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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과세 0%, 수출세 0%, 수입세 0%”
어느 두 나라 간의 FTA 조약이 아니다. 1876년 7월 6일1) 조선과 일본 간에 맺어진 무역
장정의 내용이다. 무역 장정은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11조2)에 의거하여 부속 조규로
맺어졌다. 당시 자유무역을 표방하던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
여 보호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관세 무역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두 나라 간의 경
제력 차이가 상당했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자유 무역은 일본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 근대적 관세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이것
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이 근대적 관세 제도에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곧 관세
보호의 필요성을 깨닫고 일본에게 조약 개정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
하였다. 결국 두 나라 간에 새로운 무역 장정이 체결된 것은 1883년 6월이 되어서였다.
그런데 새로운 무역 장정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조선이 일본과의 무관세 무역의
폐해를 알아차리고 관세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과정이 있었고, 근대 무역 질서에 맞는 관세
제도를 배우는 노력이 있었다. 이 단계를 지나고 나서야 일본과 당당하게 관세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에 근대적인 관세 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우선 한반도에 관세 제도가 전파된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그것을 국제경제질서의 틀에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당시 조선의 국제
정치적 위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근대적 관세 제도가 정착되기 전 무역과 관세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전의 관세 제도와 그에 대한 인식을 알아
보는 작업이다. 그 다음은 일본과의 무역 개시 후 각종 폐해가 드러나는 부분을 살펴볼 것
이다. 개항은 조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과 혼란을 초래하
였다. 그 중에서 관세나 무역 보호가 부재함으로써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찾아볼 것이
다. 세 번째로 알아 볼 것은 근대적인 관세 제도를 배우기 위한 조선 지배층의 노력이다.
당시의 사회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제도의 변혁은 거의 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해
지는 일방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위정자들이 근대적인 관세 제도를 배우고 적용
했다는 사실을 조선에 근대적 관세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마
지막으로 조선이 배운 지식을 토대로 관세 자주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살펴보겠다. 일본과의
조약 개정은 1883년에 와서야 이루어졌지만 조선의 관세 자주권은 그보다 빠른 1882년 조
미수호조규가 맺어지면서부터 행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미수호조규를 시작으
로 조선이 열강들과 무역 조약을 맺으면서 관세 제도를 적용하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것을
당시 국제경제질서의 틀에서 비교, 평가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유념할 것은 이
네 가지 과정이 순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이라는 것이다.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은
1) 조선시대의 날짜 표기는 원칙적으로 음력으로 하도록 한다.
2) 조일수호조규 제11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따로 통상 규정을 작성하여 양국 상인들의 편리
를 도모한다. 그리고 지금 토의하여 작성한 각 조항 중에서 다시 보충해야 할 세칙은 조목에 따라
지금부터 1개월 안에 양국에서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의 경성(京城)이나 혹은 강화부(江華
府)에서 만나 토의결정한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칼로 자르듯 모든 과정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에 대하여
배우는 과정과 새로운 관세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이 시기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였으
며, 사람들 간에

새로운 제도를 수용하는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인식과

근대적인 인식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주제의 연구는 거의 일차 자료3)에 의존하였다.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당시
위정자들의 정책뿐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 모습까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일사집략”은 1881
년 고종의 밀사로 일본에 다녀온 이헌영이 남긴 기록으로 근대적인 관세 제도에 대하여 보
고 들은 것을 세세하게 적은 사료이다. “윤치호일기”와 “매천야록”은 개항 전후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조선의 다사다난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구한말 지식인이 자신의 관점으로 조
선의 상황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 외에도 수신사 기록 중 조
선책략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김홍집과 하여장 사이에 이루어진 필담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
다.
이차 자료 중에 관세 제도의 정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한국관세협회
에서 펴낸 “한국관세사”가 있다. “한국관세사”는 삼국시대에서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의
관세와 무역 양상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일반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간과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전반적인 사실관계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접근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역사적인 자료로는 이광린의 저작과 김용구의 저
작을 참고하였다. 이광린의 저작은 사학자의 입장에서 강화도 조약에서부터 조약 개정까지
를 서술하고 있고, 김용구의 저작은 국제정세와 국가 간의 위신 차이에 기반하여 조약이 맺
어진 상황을 재구성하고 조약의 의의를 탐구하고 있다. 두 연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도
가 정착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전체 연구의 일부분일 뿐이며, 관세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 자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 외에 당시 관세 제도의 국제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은행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Ⅱ. 본론
1. 제 1단계: 전근대적인 관세 제도에서 강화도 조약까지
관세 제도는 근대주권국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세 제도의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 세입을 늘리는 등 국가의 부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세 제도는 부국강병이라는 근대주권국가의 목표와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근대주권국
가가 확립되기 이전에도 소규모 공동체나 길드에서 근대의 관세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나
근대처럼 국가의 당연한 권리로서 관세 자주권이 보장된 적은 없었다. 따라서 근대적 관세
제도에 관한 논의는 조일수호조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근대적 국가였던 조선에 관
세 제도가 있었다고 해도 그 목적과 맥락은 근대의 그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선 시대의 관세 제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를 통하여 조일수호
조규의 협상 과정에서 조선이 무관세를 용인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일 간의 자유무역이 가능하였던 일차적인 이유는 일본이 근대적 제도에 무지한 조선을 기
만한 탓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선 측의 반발이 없었다는 것은 조선도 일본과의 무역에
3) 일차사료에 대한 각주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별다른 원전 표기 없이 날짜만 쓰여져 있는 것은 “고종실
록”이다. 나머지 일차사료에 대해서는 원전을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날짜를 달도록 하겠다.

