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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선말기인 1900년대 초기에 서양인들에게 한국의 음

식문화는 호기심과 충격의 대상이었다. 한국의 식생활은 

1900년대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쳐 많은 변화를 갖게 되

는데, 특히 서양인들이 쓴 한국에 대한 기록을 통해 당시 

한국의 음식문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논문

에서는 1900년대 초에 한국을 찾은 서양인들이 본 한국

인의 식생활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낮선 시선에서 관

찰된 객관적인 관점으로의 당시 한국 사회와 식생활을 

관찰해보고자 한다. 

Ⅱ. 서양인이 본 한국인의 식생활

  1900년도 초에는 많은 서양인들이 이 땅에 들어왔고, 

이들은 우리 식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한국을 비교적 윤택하게 보았는데, 기름진 언덕과 계곡

마다 오곡이 풍성히 무르익은 내륙의 모습에 매혹되었

다. 조선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며 강우량도 풍족하고 

토양은 비옥했으며, 언덕과 계곡에는 석단, 철, 구리, 납, 

금과 같은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었다. 해안선은 풍부

한 어류자원의 보고였으며, 이곳을 따라 건장하면서도 

너그러운 종족이 살며, 특이점으로는 거지가 없었다. 조

선의 기후는 7-8월에는 장마철이라고 하는 특이한 계절

이 있고 이 장마철은 조선의 역사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1] 

  서양인들의 기록을 통해 나타난 당시 한국의 식생활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곡류

한국의 주식은 쌀이었고, 조선 쌀의 품질이 좋아 일본과 

중국의 쌀보다 으뜸으로 쳤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장, 

귀리, 밀, 조, 수수, 옥수수, 호밀, 녹두, 밀, 참깨, 메밀, 

아마, 편두, 깨 등이 농사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밥으로

는 쌀밥, 보리밥, 조밥, 콩밥을 많이 먹었고, 죽, 떡, 만

두, 국수를 만들어먹었음을 알 수 있다. 콩으로는 두부와 

묵, 간장, 고추장, 콩자반, 콩나물, 녹두전병 등을 만들었

다.[1]

2) 채소

  당시 재배되는 채소로는 무, 배추가 주가 되고 다음으

로 미나리를 많이 먹었으며, 참외, 오이, 버섯, 감자, 고

구마, 당근, 양파, 씀바귀, 시금치 등 다양한 채소가 있었

고, 당시 여러 가지 채소를 밥과 함께 비벼먹는 비빔밥을 

많이 먹었음을 알 수 있다.  

3) 김치

  김치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양식이었다. 김치가 

없으면 식사준비가 다 되었다고 할 수 없었으며, 무, 배

추, 고추 등 날 채소로 김치를 만들어, 한국에는 세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청정한 나라로 보았다. 한국에서는 가

을철이후 대량의 김치를 담그는 김장모습을 언급하고 있다.  

4) 육류

  조선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꿩, 닭, 오리, 거위, 계

란 등을 먹었다. 그러나 소고기의 경우 비싸서 부유층만 

먹을 수 있었고, 미국의 인디언들이 개고기를 먹었던 것

처럼 한국인도 개고기를 즐겨 먹었으나 음력 정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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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조선말기는 아시아를 향해 서양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기로 당시 외교관, 선교사,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서양인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들은 한국의 식생활이 호기심과 충격의 대상이었기에 기록을 남겼으며, 한국이 윤택하고, 오곡이 풍성한 매

력적인 국가로 보았다. 조선말기인 190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서양인들의 기록을 통해 한국인의 식생활과 한국의 모습을 객관적

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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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금기로 인해 먹지 않으며, 개처럼 천한 신분들만 

먹었음을 알 수 있다.[2]

5) 어류(해산물)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명태, 상어, 낙지, 고래, 

조개, 굴, 새우, 오징어, 해삼, 청어, 넙치류 등 다양한 생

선과 미역이 풍부했고 명태가 가장 쌌음을 알 수 있다.[3]

6) 과일

  한국에는 감, 살구, 복숭아, 오얏, 대추, 석류, 돌능금, 

배, 포도 등의 과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감은 세

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과일이다. 

7) 약초

  한국은 예로부터 인삼의 고장이며, 산삼, 홍삼, 감초, 

피마자 등의 다양한 약초가 재배된다. 인삼의 상당한 물

량이 상하이와 텐진으로 수출됨을 말하고 있다.

8) 죽, 과자, 떡, 국수

  한국에서는 곡물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죽과 떡, 국수, 

밀과자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4]

9) 술

  한국인들이 독주를 좋아하며, 과거 한국 술은 탁하고 

기름이 뜨고 유정이 남아있으나, 근대에 문화가 개방되

고 유럽의 술들이 수입되자, 조선사람들의 술맛이 바뀌

었음을 말하고 있다. 

10) 조미료

  한국인은 붉은 고추를 즐겼고, 요리하면서 간을 맞추

는데 고추가 쓰였고, 설탕은 없었으나 천연 메밀 꿀로 조

리했고, 겨자, 식초, 간장, 고추장 등 조미료가 풍부했음

을 말하고 있다.

11) 음료수, 차, 숭늉

  한국에선 차가 특별히 없고, 꿀과 곡식에서 취한 감미

료가 있을 뿐이며, 토속 음료수로는 숭늉과 술이 있었고, 

특히 숭늉은 한국인들에게 식후에 반드시 마셨던 음료수

였음을 알 수 있다.

12) 특산물

  한국의 특산물로는 황해도의 암염, 배, 함경도의 청어, 

제물포의 쌀, 전라도의 곡물, 소고기, 동해안의 명태, 제

주도의 고로쇠나무, 감귤, 석류, 송도의 인삼이 유명했음

을 알 수 있다.

13) 식습관, 식문화

  한국인들은 식탐이 있다고 하며, 밥은 고봉으로 많이 

먹고, 식사는 기본적으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김치와 

간장, 다른 찬거리들이 있으며, 여기에 푸짐한 식사로는 

고깃국과 함께 날생선․말린 생선․튀긴 생선 중 한 가지가 

오르고, 식후엔 꼭 숭늉을 마셨다. 한국에는 장독대가 있

어서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등을 담겨먹었다. 한국

인 특유의 냄새로 옻냄새와 김치 양념냄새가 많이 났음

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림버거 치즈로 비유한 점으로 보

아 한국냄새를 꼬랑내, 발 냄새로 비유했음을 알 수 있

다.[5]

Ⅲ. 결론

  조선말기 서양인이 본 한국은 오곡이 풍요로운 경이로

운 나라로 보았고, 때론 매력적이기도 했으나, 냄새나는 

나라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서양인이 본 한국인의 식

생활을 조사 연구했으나, 향후 한국인의 기록에 의한 당

시 한국의 식생활을 조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

에서 1900년대 초의 서양인이 본 한국인의 식생활을 개

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이 연구를 토대로 이 시대에 

대한 심도 있는 식생활 연구와 1900년대 이전과 이후의 

추가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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