 천
문학자 로웰은 약 10년간 일본과 조선에서 생활하며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펴냈는데 이 자료에서도 연회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연회의 장소다. 경기감영에서 로웰을 위해 연회
를 베풀었는데, 연회는 감영의 한쪽 작은 방에서 손님
과 주인(감사)까지 모두 들어가 방이 비좁을 정도였으
며 문 앞에는 시종들로 붐볐다고 했다. 방에는 먼저 식
사가 준비돼 있었고 들어가자 곧 차가 들어왔고, 방에 
앉아 술을 마시며 맛을 음미하고 있는데, 방 건너서 연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또 연회의 시간은 조선에서의 외무아문 관리들을 위
한 만찬은 밤이 아니라 낮에 치러졌다고 했다. 또 잔치
의 흥에 젖은 짧은 오후가 지나가면 연회의 파장을 의
미하기 위해 등불을 하나씩 켰다고 한다[48]. 

포크 역시 전라감영에서 연회를 베풀어줬으며, 연회 
장소는 감영의 선화당이다. 또 연회의 시간은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밤이 아니라, 12시에서 
16시경으로 추정한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포크가 1884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라감영에 머물며 기록한 일기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
과다. 

135년 전인 1884년에 서양인의 눈으로 바라본 전라
감영의 아침상, 연회문화, 연회 상차림, 선물문화 등을 
알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11월 11일 아침상은 전라감
사가 민영익의 후원으로 여행을 하는 포크를 위해 특별
히 차려준 상으로 접대상이다. 포크는 이를 그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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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명을 더했다. 
[표 3]은 포크가 전라감영에서 머문 2박 3일의 기간 

동안 기록한 음식을 상황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3. 전라감영에서 접대 받은 상황별 음식의 종류 
일시 장소 상황 포크의 기록 음식

1 10일 객사 숙소에 
도착

A bounteous spread 
appeared- -

2 10일 - 감사와 
첫 만남

a spread of sweet 
potatoes, chestnuts, 
persimmons, sliced 
beef, vermicelli, &c 

고구마, 밤, 감, 얇게 
썬 쇠고기, 국수 등

3 10일 객사 저녁밥 The evening pap was 
tremendous- 엄청난 저녁밥 

4 10일 객사 술상
The Kamsa sent me 
a spread wine and 
food 

술, 안주

5 11일 
9:00 객사 초조반과 

같은 격임 

sage honey, 
c h e s t n u t s , 
persimmons 

토종꿀, 밤, 감 

6
11일 
10:0
0

객사 아침밥 

소고기뭇국, 닭구이, 
맥적구이, 쇠고기 편
육, 김치, 깍두기, 육
전, 콩나물무침, 조개
젓과 굴젓, 오리탕, 
꿩탕, 불고기, 수란, 
생선젓갈, 간장, 초간
장

7 11일 선화당  연회 

a brass furnace pot, 
sweetmeat, notched 
cakes, Vermicelli,
mochi, A wine stool

신선로, 각색 사탕, 
떡, 국수, 약과, 술

8 11일 객사 저녁밥 Then pap came in- 밥 

첫 번째는 1884년 11월 10일 오후 12시 10분에 전
주 남문에 도착한 이후다. 그리고 감영의 감사를 만나
러 가기 직전에 음식이 나온다. 정확한 시간과 음식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으나, 풍성한 진수성찬이다. 

두 번째는 감사와 첫 만남에서의 면상이다. 이때도 
정확한 시간 기록은 없다. 다만 감사가 포크를 위해 내
놓은 음식은 고구마, 밤, 감, 얇게 썬 쇠고기, 국수 등이
다. 

세 번째는 저녁에 제공된 엄청난 밥이다. 포크는 다
른 관아의 수령들이 그러했듯이 전라감사도 민영익에
게 자신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걸 눈치 
챈다. 각 관아에서 베푼 접대로 인해 미국인 포크도 접
대문화를 이해한 것 같다. 

네 번째는 감사가 보내준 주안상이다. 그러나 포크가 
잠든 이후에 보내주어 포크는 다음 날에야 알게 되었
다. 

다섯 번째는 11월 11일 아침 9시에 토종꿀, 밤, 감이
다. 포크는 breakfast라고 표현하였다. 

여섯 번째는 10시에 전라감사가 특별히 보내준 아침
상이다. 포크는 이를 두고 가슴까지 차오른 엄청난 밥
이라고 표현하였다. 밥상 위의 음식을 그림으로 그리고 
번호를 매겨 설명을 더했다. 

일곱 번째로 연회상이다. 포크가 기록한 연회 음식으
로는 신선로, 각색 사탕, 떡, 국수, 약과, 술이다. 

여덟 번째는 연회를 마치고, 감사와 작별인사를 한 
후에 숙소에 가서 쉬고 나니 밥이 들어왔다. 저녁밥이
다. 시간은 기술되지 않았다. 다만 어두워진 저녁 시간
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포크는 전주부에 머문 2박 3일 동안 감사, 
비장으로부터 객사와 선화당에서 연회상, 주안상, 면상
을 비롯하여 여덟 번의 음식을 접대 받았다. 

포크는 대접 받은 음식을 보고 ‘spread’라는 표현을 
세 번 사용하였다. 숙소인 객사에 도착하자마자 나온 
음식과 감사와의 첫 만남에서 나온 면상, 그리고 주안
상을 두고 한 말이다. 포크의 눈에는 진수성찬이었기 
때문이다. 또 11월 10일 저녁밥과 11일 아침밥을 두고
는 엄청난, 거대한, 어마어마하다는 의미의 
‘tremendous’라고 하였다. 연회 음식은 음식이 쌓여있
고(pile), 엄청나다(immense)고 했다. 외국인의 시선
으로 본 전라감영의 접대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음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장이 가져온 선물까
지 포함해서 많이 제공된 순서로 정리하면 술(wine)이 
4번, 감(Persimmons 2번, Kaam 1번)이 3번, 밥(pap 
2번, rice 1번)이 3번이다. 