서 관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선의 관세제도에 대
한 논의를 통하여 조선이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성사시킨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 관세의 효시는 조선 말기인 17세기 말, 국경지대를 드나드는 상인들에게 1/10 정도
의 세금을 받은 것이다. 조선 왕조와 청나라, 일본 사이에는 공무역이 이루어졌는데, 공무역
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상인들이 와서 사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7세기 중엽에 이르
러서는 공무역보다 사무역이 더욱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정부는 이를 금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지방의 행정관에게 사무역에 해당하는 거래물품에 1/10의 관세를 징수하도
록 한 것이다.4)
이것을 보면 조선 시대의 관세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무역
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근대의 관세는 무역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려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 시대의 관세는 수
입/수출을 가리지 않고 거래량의 1/10을 관세로 받음으로써 무역 자체의 억제를 꾀하고 있
다. 둘째는 사무역에만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공무역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공무역
이 물품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혹은 일본과의 외교관계의 연장선에
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5) 세 번째는 관세가 국내 상인들에게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근대의
관세는 수입품이나 수출품처럼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내국인/외국인
을 가리지 않는다. 근대적 관세는 외국 수출업자에게 귀착될 수도 있고 내국 수입업자에게
귀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다시 조일수호조규로 돌아가자. 조일수호조규는 1876년 2월 3일 오전 9시 강화도 연
무대에서 조선 측 전권대표 신헌, 윤자승과 일본 측 전권대표 구로다, 이노우에 간에 맺어
진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조선은 근대국제질서에 폭력적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이 조
약 11조에 근거하여 1876년 6월 16일 조선 측 대표 조인희와 일본 측 대표 미야모토 간에
부속 조약인 한일무역규칙이 맺어졌다. 조일수호조규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조약이기 때
문에 그것이 맺어진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6) 여기서 다룰 내용은 조일수호조규에서 왜 조선이 무관세 자유무역을 찬성
하거나 적어도 묵인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조일수호조규와 한일무역규
칙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일수호조규 제9조.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 백성들은 각기 마음대로 무역하며
양국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만일 양국 상인들이
값을 속여서 팔거나 대차료를 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으면 양국 관리들이 빚진 상인들을 엄
히 잡아서 빚을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가 대신 갚아줄 수는 없다.
한일무역규칙 제6칙. 이후로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사람들은 쌀과 잡곡을 실어들이
거나 실어내갈 수 있다.
한일 무역규칙 제7칙. 항구세
여러 개의 돛대를 세운 상선 및 증기(蒸氣) 상선의 세금은 5원【모선에 달린 작은 배는 제
4) 한국관세협회, “한국관세사”, 동아출판사, 1969, pp. 12~13
5)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조공 관계와 그에 수반하는 공무역의 정치적,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는 Chun
Hae-jong,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during the Ch'ing Period를 참고. 내용을 약술하
자면 청나라와 조선의 조공관계는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실이었지만 사대관계의 명분을 유지한다
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6) 조일수호조규를 둘러싼 제반 상황에 대해서는 이광린, “한국사강좌 Ⅴ : 근대편”, 일조각, 1981 1장과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2001, 2, 3, 4 장을 참고.

외한다.】
하나의 돛대를 세운 상선의 세금은 2원【500섬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돛대를 세운 상선의 세금은 1원 50전【500섬 이하의 화물을 실은 것이다.】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구세를 바치지 않는다.
또한 미야모토와 조인희 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회문이 오갔다.
미야모토 : 우리 인민이 귀국에 수송하는 물건들은 우리 해관에서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으
며 우리 인민이 귀국의 물산을 갖고 우리 내지에 수송할 때도 역시 수년 간 수입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조인희 : 화물 출입에 수년 간 면세 한다.
이 조항들로 인하여 일본은 조선에 대하여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가 모두 면제되었으며,
조선에서 자유롭게 쌀 및 잡곡을 유출해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미야모토가 단독으로
관철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외교문서에 따르면 미야모토는 무관세를 주장하되, 조선이 강하
게 관세 징수를 주장할 경우 종가 5%를 제시하라는 훈령을 받았다.7) 조선 정부가 이를 별
반대 없이 동의한 이유는 첫째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
이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조병식(趙秉式)이 일본국 군함 ‘맹춘호(孟春號)’가 바다의 수심을 측량
하기 위하여 강화부(江華府) 남쪽 바다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중략) 그 배에 들어가서 사유
를 물어보았다고 보고하였다. (중략) 이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배가 비록 이곳에 왔지
만 이것도 우리나라 영해(領海)이다. 우리나라의 법에 외국 선박이 영해에 마구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더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도 공적 용무로 온 배가 올라온 후에 어떻게 하겠는지에 달려 있으니 과연 우리들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야채와 닭이나 생선을 좀 구했으면 하는데 현재 귀국의 상평전(常平錢)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으로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친절히 대우하는 뜻에서 그런 사소한 물건을 사고팔고 할 것까지야 있겠는가.’라고 하였습
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것은 전례인가, 또 귀국 조정의 지시에 따라
그러는 것인가?’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조정에서 지시할 겨를이나 있었는가. 또 어찌 전
례가 있겠는가. 먼 지방 사람들을 친절히 대우하는 뜻에서 값을 가지고 따지지 않는 것이
다.’라고 하니 그가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 밖에는 별로 물을 말이 없어서 이에
작별하고 우리 배로 돌아왔습니다. (1876/01/04)
위의 기록을 보면, 일제의 침략 의도에 대하여 조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가 드러난다. 일
본 선원들은 외국의 영해에 들어와서 해안을 측정하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공적인 업무라며
당당하고, 조선의 관리는 그들에게 호의까지 베푼다. 이것은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기 전의
기록인데, 강화도 조약에서는 아예 일본 선박의 해안 측정을 합법화한다. 관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의한 개항이 경제적 침략과 연계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를 과거의 교린관계, 혹은 왜관무역의 연속에서 파악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무관세 무역을 일본에 대한 호혜적 조치로 착각하기도 하였
다.8)
7)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2001, p. 229

