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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압록강 하구의 황초

평 분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압록강 국경의 형성 과정

을 밝히는데 있다. 그 과정에서 황초평 형성과 변화 과정, 한국과 청의

황초평 소속에 대한 주장과 논리,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황초평

분쟁에 개입하는 과정과 그 배경을 이해하려 하였다.

황초평은 정확한 형성 시기를 알 수 없다. 황초평은 압록강의 홍수로

형성된 습지 혹은 갈대밭에서 출발하여 압록강 하구의 섬이 되었다. 황

초평은 대소 황초평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소황초평은

1810년부터 1850년까지의 사이에 형성되었다. 대황초평은 소황초평이 압

록강 홍수와 조수의 영향으로 그 위치가 한국 연안에서 청 연안으로 이

동하는 과정에서 1890년대에 형성되었다. 1900년대가 되면 황초평은 압

록강을 중심으로 청 연안에 가까운 섬이 되었다.

황초평 형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만주 봉금이 이완되고 조청 접경지역

에 사람의 거주와 개간이 시작되었다. 청 정부는 18세기 중엽부터 압록

강과 두만강 일대를 포함한 만주 전역에 봉금을 실시하고 개간과 거주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부터 중국의 정치적 혼란과 그 여파로

발생한 유민들이 만주로 이주하여 개간을 진행하였다. 조선과 청 정부는

압록강 일대에서 증가한 인구와 토지 관리를 위하여 군읍과 주현을 설치

하였다. 황초평 분쟁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변경지역이었던 압

록강 하구가 조선과 청의 영토로 편입되기 시작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황초평 분쟁은 19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특성을

반영한다. 1883년 황초평 교섭은 당시 조선과 청 사이에 ‘조공책봉체제’

가 아직 유효한 상황에서 진행된 불평등한 교섭이었다. 반면에 1901년부

터 시작된 황초평 교섭 당시 한국은 청과의 종래 사대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한 상황이었다. 1901년부터 한국은 정부 차원에

서 황초평이 한국 소속임을 주장하면서 1895년 이후 청인들의 황초평 침

입하여 채취해 간 갈대에 대한 배상과 청인들의 침입 재발을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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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정부는 1901년 이후 황초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

장하고 정부간의 교섭을 통하여 이를 확인받으려 하였다.

황초평 분쟁은 19세기 후반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영토와 국경

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 영토 정책을 보여준다. 이

시기 한국 정부는 ‘근대화’를 위한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지역을

포함한 국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895년 이후 전국의 읍

지와 읍사례 및 지도가 수집, 그리고 1899년부터 1904년까지 지계양전사

업 실시가 그것이다. 1902년부터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과 황초평 교섭을 위한 사감위원 파견

은 이 당시 한국 정부의 한청 국경문제에 대한 적극 정책을 보여 준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1904년 러일전쟁의 발발과 그 해 6월 한청

변계선후장정 체결에 따라 모두 무산되었다. 변계선후장정 체결로 간도

관리사 이범윤의 소환이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가 그 해 5월에 파견하였

던 황초평 사감위원의 활동도 1905년 8월 경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되었

다. 러일전쟁 발발과 그에 따른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청 국경문제의 독자 해결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1906년부터 일본이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황초평 분쟁에 개입하였다.

압록강 하구에서 황초평의 전략·경제 가치를 인식하고 황초평의 영토화

를 진행한 것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었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압록강

하구를 장악한 일본은 장래 한국에 대한 지배와 압록강 하구 개발을 염

두에 두고 황초평에 주목하였다. 1906년 일본군 안동현군정서 용암포파

출소장 成田正 소장과 통감부의 통역 前間恭作의 보고서 등은 당시 일본

의 황초평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잘 보여준다.

일본은 1906년 11월 이후부터 황초평 분쟁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였다.

일본은 청 정부와의 외교적 분쟁을 피하면서 황초평을 한국 영토로 만들

기 위하여 골몰하였다. 일본의 방침은 당시 청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대

황초평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고 그 권리를 한인들에게 이전하여 황초평

에 대한 지상권을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 정부의 방침은 청 정부가 황초평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

고 틈을 이용하여 갈대 채취권을 신속하게 매입한다는 것이었다. 1906년

12월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안동영사관의 岡部三郞 영사의 주도 아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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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영사관의 직원을 동원하여 갈대 채취권 매입을 진행하였다. 岡部三

郞 영사는 그 과정에서 청인 손경당의 반발로 갈대 채취권 매입이 어려

워지자 玄洋社 출신 柴田麟次郞 등을 동원하여 폭력감금 사태를 일으키

기도 하였다.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이 일본과 청의 외교 문제화할 것을 우

려하여 일본 측은 1907년 4월경 갈대 채취권 매입을 중단하였다. 이어

岡部三郞 영사는 一進會와 일본인 柴田麟次郞 등을 계약서상 甲乙 관계

로 하여 한인들의 황초평으로 이주와 개간을 진행한다는 다시 ‘황초평

공동경영안을 계획하였다. 일본 측이 공동경영안을 입안한 목적은 황초

평 갈대 채취권 매입을 일본인 및 한인과 청인 사이의 거래로 하여 일본

의 황초평 분쟁 개입을 은폐하고 한인들의 황초평에 대한 권리 주장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岡部三郞 영사는 다시 계약이 성립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아 일진회가 공동경영안 계약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구실

로 계약서상 갑을 관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공동경영안의 주도권은 일

본으로 넘어갔다.

이후 통감부는 다시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진행하여 마침내 1908년

2월 청인 주주들로부터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였다. 이는 형식상 통감부

가 황초평의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는 대신 이전의 황초평 주주 36명은

황초평이 한국 소속임을 인정하고 황초평을 10년 동안 임대한다는 계약

이었다. 여기에는 압록강 국경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

본은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으로 압록강 국경문제에서 유리한 위치가

되었다. 통감부는 갈대 채취권 매입을 계기로 황초평을 한국의 영토로

귀속시키기 위한 후속 작업과 동시에 청 정부의 황초평 교섭 요구에 대

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1926년 일본은 황초평을 식민지

조선의 평안북도로 편입하였다.

황초평 분쟁은 1880년대 이후 두만강 일대의 간도문제와 함께 한청 국

경문제를 대표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883년 이후 황초평은 갈대와 불

가분이 관계에 있었다. 간도문제가 간도의 영역과 간도 한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싼 것이었다면 황초평 분쟁은 황초평의 갈대가 발단이 된

한청의 영토분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황초평 분쟁은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자원분쟁의 성격이 강한 영토분쟁이었다. 이는 황초평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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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문제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黃草坪, 鴨綠江, 한국, 청, 일본, 영토 및 국경문제

학 번 : 2007-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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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1. 문제 제기

근대 주권국가의 성립은 주권, 국민, 그리고 영토 획정을 그 전제조건으

로 한다. 역사상 하나의 민족 혹은 국가는 자신들만의 영토와 주민을 기

반으로 성립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국가는 국경을 통하여 자신의 영역을

구분 짓고 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1)

영토와 국경의 개념은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국가2), 영토(territory)나 국경(boundary

혹은 border)3)의 개념은 19세기 후반 ‘近代化’ 과정에서 민족(nation)․민

족주의(nationalism) 등의 개념과 함께 도입되었다. 당시까지 생소하였던

1) 오늘날 국제법상 국가 주권은 곧 영토 주권을 의미한다. 영토에 대한 주권행사는 국제법의 목적

상 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한 국가가 영토 주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국가

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경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세련, 2010,〈국

제법상 영토분쟁의 해결에 관한 고찰―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법학연구》31, 232

쪽). 

2) 오늘날 정치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나라’와 ‘국가’라는 말이 혼용된다. 나라라는 말은 고대

  부터 사용되었을 만큼 오랜 전통을 가진 단어이나 국가라는 말은 19세기 말 내지 20세기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라고 하면 영토나 역사를 연상하지만 국가

라고 하면 정부나 주권을 연상한다. 우리나라에는 이전부터 삶의 공간으로 정치공동체를 의미하

는 전통적 국가 개념이 존재하였으나,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근대 국가의 이념이 들어와 이것이 

국가라는 용어로 정착되어 사용되었다. 한국의 전통적 나라 개념도 영토, 국민, 주권을 포괄하고 

있었으나 주권 사상과 국민 관념이 부재하였다는 점이 근대 국가 개념과 구별되는 차이이다. 전

근대시기 동아시아 국가인 청, 조선, 일본에서는 국가라는 개념을 대신하여 ‘天下’, ‘國’, ‘邦’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김성배, 2012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개화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52-2, 8쪽).

