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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Exotic Self and Exotic Other: Images of East Asians in 19th-century
Export Paintings and Early 20th-century Photo Postcards
This paper will compare the images of East Asians depicted in 19th-century export
paintings and early 20th-century photo postcard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arly modern photo postcards of East Asia have largely been studied in connection
with the rise of Western and Japanese Imperialism in the region. Existing scholarship
has examined these postcards as a modern western invention that originated from
Germany in the 18th century, and highlighted their connection to modernity and
colonialism. In general, it has been argued that the photo postcards of colonial
subjects in East Asia as well as other parts of the world contributed to the generation
and

consumption

of

racial

stereotypes

that

justified

and

sustained

colonial

administration and worldview. Diverging from this popular approach, this paper will
explore these colonial postcards in relation to 19th-century export paintings which
were produced by East Asian artisans as souvenirs and collectibles for western
consumers. When examined in tandem, the representations of East Asians in export
paintings and photo postcards appear to share much similarities. Both cover similar
types of representations invoking Orientalist sentiments rooted in Sinophilia and
Japonisme. At the same time, however, nuanced differences can be noticed in their
representations of East Asians that stem from an intricate interplay between the exotic
self and the exotic other. Moreover, they demonstrate marked difference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akers, the represented and the consumers. On the
whole, this paper will investigate both export paintings and photo postcards in light of
the corporeal, imaginative, communicative, virtual mobility of objects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and

their

role

in

the

production

and

sustenance

of

cross-cultural and transnational social lives in the early modern age.
이국적인 자신과 이국적인 타자 : 19세기 수출화와 20세기 초 사진엽서에 나타난 동아시아
인들의 이미지
이 논문은 19세기 수출화와 20세기 초의 사진엽서에 묘사된 동아시아인들의 이미지를 비교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초기 근대 사진엽서 제작과 배포는 해당 지역에 출현한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되어 주로 연구되어 왔다.
기존의 학자들은 이 엽서를 18세기 독일에서 유래한 현대 서양의 발명품으로써 조사했고,
모더니즘과 식민주의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식민지를 주제로 한 사진엽서는 식민지 지배의 세계관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인종적 고정
관념의 생성과 소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장인들이 서양 소비자들을 위한 기념품과 수집품으로써 제
작한 19세기의 수출화와 관련된 식민지 엽서를 살펴볼 것이다. 수출화와 사진엽서에 나타난
동아시아인들의 모습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두 가지 모두 시노필
리아와 자포니즘에 뿌리를 둔 오리엔탈리스트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유사한 형태의 표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국적인 자신과 이국적인 타자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동아시아인들의 표현에서 어떤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그것들은 제
조자, 판매자, 소비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논문은 대체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대상들이 보이는 신체적인 측면, 상상력,
의사소통, 가상의 이동성과 근대 초기의 다중문화 및 초국가적 생활상을 담고 있는 수출화
와 사진엽서를 조사할 것이다.