서계나 예물 같은 것을 다시 의좋게 교환하는 것은 응당 300년간의 옛 규례에 근거해서 하
되 큰 문제는 귀국 정부와 우리나라와의 사이에 하고 작은 문제는 귀국 외무성(外務省)과
우리 나라의 예조(禮曹)와의 사이에서 동등하게 주고받음으로써 영원토록 좋은 관계를 유지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조약을 새로 정할 것이 있으면 두 나라의 이해에 각기 관계되는 것
은 반드시 두 나라 사이에 다 편리하도록 강구할 것이며 만일 한쪽에만 이롭고 다른 쪽에는
해롭다거나 한쪽에만 통하고 다른 쪽에는 막히게 된다면 사리로 보아 응당 고려할 점이 있
을 것이니 오직 이해력있게 충분히 의논하기 바랍니다.
조선국 의정부(議政府)에서 일본국 판리 대신(辦理大臣)에게 보냅니다. (1876/01/25)
일본과 통상하는 문제에 대한 부호군(副護軍) 윤치현(尹致賢)의 상소와 고종의 회답.
(전략) 바라건대 전하는 묘당(廟堂)에 문의하여 일본과 좋은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서양과
화친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한 편의 글을 만들어 온 나라에 명백히 선포함으로써 뜬
소문이 스스로 없어지게 하는 한편 (하략)
고종 : 일본과 좋은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서양과 화친하는 것이 아니라는 몇 마디 말은 특
히 중요한 말이며 (하략) (1876/01/28)
위 기록에는 조선 정부와 지식인들이 일본과의 교역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었는가가
드러나 있다.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이 근대국제질서에의 편입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관세를 부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대에 관세는 사무역과 국내 상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었으며 무역을 억
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역을
억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일본과의 관계를 교린 관계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본과의 거래는 경제적 행위라기보다 정치적 행위였던 것이다.

2. 제 2단계: 무관세 자유무역의 폐해
일본과의 자유무역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도 한동안 조선은 무관세 조항의 폐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당일, 고종은 신헌과 윤자승을 불러 조일수호조
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데 그 내용은 일본에 비하여 조선의 군사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
에 일본에게 군사적 침략 의도가 있을까 걱정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언
급은 없었다. 쌀의 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일수호조규가 맺어지기 전에도 조선에
는 쌀이 부족하였다. 그런데 조일수호조규가 맺어진 이후로는 일본으로 조선의 쌀이 대량
유출되었기 때문에 쌀의 부족은 심화되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쌀의 부족이 여전히 흉년이
나 대동미를 공납하는 선주들의 부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차츰 아래에서부터 일본과의 자유무역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
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상소문이라는 직접적인 방식을 통하여 표출되기도 하였고,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통계자료로 당시의 무역량과 무
역 양상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료를 통하여 폐단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과의
거래가 늘어나고 일본인과의 접촉이 늘면서 생겨난 사건은 밀매, 일본인이 가족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제, 일본인과 조선인의 싸움 등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 무역에
의하여 쌀이 유출되고 조선 경제가 일본 경제에 예속되는 양상과 관련된 기록들만을 보이도
록 하겠다.
8) 이광린, “한국사강좌 Ⅴ : 근대편”, 일조각, 1981, p. 91

<표 1> 1877년 7월~1882년 6월 까지의 조일 무역 실적9) (단위: 원)
연대
1877.7.1~1878.6.30
1878.7.10~1878.12.31
1879
1880
1881
1882.1.1~1882.6.30
5년간 합계

수입
228,554
142,618
566,953
978,013
1,944,731
742,562
4,603,431

수출
119,538
154,707
677,061
1,373,671
1,882,657
897,225
5,104,859

합계
348,092
297,325
1,244,014
2,351,684
3,827,388
1,639,787
9,708,290

위의 <표 1>은 롱포드가 일본의 조일무역보고서에서 발굴한 1877년 7월~1882년 6월까
지 조선과 일본의 수출입실적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대일 무역에서 조선이
5년간 약 50만원의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에게 대일무역 수지
는 그다지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표 2>의 수출입 품목을 보면, 일본에서의 수입품은 대부분 공산품인데 조선의
수출품은 미곡, 대두, 피혁, 금은 등 천연 산물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2> 1877년 7월~1882년 6월 까지의 품목별 수입액10)
품목
직물, 피복급염료
금속 및 금속제품
식료품
잡품
합계

거래량
3,918,149
367,767
45,447
272,074
4,603,437

(단위: 원)
비율
85.1%
8%
1%
5.9 %
100%

그러므로 조선에 있어서 대일 무역의 첫 번째 문제점은 천연 산물의 유출, 그 중에서도 쌀
의 유출이었다. 실제로 “고종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각 지역의 쌀이 부족하여 세금을
돈으로 대납하게 해주었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제 때에 쌀이 상납되지 않아서 수도 관청의
쌀이 바닥났다는 내용 등 쌀 부족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전략) 근래에 수도 관청의 지출이 밑창까지 드러났습니다. 하물며 작년 가을 흉년이 들어
재해로 줄어든 것이 더욱 많습니다. 정식 세납(稅納)과 같은 것은 비록 제 기한에 바치더라
도 여러 가지 지출은 벌써 이어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후략) (1877/05/16)
두 번째 문제는 범죄 행위이다. 아래의 두 기록을 보면, 일본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뿐 아니
라 잠매나 밀수 같은 불법적인 방식에 의한 쌀 유출도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쌀 밀수가
많았던 것은 쌀 값이 폭등한 탓으로 보인다.
(전략) 덕원(德源), 문천(文川) 두 수령이 일본 사람들과 문답한 사연이 붙어있었는데, 거기
에 의하면 우리쪽에서 말하기를, ‘작년에 귀국에서는 쌀 몇만 섬을 동래 왜관(東萊倭館)에서
내갔고 또 듣자니 올해에 우리나라의 쌀 몇만 섬을 동래 왜관에 들여갔다는데 이것은 이미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또 몰래 내가고 몰래 들여가는 일이 간혹 들려오는
9) 한국관세협회, “한국관세사”, 동아출판사, 1969, p. 58
10) 한국관세협회, “한국관세사”, 동아출판사, 1969, p. 58