3) 국민․영토․주권 가운데 영토는 땅을 의미하는 영토만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바다, 양해와 영토

  와 영해 위의 상공인 영공도 포함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지상 상공인데 대기권까지의 상공

만을 의미한다. 영토는 국가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부분이다. 영토가 없으면 영해도 없고 영

토 및 영해를 떠나서 영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토의 경계를 국경이라 하며 국경선은 당

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따르며, 그렇지 않으면 해양․하천․호수․산맥 등의 자연

적 지형에 따라 설정된다. 항행이 가능한 하천은 하류로 향하는 항로의 중앙선, 항행이 불가능한 

하천은 양쪽 강가에서 중양선, 하천에 다리가 있으면 당사국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다리

의 중앙선이 국경선이 된다. 영토는 국가가 국제법상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영토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영토권’ 혹은 ‘영역권’이라고 한다(이택호, 

2010 <국가와 영토의 문제> 《철학과 현실≫87, 98-99쪽 참조).  



- 2 -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나라에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인 大韓帝國 시기와

1910년 이후의 국권회복 운동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4)

우리 역사에서 영토 및 국경문제는 18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

되었다. 그 이전에도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 분쟁이 있었다. 1712년(肅宗

38, 康熙 51) 조선과 청의 ‘白頭山定界碑’ 설립이 그 결과물이었다. 현재

국경선과 같은 명확한 구분은 아니었지만, 당시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양

국은 鴨綠江과 豆滿江이 양국 사이의 ‘천연의 경계’라는 인식에 합의하고

있었다.5) 이에 따라서 1880년대까지 두 나라 사이에 영토나 국경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은 없었다.

1880년대 이전까지 당시 양국의 경계는 지리상 경계, 혹은 면과 면이

접하여 있었다. 특히 조선과 청의 접경 지역이었던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는 청 정부가 18세기 중엽부터 滿洲6) 전역에 실시하던 ‘封禁’7)의 대상이

4) ‘민족’․‘민족주의’는 20세기 초 서양에서 중국 일본을 거쳐 들어온 ‘nation’․‘nationalism’이라는 외

  래어의 번역이다. 이들 단어가 한국에서 사용된 것은 겨우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1919년 3·1운동은 민족의 개념이 지식인만이 아니라 대중 차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정착되는 계기

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찬승, 2011,《민족·민족주의》, 小花, 50-102쪽 참조.  ‘민족’이라는 

용어의 용례가 한반도 주민 집단에 국한하여 사용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민족이라는 용어는 1904년 무렵부터 

오늘날 용례와 동일한 용어로 정착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백동현, 2004,《대한제국기 민족의

식과 국가구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0쪽). 서양근대사에서 nation은 nation state, 즉 

근대국민국가로 변역되거나 국민, 국가 정도로 번역된다. 그러나 자신들이 ‘단일민족임’을 신봉하

는 일본이 nation을 민족으로 번역하였으나 사실 동아시아 3국이 사용하는 ‘민족’은 영어의 

ethnic group에 적합한 단어이다(최갑수, 2004,〈내셔널리즘의 기원과 특성〉,《내서녈리즘:과거

와 현재》, 국학자료원, 7-9쪽 참조) 영토와 국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대한제국 시기 ‘실력양성

론’에 따른 자강사상과 민족의식의 고취, 사회진화론의 영향, 서구와 일본의 영토팽창주의 정책, 

고대사와 만주에 대한 관심 고조와 궤를 같이하여 진행되었다(김현철, 2011,〈한말 조선의 대외

관과 영토 인식〉,《만주연구》12, 116-123쪽 참조).  

5) 조선은 15세기에 4군과 6진의 개척하고 백두산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다. 그러나 이

  는 조선이 나름대로의 강역을 확보한 것일 뿐 명과의 경계를 공식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강석화, 

2002 ≪조선 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5쪽). 한중의 국경문제는 1772년(肅宗 38, 

康熙 51) 청의 烏喇總管 穆克登이 백두산 天池 남쪽 10리 지점 분수령에 ‘白頭山定界碑’를 세운 

것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백두산 정계 이후, 이 정계나 관련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추론이

나 다양한 입장의 해석이 등장하면서 나중에 점점 더 분란과 오해의 소지를 키우게 된 것도 분명

한 사실이다. 이를테면 정계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청의 烏喇總管 穆克登이 시종일관 강압적인 태

도를 취하였고 심지어는 조선측 고위 관원의 백두산 정상 등정도 고의로 가로막아 조선에 불리한 

경계 설정을 시도하였다는 의혹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 사례의 하나이다(김형종 편역, 2014 ≪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이하≪자료선역≫)≫, <머리말> , 서울대학교출판문

화원, ⅷ쪽).

6) 청대 만주족은 “珠申”, “諸申”, “滿洲”, “族旗” 등을 자신들의 마을, 部族 명칭, 國號를 지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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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탓에 개간은 물론 사람의 출입마저 엄격하게 제한되던 특수한 지역이

었다. 이 때문에 그 구분이 모호한 ‘邊境(frontier)'8)에 가까웠다.

1880년대 이래 조선과 청 사이에 영토 및 국경 문제는 만주에서 봉금의

이완과 그 영향 때문에 다시 부각되었다. 19세기 중엽 이후 중국 사회의

정치 혼란과 사회경제 위기는 대규모의 ‘流民’9)을 초래하였다.10) 그리고

  말로 사용하였고, 1635년(天聰 9) 太宗은 “諸申”을 “滿洲”라고 선포하였다. 러시아인들은 일찍 

만주를 “滿洲利亞”라고 하였고, 1930년대부터 일본인들은 현재의 중국 동북지역을 만주라 불렀

다. 만주의 역사적 연원에 대한 설명은 陳鵬, 2008 ≪淸代東北地區 “新滿洲” 硏究(1644-1911)

≫,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22-50쪽 참조.

  만주라는 地名은 원래 遼東․遼西를 지칭하였으나, 만주 전역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淸末 

民國 초 만주를 ‘東三省’(奉天․吉林․黑龍江省)이라 했고, 滿洲國이 수립되면서 만주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만주라는 명칭은 중국 공산당의 조직 명칭이던 ‘中共滿洲省委員會’에서 보듯이 중화

민국 시기까지 사용되다가 中華人民共和國(이하 ‘중국’으로 약칭)이 성립되면서 사라졌다. 중국 정

부는 ‘동북지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장세윤, 2005 ≪만주―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12쪽). 그러나 역사적으로 ‘中國 東北’ 또는 ‘東三省’라는 명칭보다 만주라는 명

칭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를 사용한다. 또한 본문에서 사용하는 봉천지역, 길림지

역, 흑룡강지역은 청대 奉天(현재 요녕성 瀋陽), 길림성의 吉林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지역임을 밝혀둔다. 

7) ‘封禁’이라는 용어는 淸代 이전 ‘24史’에는 보이지 않지만 청대 順治 연간에 최초로 등장한 이후 

  청대 사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봉금은 ①鑛山 ②土地, 牧場, 山林 ③水産資源 ④특정 지역

과 도로 ⑤문서 ⑥특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임시 통제 등의 의미로도 사

용되었다(趙陽, 2007 ≪淸代蒙古封禁政策硏究―以乾隆嘉慶朝中心≫中國人民大學 碩士學位論文, 

5-7쪽 참조). 청 정부는 만주에 대해 봉금을 실시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대 전기 200년 동안 東

南 해안 지역과 西南의 雲南․貴州省에 대한 한인들의 이주를 묵인하고 신강에서는 한족의 이주와 

개간을 장려하였다(馬汝衍․ 馬正大 主編, 1994 ≪淸代的邊疆政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05쪽). 

청대 봉금의 주요 대상은 關內 漢人들이 만주로의 유입 방지였다는 점에서(劉建明, 2009 ≪明淸

中朝邊界之形成―以對“閑曠地帶”爲中心―≫, 延邊大學 碩士學位論文, 40-41쪽 참조) 봉금은 物資

와 人員의 출입에 대한 출입 금지보다 철저한 관리를 의미하였다. 봉금의 목적은 ①청 정부의 만

주에서 생산되는 山蔘, 眞珠, 黃金 등에 대한 독점과 國有地 보호 ②旗人들의 생계 유지 ③만주족

의 생활 습관, 尙武精神의 유지 및 漢化 방지 ④청 정부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는 한족과 몽골족

의 결합 저지 등이었다(王景澤, 1997 <對淸代封禁東北政策的在認識> ≪東北師範學報≫1997-2, 

50-52쪽). 이외에도 ①한족들의 만주족에 대한 저항의 만주 확산 방지 ②만주를 팔기병들의 근원

으로 유지 ③중국 본토의 군사 위협과 몽골에 대한 군사 견제의 필요성 때문이었다(劉顯龍, 2007 

≪淸末東邊道設置硏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4쪽).   