David William KIM ㅣ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David W. Kim (PhD, Syd) is a Visiting Fellow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 Coral Bell School of Asia Pacific Affair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and teaching cover the subjects of Asian history (Japan, Korea, and China),
new religious movements, Asian Modernism, Colonial Studies, Diaspora Studies,
Gender, Gnosticism, History of Christianity, and Coptic Literature. His publications
include Colonial Transformation and Asian Religions in Modern History (2018),
Religious Encounters in Transcultural Society: Collision, Alteration, and Transmission
(Lexington, 2017), Religious Transformation in Modern Asia: A Transnational Movement
(Brill, 2015), and Intercultural Transmission in the Medieval Mediterranean (2012).
Images of War Refugees, Orphans and Women: Post-war Korea (1954-1960s) and
Australian Social Rehabilitation Campaign
The middle of the twentieth century was the time when the new nation of Korea
emerged and experienced political liberation (1945), independence (1948), and war
(1950-3). As the colonial government of Japan was transformed into the democratic
Republic, the citizens suffered and lost thei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The
Australian government (Robert Menzies, Australia’s longest-serving Prime Minister)
officially launched its foreign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n May, 1963. There was
no political cooperation until the 1960s. Then, were there any non-governmental
exchanges between the two nations during the post-Korean War period? If so, who
and where were they? What were their activities? How did they affect the social
image of Koreans? This paper not only explores the historical narratives of the
Australian NGO movement in South Korea that encouraged the initiation of Australia’s
diplomatic relationship, but also argues that the voluntary work, as a pre-diplomat
agent, provided social services to change the life of social weak people in the areas
of medicine, humanitarian aid, welfare, education, religious consultancy, community
development, and industrial training in the regions of Busan and Kyeongsang province
during the Korean reconstruction period (1954-1960s).
전쟁 피난민, 고아, 여성들의 이미지: 전후 한국(1954~1960년대)과 호주의 사회 재활 캠페
인
20세기 중반은 신생 국가로서의 한국이 출현해 정치적 해방(1945), 독립(1948), 전쟁
(1950~53)을 겪은 시대였다. 일본 식민정부가 민주 공화국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시민들은
고통을 겪었고 자신들의 가족 구성원들과 친척들을 잃었다. 호주 정부(호주의 최장기간 집
권 총리인 로버트 멘지스)는 1963년 5월에 공식적으로 남한과의 국교를 수립했다. 1960년
대까지는 어떠한 정치적 협력도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후 시대 동안에 두 나라 간의
어떤 비정부적 교류가 있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으며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
의 활동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한국인의 사회적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본고는,

호주의 외교 관계의 시작을 촉진한 남한에서의 호주 NGO 운동의 역사적 서사를 탐구할 뿐
만 아니라, 한국 재건 시기(1954-1960년대)의 부산과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던 의학, 인도
적 지원, 복지, 교육, 종교적 상담, 지역 개발, 직업 훈련 분야에서의 사회적 약자 계층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한 전-외교관 역할로서의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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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Family in the Process of Adjustment During the 1920s-1930s: Creat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uclear Family This study examines
the socioeconomic adjustment history of the Korean family in California from the
1920s to the 1930s. Since the early twentieth century, most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have resided overwhelmingly in California, the socioeconomic center of
the early Korean community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Korean immigrants to
California

consisted

of

a

new

Korean

population

that

formed

a

new

Korean

community. Their legal statu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was that of
“aliens ineligible for citizenship.” By using county archives, special collections, oral
histories, U.S. government documents, contemporary studies, and newspapers, this
study analyzes which factors influenc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amily in California during 1920s to the 1930s and how they strived to survive
and develop their socioeconomic status. Starting in 1910, Korean picture brides
started

to

migrate

to

the

United

States

until

1924.

Their

migration

provided

opportunities for the Korean community in California to transition from unmarried
single men to forming unique Korean nuclear families. This study presents the
adjustment pattern of exceptional Korean immigrant families who made significant
efforts to adjust to Californian society and improve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 Korean family is not linear. This study showed both the
structural change and Korean traditional values within the Korean family. The Korean
family structure was an independent nuclear family that differed from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pattern. Also despite cultural change, Korean
1930년대 미국에서의 한인 가족 적응사
1920-30년대 한인 가족의 적응 과정: 한국 핵가족의 구조와 특징 만들기. 이 연구는 1920
년대와 1930년대 캘리포니아 한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적응사를 검토한다. 20세기 초반 이
래 미국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한인 이민자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했
고, 캘리포니아는 미대륙에서 초기 한인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중심이 되었다. 캘리포니아
의 한인 이민자들은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새로운 한인 인구를 이루었다.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이 지닌 법적 지위는 “시민권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었다. 이 연구는 카운티
의 기록 보관소, 특별 수집품, 구술사, 미 정부 문서, 동시대 연구, 신문을 이용하여, 1920
년대와 1930년대 캘리포니아 한인 가족들의 구조와 특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인
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진전시켰는지 분석한다. 1910년을
기점으로 1924년까지 한국의 사진중매신부들은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이주
로 캘리포니아 한인 커뮤니티는 미혼 독신남들에서 독특한 한인 핵가족들로 변모 할 기회를
얻었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신장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던 예외적인 한인 이민자 가족들의 적응 패턴을 제시한다. 한인 가족의 적