데 이것은 법 밖의 일로서 금지된 조항입니다. 하물며 작년과 올해의 두해 동안에 수만 포
대가 오고갔다는 것을 무슨 수로 확고하게 알고 찍어서 말하겠습니까. (1878/05/28)
(전략) 부산(釜山)을 개항한 후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미곡(米穀)을 잠매(潛賣)하는 것을 염탐
하여 체포해서 잡아서 금지시키는 문제는 일찍이 행회(行會)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략) 생
각건대 지금 중앙과 지방의 지출이 아득하여 한정이 없으므로 비록 공부(貢賦)를 모두 기한
내에 바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지출은 오히려 감당해내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가을철
이 벌써 반나마 지났는데도 세선(稅船)이 도착하기는 줄곧 막연하니 당장의 황급한 정상이
야 무슨 일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1880/09/08)
세 번째는 사치품 소비에 의하여 백성들의 삶이 빈궁해졌다는 것이다. 일본 상인들은 싼
가격으로 서양의 물품을 구입하여 조선인에게 비싸게 되팔아 넘긴 것 같다.11) 그래서 조선
인들은 물건을 사기 위하여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 입도선매
이다. 입도선매는 돈이 없을 때, 가을에 수확될 쌀을 담보로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는 방식이다. 그런데 쌀이 유출됨에 따라서 쌀 값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는
데 1876년에 비하여 2~3배까지 폭등하였다.12) 쌀 값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자 입도선매에 의하여 미리 받은 돈의 가치가 수확기의 실제 쌀의 가치
보다 떨어졌을 것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점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일본과 통상을 맺는 일에 관한 최익현의 상소
(전략) 그들의 물건은 모두 지나치게 사치하고 괴상한 노리개감들이지만 우리의 물건은 백
성들의 목숨이 걸린 것들이므로 통상한 지 몇 년되지 않아서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이
며 나라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후략)
(1876/01/23)
집의(執義) 권종록(權鍾祿)의 상소
(전략) 요즘 사치하는 풍습이 나날이 심해져서 의복을 화려하게 하고 음식을 성대하고 맛나
게 하며 궁실을 장대하게 짓고 수레와 말을 성대하게 꾸미며 주옥(珠玉)을 갖고 놀기 좋아
하는 것을 서로서로 본따서 부유한 사람은 다투어 남보다 낫게 하려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
렇게 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중략) 그리고 우리 나라의 물산(物産)은 나지 않는
물화(物貨)가 없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구해들일 것이 없는데도 외국의 해괴한 쓸모없는 물
건이 또 재화를 소비하는 하나의 큰 구멍을 열어 더욱 사치하게 하니 (중략) 어찌 크게 금
지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근래 일본 사람들이 통상을 핑계대면서 번뜩번뜩 왕래하는
것이 없는 해가 없으며 또 문서를 보내면서 까닭없이 트집을 잡는 것 같기도 합니다.(후략)
(1879/01/24)
최익현 상소문은 일본과의 무역 때문에 조선의 생필품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반면에 권종록의 상소문은 무역에 의하여 서양 물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낭
비(기본적인 생필품만을 소비하는 금욕적인 소비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기준을 지금
의 기준과 동일시하여 낭비라는 말을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가 심해졌다는 내용이다. 이 두
11)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외화로 들여온 물품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상인들은 그것을 되팔아 많은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수년도 못되어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기를 부렸다. (중략) 외화로
들여온 물품이 10건이라면 인조물품이 9건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에 내놓은 물품 중에 10건
중 9 건은 천연물산이었다. (중략) 이런 일이 지속되면 나라가 가난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
을 것이다. (“매천야록”, p.111)
12) 김용구,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원, 2004, P. 10

가지는 매우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상소가 함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
하다. 일본 공산품을 사서 사용하는 것은 주로 조선의 부유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생활은 풍
족해졌을지 모르지만 일본 상인들이 쌀을 사가는 대상은 조선의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대다
수 조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던 것이다. 게다가 백성들은 입도선매를 통하여 서
양의 신기한 물건을 사들이고 쌀을 내주는 식으로 일본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폐
해도 많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기록이 보인다.
(전략) 왜관(倭館)에 머물러 있는 일본 상고(商賈)들이 양산(梁山)에 사는 백성에게 빚 받을
일이 있다고 핑계하면서 방자하게 경계선을 넘어 제멋대로 야단을 일으켰으니 참으로 몹시
통분할 일입니다. (1881/07/15)
위 기록은 일본인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한 기록이지만, 많은 조선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
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다. 백성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서 생활은 점점 피폐해졌는데,
백성들은 자신의 생활이 피폐해진 탓을 일본에 돌렸다. 그래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매
우 커졌고, 이것이 폭발한 것이 1882년 임오군란이다. 임오군란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이 있
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겠다.13) 다만 본문 4절에서 임오군란의 결과 일본과 맺
어진 제물포 조약과 한일수호조규 속약에 대해서는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다.
정리하자면 일본과의 자유무역에 의한 폐해는 쌀이 많이 유출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쌀 값이 올라 밀수가 횡행하였다. 또한 일본 상인의 폭리를 취하는 행위와 조선 농민의 입
도선매에 의한 사치품의 소비는 조선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였으며 쌀의 유출을 가속화시
켰다.