8) 중국에서는 변경이라는 용어 대신 ‘邊疆’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고대부터 존재한 용

  어가 아니라 淸末民國 시기를 거쳐 중화민국 시기에 보편화된 용어이다. 통상 18省은 ‘內地’ 혹은 

‘本土’, ‘本部’라 했으며, 그 나머지는 ‘藩屬․藩部’라 지칭되었다. 이들 번부는 대부분이 淸末과 중

화민국 초기를 거치면서 新疆을 필두로 省으로 建制되었으나, 과거의 內地 18성을 제외한 지역은 

변강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중화민국 설립 이후에는 습관적으로 만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

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박상수, 2005 <중국 근대 ‘民族國家’(nation-state)의 창조와 ‘邊疆’ 

문제―청말 민국시기 ‘邊疆’인식의 변천 ―> ≪中國學報≫ 52, 292쪽).

9) 청대 ‘流民’이란 통상 州縣의 戶籍에 편입되지 않은 ‘流動人口’를 의미하였다(張杰·張丹卉, 2005 

  ≪淸代東北邊疆的滿族≫, 遼寧民族出版社, 306쪽).

10) 특히 咸豊～同治(1851～1874) 연간에 ‘太平天國의 亂’을 비롯한 대규모 반란이 계속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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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들이 생계를 위하여 만주로 대거 이주함에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 일

대를 비롯한 만주 곳곳에서는 유민들의 개간과 거주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1860년대가 되면 조선의 압록강 맞은편까지 청 유민들의 개간과 거

주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조선에서는 1860년 흉년을 계기로 함경도와

평안도의 주민들이 러시아와 청의 吉林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만강 對岸 ‘間島’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

하는 주민들도 있었다.11) 19세기 중엽 이후 사람이 거주하지 않던 조선과

청의 접경 지역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 처리가 양

국 사이에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1880년대 중반부터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 획

정이 외교 문제로 대두되었다. 1885년(高宗 22, 乙酉)과 1887년(高宗 23,

丁亥)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선과 청의 共同勘界(‘會勘’, 즉 공동 국

경조사)에서의 쟁점도 바로 간도의 영역과 간도 이주 한인들에 대한 관할

권이었다.12) ‘間島問題’는 두 차례의 감계회담 결렬 이후 러일전쟁 이전까

지 한국과 청 정부 사이 최대 외교 현안이었다.13) 그리고 1909년 일본과

다. 1856년부터 1865년까지 10년 동안 중국 각지에서 발생한 반란이나 폭동은 2,332건에 달했

다(馬汝衍․馬正大, 1994, 앞의 책, 107쪽). 

11)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18, 19세기 이래 조선 내부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온 함경도를 포함

한 북방영토에 대한 개발, 그리고 백두산 일대와 두만강 이북 지역의 북방영토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1712년 백두산정계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증가도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강석화, 2002 ≪조

선 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참조.

12) 1885년 제1차 공동감계에서 조선 정부는 ‘土門江=松化江’이라는 주장에 따라 송화강 동남쪽이 

조선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 정부는 백두산 정계와 관련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

은 상황에서 정계비의 위치나 그 비문이 지닌 의미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조선 정부도 더 이상 ‘土門江=松化江’說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제1차 공동감계

가 종료된 직후부터 조선 정부와 의논하여 공동감계의 권한을 위임받은 袁世凱는 李鴻章에게 조

선 유민들이 거주하는 吉林 동남쪽을 청의 행정구역으로 예속시키자는 주장(‘借地安民/借地安

置’)을 제안하였고, 이를 당시 조선의 外署督辦 金允植에게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 정

부에서는 조선 관원이 통행하면서 관할하고 해마다 소작료를 거두어 길림 지방관에게 넘기겠다

는 제안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887년 제2차 공동감계에서 조선 정부는 새로이 紅土山水를 

경계로 삼을 것을 고집하여 제2차 공동감계도 무산되었다. 이후 다시 청 정부는 1888년 제3차 

공동감계를 제안하였으나, 고종이 즉각 응하지 않아 유야무야되었다(≪자료선역≫ <머리말>ⅰⅹ

-ⅹⅴ쪽 참조). 이외 秋月望, 1989 <朝中勘界交渉の発端と展開―朝鮮側の理念と論理―> ≪朝鮮學

會≫, 132 참조.

13) 공동감계가 무산된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는 양국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빈번하였다. 

일본인들이 기록한<1889-1905年韓淸國境紛爭諸記錄>의 ‘淸韓歷年界案表’에 따르면 1889년부

터 1905년까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양국 사이에 39건의 크고 작은 국경 관련 분쟁이 있

었다고 한다(國史編纂委員會, 1982 ≪駐韓日本公使館記錄≫26 <1889-1905年韓淸國境紛爭諸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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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정부가 체결한 圖們江中韓界務條款(일명 ‘間島協約’)에 따라 한중의 국

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규정되고, 간도문제는 외교적으로 일단락되었

다.14)

그런데 간도협약은 일본과 청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체결된 조약

이었다. 이에 따라서 간도협약의 결과 부당하게 간도를 ‘빼앗겼다’는 인식

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진행된 간도문제에 대한 자료의 정

리와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기정사실화 하였다.15) 그리고 최근에는 간도

협약 자체에 대한 부당성 및 그 효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제법상 무효

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16)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간도는 식민지 조선에서 이주한 한인들의 생활

터전이자 독립운동의 現場으로 高句麗와 渤海의 ‘故土’라는 인식 때문에

국경 문제의 주요 연구 소재였다.17) 1880년대 이래 간도문제를 둘러싼 이

러한 인식과 역사 배경은 1950년대 이후 국내 간도문제 연구를 견인하는

주요한 원동력의 하나였고18), 지금까지 ‘한중 국경문제=간도문제’라는, 인

錄>  國史編纂委員會, 310-314쪽).  

14) 간도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 정부가 이전부터 주장하던 ‘土門江=豆滿江’설에 따라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고, 간도 한인들에 대한 청 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간도협약 대한 

자세한 내용은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編, 1980 ≪淸季中日韓關係史料≫(영인본)(이하≪關係史

料≫로 약칭) 第10卷 <中日圖們江滿韓定界條款計七款>(1909.9.4=宣統元年 七月 二十日), 경인

문화사, #4774 6979a-6980b쪽 ;外務省 編, 1965 ≪日本外交年表竝主要文書 1940-1945≫上, 

原書房, 324-325쪽의<間島に關する日淸協約>등 참조.

15)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간도문제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統監府 編, 1907 ≪間島ニ關スル鐘城郡鄕廳公文書≫; 幣原原, 1909 ≪間島の國境問題≫, 東洋協

會調査部; 篠田治策, 1938 ≪白頭山定界碑≫, 樂浪書院; 稻葉君山, 1926 <朝鮮國境の史的考察⑴

∼⑸> ≪朝鮮史學≫1-3, 2-4, 3-5∼7. 이 가운데 篠田治策의 저서는 한청 국경 및 간도문제에 

대한 선구 연구 업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그의 관점과 자료 정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석화, 2002, 앞의 책, 26쪽).

16) 이에 대해서는 노영돈, 2004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와 한국의 간도영유권> ≪한국사론≫41; 

서길수, 2009 <간도협약 직전(1908) 청국의 백두산 국경 날조사건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83; 이일걸, 2009 <間島協約 締結 100년의 回顧와 展望> ≪백산학보≫85 등 참조.

17) 특히 1902년 이후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으로 대변되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간도정책 이

후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간도문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內部와 이범윤의 간도정책은 문명 담론에 기반을 둔 팽창적 ‘제국’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당시 한국인들이 ‘간도문제’에 투영한 역사적 의미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 능력간의 간극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

정태, 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

민의 삶≫, 171-172쪽 참조.

18) 본고에서는 편의상 ‘두만강 국경문제 연구’로 표현하였지만 여기에는 두만강과 관련된 ‘간도문

제’, 백두산정계비 관련, 19세기 勘界會談 등 관련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에 

대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김춘선, 2002 <鴨綠·豆滿江 국경문제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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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형성될 수 있던 주 배경이었다. 그런데 조선, 혹은 대한제국의 국민

과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영토 및 국경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졌다고 보

기 어렵다.