제일 많이 제공된 술은 11월 10일 밤에 비장이 선물
로 가지고 왔으며, 감사는 11월 10일 저녁(주안상), 11
월 11일 아침 10시, 그리고 연회 때 제공되었다. 감사
가 대접한 밥은 11월 10일 저녁, 11월 11일 10시 아침
밥, 그리고 저녁밥이다. 

이중에서도 감이 특색 있는데 계절적으로 가장 풍부
한 과일이라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조선의 감은 맛있는 과실이었다는 점이다. 알렌
은 조선 감은 붉은 토마토와 비슷하며 저장만 잘한다면 
무화과만큼이나 맛이 좋다고 하였다[18]. 길모어 역시 
조선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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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 없이 감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감은 식탁에 자주 
오르더라도 싫증을 내는 사람이 없고, 먹을 때는 꼭지
를 따고 숟가락으로 과육을 떠서 먹는다고 했다. 심지
어 차게 두고서 따뜻한 날에 먹으며 갈증을 해소시켜 
줄 정도로 좋다고 했다[42]. 묄렌도르프는 조선의 감으
로 만드는 곶감은 일본의 가키(かき)에 해당하는 것으
로 매우 훌륭한 과실로 평가하였다[50].

포크는 전라감영에서의 연회는 중국에서 본 어떠한 
것보다도 웅장했다고 표현한 것을 보아 감사가 대인(大
人)으로 불리는 포크를 접대하기 위해 베푼 연회의 규
모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 헤어질 때 다양한 선물을 
주고받았다.

2. 제언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라도를 다스린 관찰사가 있었

던 전라감영을 방문한 미국인 죠지 클래이턴 포크의 일
기에 기초하여 전라감영의 음식문화, 연회문화, 선물문
화 등을 살펴본 결과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논하고, 이 가치가 인정받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첫째 연구 방법론에 
있다. 19세기 말 전라감영의 접대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서 음식학문을 바탕으로 역사, 무용, 외교 등의 학문간 
통섭으로 연구한 결과물이다. 

둘째, 음식문화가 기록된 고문헌이 전무한 전라도 전
주에서는 최초(最初)이자 최고(最古)의 문헌을 찾았다는 
점이다. 이는 맛의 고장이며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전
주에서는 매우 중요한 콘텐츠를 얻게 된 것이다. 

셋째, 그동안 조선시대 지방 8도에서 왕권 대행자로
서 백성을 다스린 감사가 있는 감영의 문화를 알 수 없
었으나, 포크의 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넷째, 이중 음식문화에서는 포크가 직접 전라감영의 
아침밥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번호를 매겨 각각의 음식
에 설명을 덧붙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주재료뿐 아니라 
부재료, 조리법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기존의 음식과 관련된 고문헌 연구는 조선시
대 문인들이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되어 왔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조선 말기에 온 해군무관이 영어로 기
록해둔 서양인이 본 조선의 문화이며, 전라감영의 문화

라는 점이다. 정보수집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고자 온 타
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신뢰성을 확보하
였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에서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다
[8][10]. 

고종은 1905년 9월 20일에 순방단 일원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 일행과 오찬을 
가졌다. 그날 오찬 메뉴판(食單)을 미국 뉴욕 공공도서
관에서 찾고, 이를 바탕으로 한식으로 된 대한제국 국
빈 연회상차림을 재현하였다. 음식은 17가지의 요리와 
3가지의 장류다. 모두 한식이다. 

메뉴판을 토대로 음식 재현, 특별 강연, 영상 촬영 그
리고 연회 음식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요리 수업까지 연
계하여 한 장에 불과한 식문화가 기록된 자료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역시 포크의 일기에서도 전라감영의 아침상차림, 면
상, 조반(早飯), 연회상과 연회문화, 선물문화 등 당시 
전라감영 접대문화를 알 수 있어 식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를 두고 전주시는 <전라감영의 관찰사 
밥상과 외국인 접대상>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4][7]. 또 전주비빔밥축제 기간에는 포크가 기록한 
음식을 모두 재현하여 전시하였다. 이는 모두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먼저, 1884년 전라감영을 방문한 외국인에
게 접대한 다양한 상차림의 모형 제작, 동영상 제작, 특
별 전시회 개최 등이다. 또 포크가 전주에 도착해서 2
박 3일간 머물고 떠날 때까지 경험한 상황을 일러스트
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일러스트는 책으로도 출판될 
수 있다. 포크와 전라감사의 첫 대면과 대화 내용, 포크
가 대접받은 아침 상차림, 포크를 위한 주안상차림, 기
생들이 춤을 추고 술을 따르는 연회문화, 전라감사와 
포크가 헤어질 때 주고받은 선물 등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참고한 포크의 일기는 외국
인의 일기다. 또한 135년 전의 일이며, 당시 포크는 28
살에 불과했다. 포크가 정보수집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일기지만 당시의 접대문화를 정확
하게 대변해 준다고 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포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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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에 대한 연구는 더욱 더 시대적, 인종적 차원에서
의 다양한 문화적 해석이 특별히 요구된다. 

따라서 1884년에 전주를 다녀간 미국인의 기록을 구
한말에 조선을 다녀간 많은 외국인의 기록과 비교분석
하며 연구하였으나, 보이지 않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연
구자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시대와 인종적 간극을 좁혀가는 
방법이 강구되고 역사, 정치, 외교, 무용, 음식 등 학제
간 연구로 더 깊고 다양한 연구의 결과가 발표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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