3. 제 3 단계: 근대적 관세 제도의 유입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과의 무관세 자유무역은 많은 폐해를 가지고 왔다.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무관세 무역의 약탈성을 인식하게 되고 일본과 청나라 간에 전개되고 있는 무역의
실체를 알아서 무언가 방책을 취할 필요성을 느꼈다.14) 가장 먼저 취한 방법이 내국인에게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제의하였다.
“부산항(釜山港)을 연 지 이미 여러 해 됩니다. 무릇 화물이 출입하는 곳에는 원래 세액(稅
額)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통용되는 규정입니다. (중략)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화물을 서로
참작해서 각각 세목(稅目)을 정하여 따로 책자을 만들어 동래부(東萊府)에 내려보내어 그대
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한 초기에 그야말로 변경 정사를 엄숙히 하고 규정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몰래 운
반하고 세금에서 가만히 빠져나가는 폐단이 장차 전혀 막을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이웃 나라에 신의를 보이는 것으로 되며 우리 백성들에게 법을 세우
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1878/08/10)
의정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조선정부는 1878년 8월 10일부터 부산 두모진에 세관을
설치하여 조선인에게 소정의 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관세제도사상 최
13) 임오군란에 대한 연구는 김용구,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원, 2004 1장 참고.
14) 이광린, “한국사강좌 Ⅴ : 근대편”, 일조각, 1981, p. 91

초의 세관설치라 하겠다. 하지만 내국인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근대적인 관세 제도와
는 거리가 멀었다. 의정부가 ‘무릇 화물이 출입하는 곳에는 원래 세액(稅額)이 있으니 이것
은 바로 통용되는 규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관세 제도의 연장이었던 것
이다. 또한 그 목적 중에 ‘이웃나라에 신의를 보이는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보이
는 관세제도는 근대적인 관세제도라기보다 본론 1절에서 설명하였던 전근대적인 관세의 개
념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무역량을 줄이기 위하여 부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조선 정부의 조치에 반발한 일본은 관세부과는 조연희-미야모토 의정서의 위반이
라고 주장하며 항의서를 제출하였고 군함을 이끌고 와서 협박을 하였다.15) 결국 자유 무역
에 의한 피해를 줄여보려는 조선의 첫 번째 노력은 좌절되고 만다.
다음으로 조선 정부가 취한 방안은 동래 백성의 조세를 탕감해 주는 것이었다. 개항장 주
변의 백성일수록 무역에 의한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전략) 해당 고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본소(本所)로 하여금 품지(稟
旨)하여 거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중략) 청한 대로 특별히 탕감해주어야 할 것입
니다. 구포 배년 미납전(舊逋排年未納錢) 1만 7,000여 냥, 불입급수쇄전(不入給收刷錢) 1만
2,000여 냥, 백성들의 토지에 부과한 세금과 입본(立本)한 쌀값의 미수조(未收條)에 부친
돈 1만 5,000여 냥은 모두 막중한 나라 재산으로서 꼭 받아내고야 말 것에 관계되지만 간
혹 이 사이에 치우쳐 징수한다는 원성이 있고 또 오랜동안 계속되어 수쇄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변방고을의 백성들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겠으므로 모두 3분의 2를 탕감해주어서
장수와 아전(衙前), 군사(軍士)와 백성들이 나라에서 넉넉히 구휼해주는 혜택을 골고루 입게
해야 할 것입니다. (1879/07/17)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더 이상 전근대적
인 방식의 대응으로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조선 정부는 근대
적 관세 제도를 확립할 필요성을 느낀다. 일본과의 무역에서 연유한 문제를 관세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중국을 통해서라고 생각이 된다. 우선 청나라와 일본
이 무역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무관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중국 측에서 직
접 조선에 일본과 세칙을 정해서 무역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청나라의 이홍장과
조선의 이유원이 주고받은 서찰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홍장: (전략) 만약 관세(關稅)를 정하면 나라의 경비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상업에 익숙하면 무기구입도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조약을 체결한 나라들에 때
때로 관리들을 파견하여 서로 외교적인 예의를 차리고 개인적인 교분도 맺어둘 것입니다.
평상시에 연계를 맺어둔다면 설사 한 나라에서 침략해오는 것과 맞닥들여도 조약을 체결한
나라들을 모두 요청해다가 공동으로 그 나라의 비행을 의논하고 함께 공격하게 될 것입니
다. 그러면 아마 일본도 감히 함부로 날치지 못할 것이며 귀국에서 먼 지방의 사람들을 접
대하는 방도로서도 옳을 것입니다.(후략)
이유원 : (전략) 저 일본 사람들이 통상에 경험이 있고 영업에 재능이 있어서 부강하게 되
는 방도를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축이 거덜이 나고 빚만 쌓이게 된 것을 탄식한답니다.
설사 우리나라가 정책을 고쳐서 항구를 널리 열고 가까운 나라들과 통상하고 기술을 다 배
운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들과 교제하고 거래하다가 결국 창고를 몽땅 털리우고 말 것입
니다. 저축이 거덜나고 빚이 쌓이는 것이 어찌 일본 사람의 정도에만 그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토산물도 보잘 것 없고 물픔의 질이 낮다는 것이 세상이 잘 아는 바입니다. (중
략)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중략) 절름발이로서 먼 길 갈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외
15) 한국관세협회, “한국관세사”, 동아출판사, 1969, pp. 77~78