반면에 두만강과 함께 한중의 또 다른 국경 하천인 압록강19) 국경 문제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무엇보다 1909년 간도협약에

이어 1910년 국권 상실 로 우리가 근대 의미의 국경 획정에 참여할 기회

를 박탈당하였기 때문이었다. 1945년 이후에는 분단과 냉전 상황에서 압

록강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 압록강 국경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1950년대 이후부터 간도문제를 포함한 두만강

국경문제 연구는 냉전시대 북·중 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오해로

오히려 더욱 탄력을 받았다.20) 그러나 압록강 국경문제는 한국사의 흐름

≪한국사학보≫12; 김춘선, 2003 <조선인의 동북 이주와 중조(한) 국경문제 연구동향―중국 학

계의 성과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학회; 한철

호, 2004 <근대 한중 국경조약과 국경문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이성환, 2006 <간도 문제 연구의 회고와 전망―새로운 연구지평의 확장

을 위한 비판적 검토―> ≪白山學報≫76; 김종건, 2007 <백두산․간도 역사 연구의 현황과 쟁점> 

≪東北亞歷史論叢≫18; 김종건, 200 <한․중의 간도 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東洋學≫43 등 참

조. 일본의 연구 성과는 明和悅子, 2008 <日本의 對間島政策의 방침전환과 간도협약―內藤湖南

의≪間島問題調査書≫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 경인문화사; 秋月望, 

2010 <華夷秩序の境界から國際法的な國境へ―朝鮮と淸の境界地帶をめぐる硏究史―> ≪明治學院

大學國際學部付屬硏究所年報≫13 등 참조. 중국의 한중 국경문제 연구사 및 연구 경향에 대해서

는 刁書仁, 2001 <中朝邊界沿革史硏究> ≪中國邊疆史地硏究≫4; 배성준, 2004 <중국의 조·청 

국경문제 연구동향> ≪중국의 東北邊疆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김춘선, 2003, 앞의 

논문; 김형종, 2009 <최근 중국에서의 청대사 연구동향의 분석―특히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 연

구를 중심으로>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한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120-134쪽 

등 참조.

19) 압록강의 길이에 대하여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압록강의 길이를 790.4㎞, 북한은 803㎞, 중국은 

795㎞라고 각각 주장하였다(이옥희, 2011 ≪북․ 중접경지역≫, 푸른길, 108쪽). 일제강점기 조사

에 따르면 압록강의 발원이 함경남도 갑산군 보혜면 대연지봉이다(朝鮮總督府 編, 1938 ≪朝鮮

土木工事誌≫ <鴨綠江河川改修編>  朝鮮總督府, 65쪽). 그러나 1970년대 북한은 병사봉 남서쪽

에서 수 백m 내려가면 부석돌짬에서 천지의 맑은 물이 새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압록강의 발원이라 주장하였다(북한사회과학연구소, 1976 ≪력사사전≫Ⅱ, 사회과학출판사, 

1198쪽). 중국은 압록강이 백두산의 주봉인 백두산 산기슭 ‘長白泊子’에서 발원하며 유역 면적

은 6,188만 9000㎢으로 이 가운데 중국쪽 유역이 3,246만 6,000㎢라고 한다(中國海灣志編纂委

員會, 1998 ≪中國海灣志≫第14冊(重要河口), 海軍出版社, 386쪽).

20) 간도문제를 중심으로 한 두만강 국경문제 연구의 진척에는 냉전시대인 1960∼70년대에 북한이 

백두산과 두만강 유역의 일부를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대가로 양보하였다는 소문과 함께 ‘古土

回復’을 주장하는 남한의 ‘민족주의자’들의 열망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1945년 이후 간도

문제와 관련된 두 번째 연구인 李瑄根의<백두산과 간도문제―회상되는 우리 강역의 역사적 수난

―>(1962)과≪白山學報≫의 창간(1966)은 모두 북한과 중국의 백두산 일대 할양설을 그 배경으

로 하였다(은정태, 2007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17,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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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쟁점이 될 만한 상징성이나 대표성을 지닌 문제가 아니었고 그 연구

가 진척될 만한 정치 배경이나 사건도 없었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자료들을 보면 당시 압록강 국경문제

는 복잡한 외교 사안이었다.21) 그럼에도 1880년대부터 1964년 ‘中·朝邊界

議定書22)(이하 ’변계의정서‘)’ 체결까지 압록강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어떠

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23)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1880년대 이후 압록강 국경문제와

관련된 주요 사건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압록강 국경 문

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는 압록강 국경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1883년부터 1926년까지 압록강 하구의 섬인 황초평을 둘러싸고 전개된

‘황초평 분쟁’24)을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이 주제는 단편이나마 한중 국경

쪽).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에 이르러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북한 인사들에 

의한 백두산 천지의 분할(‘天池半分設’)도 전해졌으며, 이는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 

한다(노영돈,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 고찰> ≪백산학보≫82, 233-234쪽).

21) 1911년 4월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사한 朝鮮總督府 總務部長 겸 事務取扱外事局長 小松綠은 

“압록강  및 도문강에 있는 도서 및 사주는 그 소재 명칭이 명시된 문서 혹은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에 따라서는 홍수 때마다 그 위치형상이 바뀌는 것이 있다. 따라서 日․ 
淸, 日․ 露의 사이에 누구의 영토에 속하는 것을 판명해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國境附近島嶼

沙洲ニ關スル調査≫(1911) <國境附近島及嶼沙洲ニ關スル調査>(CJA0002277), 60-61쪽). 1922

년 11월 安東海關 稅務司 퍼거슨(T. H. Ferguson)도 압록강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

대한 문제가 오랫동안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만주와 조선의 경계가 개념상 압록강으로 설정되었

으나, 아직 정확한 국경선이 획정되지 않았음을 우선 지적하였다(≪鴨綠江日支画界問題一件 附 

渡船場問題 島嶼問題(1923.11)≫ <趣意書>(B0341228300), 81쪽). 이러한 퍼거슨의 지적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압록강 및 두만강의 국경문제와 관련된 문서에서 확인된다. 여기에는 

당시 중국 정부와 압록강과 두만강에 대한 관할권, 도서 및 사주의 소속을 둘러싼 문제는 물론 

압록강의 渡船 및 航行權, 用水 이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鴨綠江日支

画界問題一件 附 渡船場問題 島嶼問題(1923.11)≫참조.

22) 변계의정서는 1964년 3월 20일 北京에서 중국의 陳毅 외교부장과 북한의 朴成哲 외교부장 사

이에 체결된 압록강․두만강과 도서와 사주의 소유권, 백두산의 소유를 획정한 조약이다. 북한은 

조약 체결 과정에서 나름대로 외교력을 발휘하여 天池를 유리하게 분할하였고, 압록강과 두만강

에서의 도서와 사주 가운데 상당수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석, 2004 ≪북한-중

국관계 1945-2000≫, 중심, 227-236쪽; 노영돈, 2008, 앞의 논문, 229쪽 등 참조.

23) 1945년 이후 북한과 중국의 국경분쟁은 주로 압록강 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 시기 迎門港 일대에서 북한군이 월경한 중국 어민들에게 발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황초평 

분쟁이나 수풍발전소의 전력 분배를 둘러싼 분쟁도 있었다고 한다(沈志華․박종철, 2012 <‘중 ·북 

국경문제 해결’ 에 대한 역사적 고찰(1950-1964)> ≪아태연구≫, 37쪽).

24) 필자는 ‘황초평 분쟁’이라 표현하였으나 여기에는 1883년의 조선 의주부와 청 동변도대의 황초

평 교섭을 포함하였다. 1883년 황초평 교섭은 최초 황초평 교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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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압록강 국경문제의 쟁점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황초평 분쟁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초평은 그 대상인 황초평이 威化島와 같은 섬처럼 처음부터 압

록강에 존재해 온 섬이 아니었다.25) 황초평은 그 형성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자료를 종합하면 19세기 초반에 형성된 압록강의 갈

대밭 혹은 습지가 변하여 된 섬이었다. 간도문제는 그 연원이 1712년 백

두산정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26) 황초평은 19세기 초·중반에 형성되었

기 때문에 황초평 분쟁은 그 연원이 짧다. 또한 간도는 그 명칭과 지형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범위도 분명하지 않지만27) 황초평은 압록강의 섬으