응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다. 이 연구는 한인 가족 내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전통적 가치
를 모두 보여준다. 한인 가족의 구조는 전통적 한인 가족의 유형과는 다른 독립적 핵가족이
었다. 또한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인 가족들은 연대와 모종의 한국적 전통 가치를
유지했다. 한인 가족 내의 문화적 변화와 문화적 지속 모두를 가능하게 한 요소들은 그들이
캘리포니아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한인 가족의 성공적인 캘리포니아 적응은 그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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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age of the Human from an Indigenous Perspective: Narratives from the
Himalayan border communities
What it means to be human has been interrogated in various ways across the globe
and through historical times. The range of thinking varies from humans as seen
embedded within a larger cosmological reality, where they may not hold a unique
position as compared other sentient beings to being considered uniquely privileged
and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The manner in which human bodies are integrated
or set apart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 the manner in which they interact
and are affected are also matters of discourse in philosophy and cosmology , not
only in advanced civilizations but even among the simpler indigenous communities not
necessarily weighed down by historical accumulations. The ways in which humans are
imagined also affects directly the ecological relationships and the environment and is
an important aspect of environmental thinking. In this paper I will use data from the
Himalayan border communities that are uniquely placed on the intersections of large
civilizations and great world religions such as Buddhism and Hinduism, yet they have
their own world view and cognitive world. This paper will take a look at the gendered
construction of the human being in relation to the social and natural world and how
historically changing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hips are informing changed
constructions of not only being human, but also of being men and women. How are
the changes with respect to the environment, and especially the impending power
relationships affecting the local community’s perceptions and their world-view. The
emergence of a ‘double-consciousness’, the fracturing of identities and emergence of
contested views about ‘kinds’ of humans will be a part of the discourse with which
this paper will engage.
토착적인 관점에서 본 인간의 이미지 : 히말라야 국경지역으로부터의 이야기
인간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사 이래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 받아 왔다. 우주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특권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고, 다른 지각 있는

존재와 비교하여 독특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고 간주되며, 더 큰 우주론적 실재 속에 내재
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사고 범위는 다양하다. 인간의 신체가 통합되거나 주변 환경과 분
리되는 방식, 그리고 그것들이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받는 방식 또한 선진 문명에서 뿐만 아
니라 더 단순하게는 원주민 공동체 사이에서도 반드시 역사적 축적에 의해 압박받지 않고
철학과 우주론에 있어서 담론이 된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또한 생태학적 관계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자체가 환경과 관련된 사고의 중요한 측면이다. 본 논문에서
나는 거대한 문명들과 불교 및 힌두교와 같은 위대한 세계 종교의 교차점에 독특한 방식으
로 놓여진, 하지만 그들만의 세계관과 인식론을 지니고 있는 히말라야 국경지역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적, 자연적 세계와 관련된 인간의 성적 특징을 반영한 건축을 살펴보고, 역사
적으로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관계가 단순히 인간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변화된 건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특히 임박한 권력 관계는 지역사회의 인식과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중적 인
식’의 발생, 정체성의 분열, 인간의 ‘유형’에 대한 논쟁적인 견해의 부각은 이 논문에 담기
게 될 담론의 일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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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esthitic and GO Yu Seop
The meaning of aesthetics in Korea has been misunderstanding because of Japanese
translation in 19th Century. Aesthetics in Korean usually means a kind of beauty
science. It makes Aesthetics lost a realm of emotion, sympathy, and atmosphere, etc.
This paper will treat the history of aesthetics in the Asian modernization and show
some future roles of Asian traditional aesthetic including NAKAE Jomin, YANAGI
Muneyosi and GO Yu Seop.
한국의 미학과 고유섭
한국에서 미학의 의미는 19세기의 일본어 번역 때문에 오해되어왔다. 한국에서 미학은 통상
일종의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해는 감정, 공감, 분위기 등의 영역에서
미학의 자리를 잃게끔 한다. 본고는 아시아의 근대화에서 나타난 미학의 역사를 다루며, 나
가에 조민, 야나기 무네요시, 고유섭 등 아시아 전통 미학이 미래에 할 역할을 보여줄 것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