교란 말도 말고 앉아서 제 나라나 지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1879/07/09)
그런데 이유원의 답장을 보면 아직 무역에 대하여 조선의 위정자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건의 품질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책을 세워야
하고, 이왕 통상을 하게 되었으니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할 고민을 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를
맞닥들였을 때의 능동적인 자세이다. 그러나 ‘절름발이로 걸어가느니 차라리 앉아있겠다.’
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 관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개혁하려는 생각은 그다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물론 이유원 한 사람을 당시의 위정자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
하지만, 공식적인 사료에 실릴 정도이니 어느 정도 대표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근대적 관세 제도의 도입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조선 정부는 아직 관세 제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일본 측에 조약 개정을 요구하기로
한다. 1880년 여름, 김홍집이 수신사로 임명되어 일본으로 떠난다. 그의 목적은 대외적으로
는 개항으로 인한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었고,16) 구체적으로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공식적 임무는 세율을 정하는 문제였으며, 그것도 부산 해관세에 국한
되어 있었다. 그는 세율은 종가 5%로 하고 미곡 수출 금지를 관철시키라는 훈령을 받았
다.17) 그 전에도 수신사 파견은 있었지만, 그것은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문물을 보고 오는 것이었기에 김홍집의 파견은 근대적 관세 제도의 정착을 위한 최
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김홍집 :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미곡 수출을 금지할 수 없을 때에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
고 그 나머지 수출품은 모두 세금을 매기지 않으며 수입품도 서양 물품에만 중세를 매기고,
일본의 하찮은 물건에는 특별히 면세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떠할는지요?
하여장 : 이 말은 폐단이 크므로 절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중략) 그들에게 ‘항구를 더
개방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나 본국으로부터 오는 결정을 기다려서 이 문제를 함께 의논
하여 좋은 규정을 타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들이 스스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홍집 :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통상에 관한 이해를 전혀 알지 못하니 대단히
민망스럽습니다. (주일청나라대사 하여장과 김홍집의 필담)
위의 기록은 김홍집이 일본에서 주일청나라대사 하여장을 만나서 나눈 필담이다. 이 자리
에서 김홍집은 그 유명한 ‘조선책략’을 받아온다. 김홍집의 말에서 ‘어떤 사람’은 일본인이
다. 즉, 김홍집의 세율 조정과 미곡 수출 금지 제안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저런 대답을
한 것인데, 김홍집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통상에 관한 이해를 알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조
선의 입장을 주장하지 못한다. 게다가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불평등조약 개정 문제에 전력
을 쏟고 있어서 조선과의 세율 조정 문제는 관심 밖이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세 협상은 나
중으로 미루어진다.
김홍집이 실패한 이유는 일본의 국내 상황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조선이 관세 제도 자
체에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이 스스로 관세를 개정할 수 있으려면 관세와
통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고종은 근대적 관세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배
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신하들을 대거 해외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과의 조약
개정 협상과 미국과의 조약 협상을 앞둔 1881년이 그 절정이었다. “승정원일기”와 “일사집
16) 황현, “매천야록”, 교문사, 1996, p. 103
17)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2001, p. 275

략”을 보면 신하들을 해외로 파견한 것에 대한 기록과 파견되었던 신하들이 각자 관세 제도
에 대하여 배운 것을 고종에게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있다.18) 특히 고종실록에는 1881년 1
월, 암행어사로 가장하고 고종의 ‘비밀지시’로 일본에 다녀온 10명에 대한 기록이 있다.
동래부 암행 어사(東萊府暗行御史) 어윤중(魚允中)을 불러들여 만났다. 다녀온 보고를 한 것
이다.【이해 정월 중에 비밀 지시로 조준영(趙準永), 박정양(朴定陽), 엄세영(嚴世永), 강문
형(姜文馨), 조병직(趙秉稷), 민종묵(閔種默), 이헌영(李永), 심상학(沈相學), 홍영식(洪英植),
어윤중(魚允中) 등이 일본에 가서 시찰하였는데 명칭을 동래부 암행 어사(東萊府暗行御史)라
고 불렀기 때문에 국사(國史)에는 ‘다녀온 보고를 하였다.[復命]’라고만 기록되었다. 그들의
다녀온 보고에는 각각 《문견기(聞見記)》를 올린 것이 있으나 번다하므로 다 기록할 수 없
다.】 (1881/12/14)
이와 관련하여 가장 재미있는 사료는 “일사집략”일 것이다. “일사집략”은 일본에 들어간
10명 중 이헌영이 남긴 기록이다. 이헌영은 세율 부문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대
부분 일본의 세율제도에 대한 것이다. “일사집략”은 길고 양이 많아서 여기에 일일이 관련
부문을 제시할 수는 없다. “일사집략” 첫 부분의 고종의 봉서는 다음과 같다.
동래부 암행어사 이헌영은 뜯어보라. 편지 외에 봉서가 있었다. (이것은 겉봉의 글임)
일본 사람의 조정 논의와 시세(時勢) 형편, 풍속ㆍ인물과 다른 나라들과의 수교(修交)ㆍ통상
등의 대략을 한번 염탐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 그러니 그대는 모름지기 잘 생각하여 일본
사람의 배에 섞여 타고 저 나라로 건너가, 세관이 관장하는 바의 사무와 그 밖의 다소(多
少)를 듣고 보되, 소요되는 연월의 길고 짧음에 구애받지 말고 일일이 탐지하고 오라. 이
밖에 뒷일은 별단(別單)으로 조용히 보고하라. 급히 성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고 집에서 출
발 준비함이 좋다. (“일사집략” 천, 봉서)
이 봉서를 뜯어보고 이헌영은 자신이 “일사집략”의 별단(別單)에 쓰고 있는 것처럼 ‘놀랐
삽고, 심신이 떨리어 몸 둘 바를 몰랐’다. 그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데, 매일 일본의
관세국에 가서 관세 국장 봉수하무소(蜂須賀茂韶), 부관장 위원청풍(葦原淸風)를 만나 일본
의 관세 제도에 대하여 집요할 정도로 물어본다. 관세국에 찾아가 그들에게 물어본 내용은
‘문답록’에 모두 기록하고 있고 그들과 주고받은 서찰은 ‘서찰록’에 기록하고 있다. 또한 매
일매일 한 일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았으며, 그와는 별도로 해관총론(海關總論)이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관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사집략”에는 품
목별 관세, 관세의 종류, 부과 방식, 개항 상황 등 일본의 관세 제도에 관하여 보고 배운 모
든 지식이 총 망라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서양의 단위와 일본 단위를 배운 것으로 보이는
데, 야드, 타스, 일본식 근, 척 등에 대하여 배운 것이 기록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고종이 그것을 밀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나 국내 반대 세
력에 자신의 거취를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관세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개정하
려는 노력에 대한 여론과 국제 세력의 압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에서도 관세를 배우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결실을 맺어 드디어 조선은 관세 제도 정착기에
들어서게 된다.

18) 기록이 너무 길고 많기 때문에 날짜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승정원일기” 1881/09/01, “승정원일기”
188109/02, 1882/11/06, “일사집략” (天) 8월 30일 등. 청나라에 신하를 파견한 기록은 “승정원일기”
1882/11/06.