로 서 공간 범위가 분명하였다. 간도문제가 간도의 영역과 간도 거주 한

인들에 대한 분쟁이었다면 황초평은 그곳에서 생산되는 갈대의 소유가 발

단이 된 분쟁이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황초평 분쟁을 간도문제와 구분 짓

는 특징이다. 황초평은 황초평 분쟁이 시작되었던 당시부터 비교적 가까

운 시기에 형성되었다. 황초평은 압록강 하구에서 기존의 한국과 청 어느

25) ≪新東國輿地勝覽≫ 義州牧 <山川>에는 압록강 하류의 도서로 於赤島·威化島·黔同島·蘭子島·鳥

沒亭島 등의 5개 섬이, 龍川郡 <山川>에는 薪島·大牛島·參島·申知島·獅子島·吾道島·馬島·月老島 

등 8개 섬만 확인된다(서인범, 2006 <압록강하구 沿岸島嶼를 둘러싼 朝·明 영토분쟁> ≪明淸史

硏究≫26, 45쪽). 한편 19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龍城府邑志≫(奎17499)의 <山川付 島

嶼>에는 少爲島·薪島·大牛島·參島·獅子島·馬島·月老島·煙童島·石串島·馬鞍島鷹遊島·大毛島 등의 명

칭이 확인된다. ≪龍城志≫에는 少爲島·薪島·大牛島·蔘島·獅子島·馬島·月老島·梁辰島·煙童島·石串

島·馬鞍島·鷹遊島·毛大島·臥島·德大島 등이(房斗天 編, 年度未詳 ≪龍城志≫(奎17402)), 조선총독

부에서 간행한 용성지역 1/50,000 지도에는 薪島·馬鞍島·達島·草介島·水島·쑥섬(艾島)·정족바우

(丁足岩)·露積島·끝섬(末島)·장섬(長島)·洋島·薪島 등과 주변 무인도 10개, 杻島에는 이름 없는 섬

이 1개, 獅子島·九營島·응서뿔(鷹嶼角)·門泊島·매로리섬(每路里島)·창바위(昌岩)·도룡섬(潮龍島)·가

는섬(細島)·碧島·暈島·小多獅島·大多獅島와 주변 이름 없는 섬 2개, 加次島와 이름 없는 섬 2개가 

있었다. 또 小煙童島와 이름 없는 섬 1개, 大煙童島·매미섬(蟬島)·눌섬(臥島)·獅子島가 연이어 있

었고, 信島·耳島·가는섬·鍤島·緇島 등이 있었다. 그러나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되었다(龍川郡誌編

纂委員會, 1998 ≪龍川郡誌≫, 平安北道龍川郡民會, 91쪽). 

26) 두만강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백두산정계비나 간도문제는 1712년 백두산정계 이후 이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추론이나 다양한 입장의 해석이 등장하면서 나중에 점점 더 분란과 오해를 키울 

소지가 있었다(≪자료선역≫ <머리말>,  ⅷ쪽).

27) 1880년대 당시에도 간도라는 명칭에 대하여 “애초에 개간을 시작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지 실

제로 물 가운데를 흐르는 섬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자료선역≫ <2-067 [李重夏] 別單初⑴  

고종 22년 12월 6일>  499쪽)라고 하였다. 당시 한인들이 두만강 북쪽을 ‘간도’, 혹은 ‘東간도’

로, 두만강 일대 한중 국경의 夾皮溝, 樺皮甸子를 ‘北간도’, 岡後湯河, 漫江 각 지역을 ‘西간도’, 

奉天省의 興京廳, 鳳凰廳을 ‘南간도’로 각각 불렀다고 한다(劉石蓀, 年度未詳 <長白山岡江志畧>

(李廷玉 編, 1917 ≪長白四種≫, 中國邊疆史地叢書 初編 第8冊), 臺聯國風出版社, 1969, 

119-120쪽).



- 9 -

곳에도 속하지 않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황초평 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한

고찰은 양국의 기존 영토 및 국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논리, 그리고 인식

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황초평 분쟁은 1880년대 이래 한국과 청 사이에 영토 및 국경 문

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던 시기와 중복되어 진행되었다.28)

1882년(高宗 19) 조선 정부의 두만강 일대 越墾 한인에 대한 刷還을 시작

으로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의 공동감계, 1902년 間島視察使 李範允

의 활동 시작과 1904년 6월 韓·淸邊界善後章程29) 체결, 1909년 9월 간도

협약 체결 등의 사건과 함께 1900년 10월 鬱陵島의 강원도 편입30), 1903

년 5월 ‘용암포 사건’31) 등 영토 및 국경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잇달아 일

어났다. 육지만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한국과 청, 한국과 일본의 어업분쟁

이 본격화되고 있었다.32) 따라서 황초평 분쟁에 대한 연원과 해결 방안에

28) 1860년(哲宗 11)에는 두만강 하구의 鹿屯島가 북경조약에 의하여 러시아령이 되었다. 녹둔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기석 외 5명, 2012 ≪두만강 하구 녹둔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참조.

29) 한청변계선후장정(이하 ‘변계선후장정’으로 약칭)은 ‘新定劃界防邊條約’(王鐵崖 編, 1982 ≪中外

   舊約章彙編≫第2冊, 281-282쪽)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 성과는 유병호, 2002 ≪在

滿韓人의 國籍問題 硏究1881-1911≫,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7-113쪽; 姜龍范, 2000 ≪

近代中朝日三國對間島朝鮮人的政策硏究≫,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70-75쪽; 권혁수 지음, 2007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352-354쪽; 倪屹, 2013 ≪間島問題硏究≫, 延邊大學 博士

學位論文, 67-69쪽; 蔡建, 2004 ≪大韓帝國與中國的外交關係1897-1910≫, 復旦大學 博士學位

論文, 102-111쪽; 呂一燃 主編, 2006 ≪中國近代邊界史≫(上卷), 四川出版集團·四川人民出版社, 

38-42쪽 등이 있다. 국내의 변계선후장정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으며, 유병호의 연구도 장정의 

내용 소개와 간단한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중국의 학자들은 변계선후장정에 대하여 자세

하게 언급하였다. 권혁수는 변계선후장정은 러일전쟁 기간에 한국과 청 사이에 체결된 유일한 

협정일 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한청 양국 정부 사이의 유일한 국경문제 관련 협정으로 두만강 

지역의 안정과 사회 질서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긴장 국면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

다(권혁수 지음, 2007, 앞의 책, 352-353쪽). 姜龍范은 변계선후장정이 형식상 한국과 청 정부

간 공식 감계 이전 양국의 변경 관원들 사이에 임의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姜龍范, 2000, 앞의 책, 75쪽). 반면에 倪屹은 청 정부가 변계선후장정의 체결로 

두만강 북쪽 지역의 영토 주권 및 월간 한인들에 대한 사법 재판권을 확보하는 한편, 이범윤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고 변경의 안녕 질서를 보장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倪屹, 2013, 앞의 논문, 

69쪽). 呂一燃도 변계선후장정 체결 이후 한국 병사들의 침공이 없어져 양국 변경지역의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呂一燃 主編, 2006, 앞의 책, 40쪽). 蔡建은 변계선후장정의 체결

이 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구실이 되었다고 보았다(蔡建, 2004, 앞의 논문, 111쪽). 

30) ≪官報≫ <勅令 第41號>(1900.10.25).

31) ‘용암포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소령, 2004 <용암포사건에 대한 대한제국의 위기의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31 참조.

32) 이에 대한 내용은 이근우 외 지음, 2008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동

   북아역사재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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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노력 등이 시기적으로 나누어 고찰되어야 한다.

셋째, 황초평은 분쟁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특성을 반영

하고 있다. 황초평 분쟁은 19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의 ‘조공책봉체제’가

해체되고 ‘萬國公法’에 근거한 서구 열강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

되어 가던 과정에서 한국, 청, 일본 그리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한 사

건이었다. 또한 이 시기는 왕조국가였던 조선과 청이 1880년대 이후 ‘近代

化’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국 모두 영토 및 주권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넷째, 황초평 분쟁의 처리 방향과 종결에 대한 시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황초평 분쟁은 전근대 시기 조선과 청의 변경 지역이

던 압록강 하구가 근대 의미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중국과 한국 사이에

지금과 같은 국경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 사례라 할 수

있다. 간도문제가 1900년 간도협약 체결로 종결되었다면 황초평 분쟁은

1926년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서 장기 관점에서 황초평 분쟁은 1880년

대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중 국경의 형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황초평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점이다. 황초평(현재 북한의 ‘黃金

坪’)은 현재 북쪽으로는 북한의 新義州 및 중국의 丹東과 인접한 압록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금도 압록강 홍수에 따른 잦은 지형

변화로 잘 알려져 있다.33) 현재 황초평을 포함한 압록강 하구는 접경 지

역이라는 특성상 북중관계 혹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국경 분쟁 발생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른 압록강·두만강

개발 프로젝트(중국에서는 ‘黃金坪經濟合作區’라고 함)34)와 같은 대규모

33) 1911년 4월 압록강과 두만강을 현지 조사한 朝鮮總督府 總務部長 겸 事務取扱外事局長 小松綠

은 “압록강과 도문강에 있는 도서 및 사주는 그 소재 명칭이 명시된 문서 혹은 도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에 따라서는 홍수의 때마다 그 위치형상이 바뀌는 것이 있다. 따라서 

日· 淸, 日· 露의 사이에 누구의 영토에 속하는 것을 판명해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國境附近

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1911) <國境附近島及嶼沙洲ニ關スル調査>(CJA0002277), 60-61쪽).

   1945년 이후 북한과 중국의 경쟁적인 제방과 댐의 건설, 간척사업 등으로 압록강 일대의 지형은 

많이 변하였다. 현재의 지형도 1964년 조·중변계의정서 체결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다. 특히 압

록강 하구는 토사의 퇴적이 왕성하고 간척사업이 활발하여 하천의 지형이 크게 변하였다. 예를 

들어 압록강에 있는 북한의 小다사도와 신도는 간척사업으로 연륙되어 지금은 섬이 아니다. 두

만강에 있는 북한의 섬 유다도는 토사의 퇴적으로 중국에 연접하게 된 반면에 중국의 琿春의 봉

천도는 중국의 영토이지만 토사가 퇴적되어 북한과 연륙되어 중국 측에서 배를 타고 건너는 불

편함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옥희, 2011 앞의 책, 95-10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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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 추진과 그에 따른 경제 발전의 가능성도 기대된다. 이러한 점

에서 황초평 분쟁 연구는 현재 북중 접경 지역의 역사 배경에 대한 이해

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현실 혹은 미래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상과 같은 황초평 분쟁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와 문제 시각은 복합적

인 시각과 분석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도 황초평 분쟁

은 중요성이 간도문제에 뒤지지 않는 현안이었다.35) 이에 따라서 황초평

분쟁은 간도문제와 시기를 같이하면서도 그 성격이 다른 국경 문제로 한

중 국경 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압록강 국경문제 연구 동향과 문제점

한중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사 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36) 특히 두만강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1950년대부터 국내외에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압록강 국경문제 연구는 양과 질의 수준

에서 두만강 국경문제 연구에 미치지는 못 하지만37) 1970년대부터 조청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압록강 국경문제는 물론 한중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中

立地帶’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다.38)

34) 이 계획에 따르면 황금평에 IT기지, 국제문화교류컨벤션센터, 바이오 산업기지 등을 세우겠다

는 청사진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민족21≫104호(2009.11) <북중 경협의 

상징 압록강·두만강 개발프로젝트 황금평과 라진항, 동북아 경제지도 바꾼다>  69-71쪽 참조. 

황금평경제합작구 설립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焦朝霞·孫娜, 2015 <黃金坪經濟合作區建

設對遼寧和朝鮮經貿合作的影響分析> ≪湖北經濟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12-1 참조.

35) ≪葦洲所屬係爭一件(1908.2.24.-1908.9.23)≫ 第1卷, <第55號>(1908.9.11), 351쪽. 

36) 한중 관계사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陳尙勝, 2008 <최근 15년간 중국 학계의 청조와 조선관

계사에 대한 연구논쟁> ≪이화사학연구≫37; 유장근 외 지음, 2009 <최근 중국의 청대 대외관

계사 연구동향―조청관계사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동북아역사재

단 참조.

37) 秋月望은 한중 양국이 일찍부터 압록강을 국경선으로 한다는 사실을 다소 명확하게 합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분쟁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다고 하였다(秋月望, 1983 <鴨綠江北岸の統巡

會哨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11, 117쪽). 1980년대까지 압록강 국경문제 관련 연구로

는 유승적, 1978 <朝鮮後期, 西間島 移住民에 대한 一考察:≪江北日記≫의 解題에 붙여> ≪亞細

亞硏究≫59; 양태진, 1994 ≪우리나라 영토이야기≫, 대륙연구소출판부, 129-144쪽; 麻生武龜, 

1938 <李朝時代の西北領界と鴨綠江―特に淸朝との關係を論ず―> ≪稻葉博士還曆記念滿鮮史論叢

≫, 稻葉博士還曆記念會, 23-60쪽 등이 있다. 

38) 연구자나 자료에 따라 空間地帶·無人地帶·閑曠地帶·間曠地·局外中立地(Neutral district) 등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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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中立地帶’ 연구

이 문제는 압록강 서쪽과 두만강 북쪽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봉금 지

역의 성격 및 관할권에 대한 논쟁으로 청대 프랑스인 예수회 선교사 뒤

알드(Du Halde)가 ≪中華帝國地圖(Description de la Chine)≫를 작성하면

서 그 일부인 <朝鮮王國圖>에 포함된 압록강 서쪽과 두만강 북쪽 일대를

‘無人地帶’로 표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39) 일제강점기 永井勝三40), 篠田治

策41), 稻葉岩吉42), 麻生武龜43) 등이 중립지대의 존재를 언급하기 시작한

이래 1970∼80년대 국내의 연구자들도 뒤 알드가 ≪중화제국지도≫에서

언급한 중립 지대를 청의 통치가 미치지 않았던 지역으로 보고 조선과 청

의 경계는 현재의 두만강과 압록강이 아닌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간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였다.44)

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중립지대’로 통일하였다. 

39) 천문, 지리 등 18세기 서양 과학기술에 깊은 관심이 있돈 강희제는 프랑스 예수회 소속 선교사

인 도미니크 파르냉(D. Parrenin)의 건의를 받아들여 1708년(康熙 47)부터 중국 전역에 대한 

실측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조아생 부베(Jaochim Bouvet), 쟝 바티스트 레지(Jean 

Baptiste Regis), 피에르 자르투(Pierre Jartoux) 등을 비롯한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양성한 중국

인들의 도움으로 사업을 실행하였다. 이들은 천체 관측과 삼각측량을 바탕으로 하여 우선 만주

와 몽고 지역의 실측을 마무리한 후 중국 내륙을 측량하여 1716년에 측량을 마무리 지었다. 이

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작성된 것이 1717년의 <朝鮮圖>이며, 이듬해 ≪皇輿全覽圖≫를 완성하

였다.  이 가운데 41쪽으로 구성된 銅版圖는 프랑스로 보내져 뒤 알드가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제국의 지리 역사적 안내도(Descripcion géographique historique de l’Empire de la Chine )

≫(1735)를 저술하였고, 당빌은 뒤 알드가 저술한 자료의 지도 부분을 담당하였다. 당빌은 지도

의 불합리한 요소를 예로 들어 중국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북경의 경선을 0도로 한 것 등을 

수정한 후 지도를 제작하여 위 알드의 저술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지도만을 모아서 별도로≪신 

중국, 중국령 달단 및 티벳(Nouv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e Tibet;

신중국지도첩)≫(1737)을 간행하였다. 뒤 알드는 지도학에서 처음으로 한국 전도를 별지로 발간

하였다. 그 지도는≪황여전람도≫를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중국에서도 그 권위와 객관성을 인정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정철, 1991 ≪서양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86-88쪽 참

조.

40) 永井勝三, 1925 ≪北鮮間島史≫, 會寧印刷所出版部(경인문화사, 1989 ≪韓國地理風俗誌叢書≫

(영인본) 288권에 수록). 중립지대에 대해서는 본문의 256-258쪽 참조.

41) 篠田治策 ≪間島問題の回顧≫, 谷岡商店, 1930(김춘선 주필, 2009 ≪중국조선족사료선집≫력사

편(이주사 10권), 연변인민출판사, 745-808쪽 수록. 중립지대에 대해서는 본문의 761-762쪽 

참조).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樂浪書院, 1938(김춘선 주필, 2009, 앞의 책, 107-393쪽에 

수록). 중립지대에 대해서는 본문의 제4장 無人地帶の成立 131-142쪽, 제11장 定界碑建立後の

間曠地 233-244쪽 참조)

42) 稻葉岩吉, 1935 ≪滿洲發達史≫, 日本評論社, 221쪽.

43) 麻生武龜, 1938, 앞의 논문, 23-60쪽. 