4. 제 4 단계: 근대적 관세 제도의 정착
고종 : “세칙(稅則) 같은 일들을 잘 강구하여 정하라.”
조병호 : “신은 초행일지라도 종사관은 전에 왕래하였으므로 잘 알 듯하니, 삼가 상의하여
조처하겠습니다.”
고종 : “잘 조처하여 저들에게 혹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라.”
조병호 : “권리의 득실에 따라 이해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승정원일기”
1981/08/07)
1881년 8월 31일, 고종은 조병호를 수신사, 이조연을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하
고 새로운 통상장정을 체결함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제정코자 하였다. 당시 조정
의 분위기는 매우 능동적이고 진취적이었다. 앞의 기록에서 고종은 조병호에게 권리를 읽지
않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
는 것이다. 이홍장과의 편지에서 이유원이 보였던 태도를 비교해보면 조정의 분위기가 아주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일본의 외무경 이노우에에게 다음과 같은 골자로 된
35개 조의 통상장정안을 제시하였다.

1. 전관거주지의 지료를 인상, 선박의 톤 세를 증액.
2. 쌀, 보리, 대두 및 홍삼의 수출을 금지할 것.
3. 전출세는 3개월전의 예고로써 조선국이 자주적으로 그 부과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할 것.
4. 아편 및 기독교 서적의 수입 금지.
5.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세율에 의거할 것.
쌀 보리 콩 금은화 에는 무관세, 양주 일주는 35 %, 시계 양제진귀품은 25 %, 일반상품은 10%
6. 일절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종가 5%

그러나 일본은 조선국원수가 일본국원수에게 통상장정의 협상을 위하여 수신사로서 조병호
를 파견한다는 국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임장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트
집 잡아 전권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회담을 회피 내지 지연하였다. 또한 가급적 세율의
인하를 도모하여 수입세를 일괄적으로 5% 까지 인하하자는 전략을 펼쳤다. 그래서 양측 대
표가 5차에 걸친 회담을 거듭하였지만 그들은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하고 11월 말에 귀국
하였다. 비록 이들의 조약 개정 노력은 실패하였지만 근대적 무역에 관한 무지로 인하여 일
본이 제시한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처음에 비하면 괄목상대할 만큼 성장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
1881년 국내 신하들을 대거 일본으로 보내어 관세 제도에 대한 지식을 쌓은 조선은 1882
년 6월 5일 일본과 통상 조약 협상에 재돌입한다. 1881년 8월과는 달리 일본 측에서 관세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조선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기도 했고, 조미수호조규가
1882년 5월 22일 체결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조일수호조규는 조선 측 전권 대관 신헌,
전권 부관 김홍집과 미국의 슈펠트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1876년 이후 열강과 맺는 두 번
째 조약이며 조선이 최초로 관세 자주권을 행사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와 관련된
조항은 제 5조인데,19) 수입세는 일반 상품은 종가 10%, 시계, 양주, 양제진귀품은 종가
19) 제5조. 조선국 상인과 그 상선이 미국에 가서 무역할 때 납부하는 선세(船稅)와 일체 비용은 응당
미국의 해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미국 사람과 최혜국(最惠國) 사람들에게서 징수하는 세금과

30%로, 수출세는 모두 종가 5%로 규정하였다. 또한 각 세율은 조선 정부가 3개월 전의 통
고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1858년 11월 일본과 미국 간에 체결된 미일통상
조약이 수출세 종가 5%, 수입세는 일반 상품이 종가 5%, 시계 및 양품이 종가 20%, 양주
가 종가 35%라는 것과 비교하여도 더욱 나은 조건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미수호통
상조규의 체결은 조선의 관세자주권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이며, 이로서 조선에도
근대적인 관세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조미수호통상 조규가 체결되자 일본 정부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부
사를 보내어 조선과 통상 조약을 재협상하도록 한다. 조선 대표는 김보현, 김홍집이었으며,
관세율을 조미통상조약의 관세율과 동일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일본 측 대표는 자기 나라
정부의 기본 방침과 어긋난다고 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20)
그런데 1882년 6월 5일 발생한 임오군란으로 인하여 조선의 협상력이 약해지고 만다. 임
오군란으로 교관을 비롯한 일본인이 다수 희생되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
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오군란으로 인하여 협상은 종결되었고 하나부사는 일본으로 도피하
였다. 그는 8월 7일 임오군란의 사후처리를 위하여 조선으로 파견되기 전, 이노우에 외상에
게 훈령을 받는데 그 중에 ‘통상 조약에 관한 양보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다.21) 즉, 임오군란의 보상을 핑계로 진행 중이던 통상 조약 체결 협상에서 양보를 받으려
는 속셈이었다.
1882년 8월 30일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에 관하여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와 함께
‘조일수호조규 속약’ 이라는 이름으로 개항장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일수호조규 속
약’은 1876년 맺어진 조일수호조규를 수정한 것인데 개항장과 일본 공사관들의 여행 문제
에 관하여 일본이 이권을 얻은 것이다. 이 조약은 임오군란과는 상관없이 일본이 이권을 얻
은 것이라고 하겠다.22) 그리고 여기에서 관세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다. 일본 입장에서는 무
관세의 현상 유지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종결은 맺은 것은 1883년 6월 22일이었다. 회담은 7월 15일 총리
기무아문에서 재개되었는데, 조선 측 대표는 민영목, 일본 측 대표는 다케조에였다. 이 회담
에는 조선 측 대표 뿐 아니라 청나라의 이홍장과 뮐렌도르프도 참석하였다. 결국 관세율은
대략 5~10% 선으로 결정되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세세한 세율표가 첨부되어
각 품목마다 다른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 유출은 금지시키지 못하