44) 金聲均, 1973 <朝鮮朝 北方境關防定礎 略考> ≪白山學報≫15, 1973, 168-171쪽; 金慧子, 

1982 <朝鮮後期北邊越境問題硏究>  梨花女大大學院 碩士學位論文; 金炅春, 1984 <朝鮮朝 後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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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南義鉉은 중립 지대의 성격과 관련하여 명대 요동 지배 기구 및

성격 고찰을 통하여 명의 요동 지배가 遼東邊墻을 벗어나지 않았고, 조선

전기에 조선과 명 사이의 국경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45) 또한 조선

시대 고지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시 조선과 청 사이에는 국경선이 아

닌 ‘국경지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명대 요동 변장이나 청대 柳條邊은 압

록강에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경선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46)

일본의 秋月望도 뒤 알드가 중립 지대로 표시한 이 지역을 ‘間曠地帶’라

명명하고 ‘국가의 행정 범위 밖’에 있던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

세기 후반의 조청 국경분쟁 발생 원인이 조선과 청의 유민이 두만강과 압

록강 北岸의 ‘무인지대’로 유입되면서 종래 양국 官民의 직접 접촉 회피

정책이 붕괴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47)

이 밖에 19세기 중엽 이후 청 정부의 압록강 일대에 대한 봉금 정책과

관련하여 ‘莽牛哨設訊’48), ‘共同會哨’49), 1876년 이후 청 정부의 압록강 하

구 州縣 설치와 그 의미50), 조선 후기 燕行 사절들의 기록 분석 및 이들

의 변경 지역 인식 고찰51)을 다룬 연구가 국내에서 발표되었다.

國境線에 대한 一考-無人地帶를 중심으로-> ≪백산학보≫29; 同 <鴨綠江中· 下流 朝·淸國境線

問題形成考>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論叢≫,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論叢刊行委員會, 1985(김

경춘, 1992 <古珥島·薪島를 圍繞한 朝淸國境係爭> ≪國史館論叢≫32에 재수록); 同, 1997 ≪鴨

綠· 豆滿江 國境問題에 關한 硏究≫, 國民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論文, 15-29쪽; 노영돈, 1990 

<백두산지역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분쟁과 국제법> ≪국제법학회논총≫; 신기석, 1996 

<간도귀속문제> ≪(백산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한민족 대륙관계사≫, 백산학회, 262쪽; 이일걸, 

2004 <조선의 대간도정책> ≪간도학보≫1, 62쪽.  한편 구범진은 이 중립지대의 성격을 비무장

지대(DMZ)에 비유하였고(구범진, 2006 <19세기 盛京 東邊外 山場의 管理와 朝·淸 共同會哨> 

≪史林≫32, 299-300쪽), 남의현은 이를 국경선이 아닌 ‘국경지대’로 파악하였다(남의현, 2012 

<고지도를 통해서 본 15∼17세기의 변경지대-압록강, 두만강 변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14).

45) 남의현, 2006 <명대 요동변장의 형성과 성격> ≪중국학보≫54.

46) 남의현, 2012, 앞의 논문.

47) 秋月望, 1983 <鴨綠江北岸の統巡會哨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11, 117쪽; 同, 1985

   <朝中間の貿易章程の締結経緯> ≪朝鮮學會≫115, 120쪽.

48) 김선민, 2011 <雍正-嘉慶年間 莽牛哨 사건과 淸-朝鮮 國境地帶> ≪中國史硏究≫71.

49) 구범진, 2006, 앞의 논문.

50) 최희재, 2004 <光緖初 淸朝의 滿洲開發과 中韓關係의 再調整> ≪東洋學≫35; 구범진, 2006 

<淸代 ‘滿洲’의 행정체제의 변화―‘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동북아역사논총≫14; 홍성화, 

2009 <淸末 東三省 長白府 設置와 國境認識의 變化> ≪중국사연구≫63. 

51) 이철성, 2009 <조선 후기 鴨綠江과 柵門 사이 封禁地帶에 대한 역사·지리적 인식> ≪동북아역

사논총≫23, 298쪽. 한편 일본의 山本進은 압록강 일대의 개발과 토지 이용의 측면에 집중하였

다. 이에 대해서는 山本進 <清末民国期鴨緑江流域の開墾> ≪九州大学東洋史論集≫38, 2010; 同 

<清代鴨緑江流域の開発と国境管理> ≪九州大学東洋史論集≫39, 201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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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중국 학자들의 중립지대 연구와 반론

중국 학자들은 국내 학자들의 중립지대에 대한 주장을 반박한다.52) 중

립지대에 대한 반론은 淸末부터 있었지만53) 가장 체계화된 비판과 연구

는 1970년대 대만 학자 張存武의 연구이다. 장존무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황여전람도≫에서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의 발원지를 중립지대로 표기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중립

지대라는 것도 ‘(측량) 未完의 지역’이라는 의미로 ‘未踏’ 혹은 ‘未知’로 표

시한 것이지 국내 학자들의 주장처럼 청 정부의 통치가 미치지 않던 권력

의 ‘空白地域’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54) 중립지대는 조선 정부의 요청

으로 설치되었고, 이러한 청 정부의 정책을 ‘片面的 甌脫55)의 陸防政策’이

52) 중국의 한중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어 1900년대 초 간도문제를 

집중 연구하였다. 이 당시 중국의 간도문제 관련 연구로는 吳祿貞의≪光緖丁未延吉邊務報告≫

(1908), 匡熙民의≪延吉廳領土問題之解決≫(1908), 張風台의≪長白彙徵錄≫(1909), 劉建封의≪

長白山江崗志略≫(1909) 등이 있다(刁書仁, 2001 <中朝邊界沿革史硏究> ≪中國邊疆史地硏究≫

4, 190쪽 참조). 그러나 1940년대까지 金毓黻의≪東北通史≫이외에는 성과가 거의 없었다(刁書

仁, 2001, 앞의 논문, 19-20쪽 참조). 특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邊疆史地’ 연구 

가운데에서도 ‘疆域沿革’ 및 ‘邊界變遷’ 문제에 대해서는 학문적 연구마저 금기시되다가 文化革

命이 종료된 1978년 중국공산당 11屆3中全會를 계기로 연구가 재개되었다(馬汝行·馬大正, 

1994, 앞의 책, 1쪽). 중국의 학자들은 명대에 형성된 한·중의 국경선 청대까지 계승되었다는 관

점이다. 즉 압록강 중상류와 두만강 전체는 10세기 이후부터 중국의 ‘內河’로 15세기 중엽부터 

압록강과 두만강은 한국과 중국의 ‘국경하천[界江]’이었으며, 명대 宣德(1426∼1435) 연간 이후

부터 압록강과 두만강은 양국의 ‘河界’로 19세기 후반 조선의 평안도와 함경도 주민들의 현재 

吉林省 東部 지역(간도)으로의 ‘越墾’ 때문에 국경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刁書仁, 

2001, 앞의 논문, 19쪽).

53) 필자의 확인에 따르면 1908년 淸末 民國時代 정치가 宋敎仁의 중립지대에 대한 반론이 가장 

이른 것으로 보인다. 송교인은 1908년 ≪間島問題≫의 부록 <駁豆滿江, 鴨綠江北爲局外中立說>

에서 청의 봉금정책은 영토 주권의 방기가 아닌 영토 주권의 제한이며, 압록강·두만강 일대 중립

지대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하였다(陳旭麓 編著, 1981 ≪宋敎仁集≫上冊, 中華書局, 

90-92쪽 참조).

54) 張存武, 1987 <淸代中韓邊務問題探源> ≪淸代中韓關係論文集≫, 臺灣商務印書館, 190쪽.

55) ‘甌脫(OTOK, 鄂托克)’은≪史記≫<匈奴傳>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甌脫’, ‘區脫’, ‘毆脫’, ‘甌代’이

라고도 표현한다. 白鳥庫吉은≪匈奴民族源流考≫에서 구탈의 음을 Yudot으로 보고 그 어원을 돌

궐족의 방을 의미하는 Oda, Yakut족에서 營陣을 의미하는 Otu, Cagtai어에서 住室을 의미하는 

Otak, Ottek, Cuwas어에서 양의 은신처를 의미하는 Offok, 또는 Bargat-Mogol어에서 營地를 

의미하는 Otak, 퉁구스어에서 작은 천막을 의미하는 Otak, Magyer어에서 말하는 Odu, 

Iritis-Ostyat에서 말하는 소천막을 의미하는 Udap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Owen Lattimore는≪

中國的邊疆≫에서 구탈은 몽골어 가운데 방과 참을 의미하는 Otog라고 보았다. Vladimirtsov는

≪흉노의 사회구조≫(Socail Structure of Mongols)에서 구탈은 소그드 문자의 방과 참을 의미

하는 Otak으로 보았고 지방·토지로도 해석하였다. 이상의 설은 모두 구탈과 관계있는 것이다. 그 

원래 의미는 土室, 宿營地, 작은 천막이었다가 점차 室屋 혹은 站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후에 변

경에다 척후소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양국 간의 완충지대를 구탈이라 하게 되었다