같이하며 액수 이외에 더 올릴 수 없다. 미국상인과 그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할 때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물건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는 바 그 수세권(收稅權)은 응당 조선이 자주적으로 가진
다. 모든 입항세(入港稅)와 출항세(出港稅) 규정 및 세금에서 빠지려는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한
해관(海關) 규정은 다 조선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어 사전에 미국 관리에게 통지하여 상인들에게 널
리 알려줌으로써 준수하도록 한다. 현재 토의하여 먼저 체결한 세금규정은 대체로 백성들의 일상용
품과 관계되는 각종 입항 화물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세금 징수액이 100분의 10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사치품과 기호품인 양주·여송연(呂宋煙)·시계와 같은 것들은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세금 징수액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출항하는 토산물은 모두 그 가격에 근거하여 세금
징수액이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입항한 모든 서양 화물은 항구에서 정규적인 세금을 납부
하는 외에 이 화물이 내륙지방에 들어가거나 항구에 그냥 있어도 영구히 다른 항목의 세금을 물지
않는다. 미국 상선이 조선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세(船稅)로 매 톤당 은(銀) 5전을 납부하되 매
선박마다 중국력(中國曆)에 의거하여 한 분기에 한 번씩 납부한다.
20) 한국관세협회, “한국관세사”, 동아출판사, 1969, p. 72
21) 김용구,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원, 2004, p. 37
22) 김용구,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원, 2004, p. 62

였다. 대신 37조에 의하여 쌀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조선이 가뭄,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쌀 수출을 금지할 때는 1 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
이나 일본이 재앙으로 쌀이 부족해서 수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특별히 세금을 면제한다고 되
어있다.
이 때의 관세는 1절에서 소개했던 전근대적인 관세 제도와 다르다. 일본과의 통상장정이
맺어진 바로 다음 날인 1883년 6월 23일, 고종실록에는 통리기무아문에서 고종에게 무명잡
세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있다.
(전략) 해관세(海關稅)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유족하게 하는 정사로서는
상업을 잘 운영하는 것 만한 것이 없고, 상업을 잘 운영하는 방도로서는 상업을 보호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고(都賈)와 무명잡세(無名雜稅)를 혁파할 것에 대하여 전
후에 걸쳐 엄한 하교를 내린 정도가 아닙니다. 화물을 도거리하면 장사길이 막히고, 장시나
포구에서 사적으로 세금을 받아내면 세액(稅額)을 좀먹게 됩니다.(후략)
이 기록을 보면 관세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무역 금지에서 상업 보호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나라를 유족하게 할(즉, 부국강병)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3
절의 두모진 관세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Ⅲ. 결론
“(전략)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삼가 힘을 다하여 어루만져서 반드시 양쪽이 다 편하도
록 할 방도를 꾀하겠습니다. 근일 외아문에서 부산에 해관(海關)을 설치할 것이고 세칙(稅
則)도 이미 윤허하셨는데, 이것은 큰일이니, 신이 이제 지방관으로서 더욱이 관심이 많습니
다.”
(승정원일기, 1883/06/24)
위의 기록은 동래부사 조병필이 고종에게 동래 백성들과 일본인 사이의 소요 사태를 보고
하면서 한 말이다. 이제 세금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동래 백성들의 반일의
식을 잘 조정하여 일본인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는 여유가 보인다. 아마
보고를 듣고 있는 고종도 7년 간 지고 있던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시원함을 느꼈을 것이
다.
1876년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조일수호조규를 맺음으로써 조선은 근대 문명과 맞닥들이게
된다. 그러나 그것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관세 조항이다. 근대적 관세 제도에 무지했던 조선은 일본과 무관세 자유무역을 하였고 그
것이 개정되는 1883년 까지 각종 불이익을 겪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대
적 관세 제도에 대하여 힘써 배운 결과 1882년 미국과의 조약에서는 종가 10%라는 높은
관세율과 관세 자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이후 맺은 청나라와의 한중상민수륙무
역장정 (1882/08/20), 영국과의 한영수호조규 (1883/10/27), 독일과의 한독수호조규에서도
(1883/10/27) 모두 10%의 관세율을 획득할 수 있었다. (물론 영국과의 조약은 영국 정부에
서 비준을 거부하여 재협상을 하게 된다.) 이것으로 조선은 관세 자주권에 대하여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조선이 맺은 관세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관세 자주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열강들의 자국 관세율을 보면 미국은 40~50%, 러시

아는 15~20%, 스페인은 15~20%, 오스트리아는 15~20%, 프로이센은 4~6%, 이탈리아는
8~10%, 프랑스는 12~15%, 영국은 0%, 일본은 5%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었다.23) 조선이
대부분의 나라와 5~10%의 관세를 맺었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서구 제국주의국가는 아시아의 후진국가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세기능을 박탈함
으로서 수출을 늘리려고 하였다. 그래서 무력의 위협으로 반식민지적인 불평등 저과세의 통
상조건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일례로 영국은 당시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 자유무역을 주창
하였기 때문에 자국의 관세가 낮았다. 대신 후진국에 대해서도 불평등 조약을 통하여 관세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관세 자주권을 박탈하였다.24) 이 때 그 상한선이 대부분 5%였기 때
문에 조선과의 조약이 비준이 되지 않은 것이다. 조선이 미국과의 관세 조항에서 10%를 관
철할 수 있던 이유는 미국은 40~50%에 달하는 관세를 가지고 있는 보호무역국가였기 때문
이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조선은 아시아 후진 국가 정도의 관세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뿐, 국력의 한계로 진정한 의미의 관세 자주권은 행사하지 못하였다. 조선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거두려면 국제 정치 질서의 강대국이 되어 다른 나라의 상황에 종속되지 않고 자국
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조선은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그만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체제가 바뀌어서 고관세를 메길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징
표가 아니라, 당당하게 FTA를 체결하여 무관세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의 징표가 되
었다. 자유무역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뛰었던 조선의 경우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중요한 것은 관세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자국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세율을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관세 자주권의 행사인
것이다. 서구 제도를 열심히 배워서 근대적 제도를 정착시킨 조선의 적극성은 칭찬하고 배
워야 할 것이지만, 결국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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