(逯耀東 著, 2006 <附錄 試釋論漢匈間之甌脫> ≪從平城到洛陽―拓拔魏文化轉變的歷程―≫, 中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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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표현하였다.56)

최근에는 1970년대 장존무가 <淸代中韓邊務問題探源>에서 언급한 쟁점

들―中立地帶, 統巡回哨, ‘莽牛哨設訊’ 등―이 중국 학자들의 연구 주제로

계승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중립지대라는 용어 대신 ‘甌脫’을 사용하

여 중립지대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로는 압록강 대안

지역으로의 이주 및 개간’57), 압록강 일대 관할권 관련58), 府廳州縣 등 행

정기구 설치59)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중국의 한중 국경문제 연구는 1964년 변계의정서 체결로 마무리되었다

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60) 압록강과 두만강은 청대부터 한국과

중국의 ‘人爲的’, ‘自然的’ 경계라는 전제 아래61) 중국 학자들은 중립지대

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62) 중립지대는 국경선이 아니었는데 모

호한 의미 때문에 분쟁의 단서가 되었다는 인식이다.63)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까지 중국의 압록강 국경문제 연구는 주로 중립지대의 존재 자체에

書局, 291쪽). 이외에도 구탈을 완충지대라는 의견보다 ‘유목민족의 조직 단위’(胡·阿拉騰馬拉 

著, 高玉虎 譯, 1990 <簡論“甌脫”的起源與發展> ≪內蒙古民族師範學院報≫3), ‘변경의 방어시

설’(何星亮, 1988 <匈奴語甌脫再釋> ≪民族硏究≫1, 102-103쪽) 등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장존무는 甌脫과 ‘中立地帶’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56) 청 정부는 1711년(康熙 50) 전후 조선에 대한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1714년(康熙 53) 조선 정

부가 明代의 前例에 따라 봉황성 柵門 바깥에 중립지대를 둘 것을 요청하자 청이 이를 허락하였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조선 정부는 이를 구실(일명 ‘實違聖祖旨意’)로 중립지대에 대한 청의 

개간이나 군사시설 설치를 적극 반대하면서 중립지대를 무인지대로 유지하였다고 보았다(張存武, 

1972, 앞의 논문, 502-505쪽 참조).

57) 孫春日, 2002 <淸界東疆的經營與朝鮮邊民的冒禁遷入> ≪韓國學論文集≫1; 周靖程, 2005 ≪晩

淸東邊道地區朝鮮族遷入硏究≫,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論文; 徐徵, 2007 ≪淺析<江北日記>≫, 

延邊大學 碩士學位論文; 宋佳, 2008 ≪鴨綠江北岸朝鮮社會移民硏究≫, 廣西師範大學 碩士學位論

文, 2008; 劉顯龍, 2007 ≪淸末東邊道設治硏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張士尊, 2007 

<淸末“韓民越墾”與淸朝“移民實邊”> ≪學術交流≫10.

58) 李花子, 2007 ≪朝淸國境問題硏究≫, 集文堂, 197-208쪽; 彭晶, 2002 ≪淸政府在東北地區對中

朝貢道及朝貢使節的管理≫,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許學權, 2011 ≪淸朝莽牛哨設汛事件及

其對淸朝鮮關係影響≫, 長春師範大學碩 士學位論文; 崔建盼, 2010 ≪明代遼東邊墻初探≫, 東北師

範大學 碩士學位論文; 李樂營·王景澤, 2004 <長白府設置的背景及意義> ≪中國邊疆史地硏究≫6. 

59) 姜艶, 2003 ≪淸末東三省行政設置與社會變遷≫,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劉顯龍, 2007, 앞

의 논문.

60) 朴鍾錦, 2004 <近世朝中界務交涉焦點論述> ≪東北史志≫11, 24, 28쪽. 

61) 姜龍范, 1997 <淸代中朝兩國邊界問題的理論思考>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1997-3, 54쪽. 

62) 張存武, 1972 <淸韓陸防政策及其實施> ≪近代史硏究輯刊≫3; 許學權, 2011 ≪淸代莽牛哨設汛

事件及其對淸朝鮮關係影響≫, 長春師範大學碩 士學位論文; 張士尊, 2005 <淸代中朝之間甌脫地帶

人口與環境變遷考>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3; 劉建明, 2009, 앞의 논문; 李智裕, 

2012 <明代中朝之間甌脫地帶人口變遷考> ≪東北史論≫3 등 참조.

63) 孫春日, 2002 <淸末朝中日“間島問題”交涉之原委> ≪中國邊疆史地硏究≫12-4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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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인, 혹은 그 지역이 청 정부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역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되었다.

⑶ 황초평 분쟁의 국내외 연구 동향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황초평은 현재 황금평(면적 11.45㎢)이

라 불리는, 압록강에 있는 섬 가운데 하나이다. 황금평은 행정 구역상 북

한의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황금평리’에 속한다. 현재 북한 소유로 되

어 있는 압록강 하구의 큰 섬들인 威化島(12.27㎢)·多智島(9.55㎢)·구리도

(6.6㎢)·우적도(4.3㎢)·유초도(2.82㎢)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섬으로 현재 북

한에서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가장 많은 비옥한 땅이라고 한다.64) 황금

평은 2009년 10월 북한과 중국이 경제협력 일환으로 추진한 압록강·두만

강 개발 프로젝트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현재 황금평은 중국의 丹東市와

인접하여 압록강 하구에서 북한과 중국의 경제 이해관계가 집중된 지역이

다.

황초평은 간도, 鹿屯島와 함께 일제강점기부터 한중 국경문제와 관련하

여 언급되었으나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압록강 국경문제 관점에서

황초평을 처음 언급한 연구자는 일제강점기의 麻生武龜65)이다. 麻生武龜

는 압록강은 원래 明代 이후 한국과 중국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空間

地’였으나 관할권은 조선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황초평이 중립지대와 관

련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麻生武龜은 1870년대 이후 청 정부가

봉금정책을 포기하고 만주에 縣을 설치하면서 황초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

장한 것이 황초평 분쟁의 발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황초평 분쟁 연구는 진척이 없다가 金炅春66)과 李主先67)의 연구

64) ≪朝鮮日報≫(2011.6.21) <특별기획:압록강‧두만강엔 섬이 269개…중국이 105개 가져갔다>참

조. 압록강에는 강물의 드나듦에 따라 변하는 섬과 모래톱을 포함하여 205개의 섬이 있고, 이 

가운데 항상 강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진짜 섬’은 40여개라고 한다(≪민족21≫104호(2009.11) 

<북중 경협의 상징 압록강·두만강 개발프로젝트 황금평과 라진항, 동북아 경제지도 바꾼다>  71

쪽). 1964년 변계의정서 체결 당시 압록강의 섬과 사주 205개 가운데 북한이 127개, 중국이 78

개를, 두만강의 섬과 사주 246개 가운데에는 중국이 109개, 북한 137개로 나누었다(이종석, 

2004, 앞의 책, 234쪽).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금평은 현재 면적이 10.45㎢로 여의도(8.48

㎢) 보다도 넓고 위치도 중국 쪽에 치우쳐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비단섬(중국 명칭 ‘綢緞島’, 26

㎢), 威化島(15㎢), 多智島(13.4㎢)에 이어 압록강의 섬 가운데 네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한다(≪朝

鮮日報≫ (2011.6.21) <특별기획:압록강‧두만강엔 섬이 269개…중국이 105개 가져갔다>). 

65) 麻生武龜, 1938, 앞의 논문, 23-60쪽. 

66) 金炅春, 1997, 앞의 논문, 175-190쪽 참조; 同, 1992, 앞의 논문, 151-194쪽 참조. 



- 17 -

성과가 있다. 김경춘은 조선 후기 신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압록강 관

할권은 조선에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황초평이 조선의 薪島鎭 소속이

었음을 밝혔다. 이어 황초평 분쟁은 1894년 이후 조선 정부가 신도에 대

한 관할을 放棄한 상황에서 청인들이 황초평에 침입하여 갈대싹을 이식하

고 재배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나 1908년 2월 통감부가 황초평 갈대 채취권

(본문에는 ‘地上收租權’) 매수로 종결되었다고 보았다. 이주선은 통감부에

서 작성한 황초평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1906년부터 1908년까지 통감부와

일본 安東領事館 관원들의 황초평 분쟁에 대한 조직 차원의 개입을 규명

하였다.68)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에서 압록강 국경문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에서 황초평 분쟁에 대한 선행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다.

⑷ 황초평 연구의 한계와 과제

첫째, 황초평 역사의 연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황초평 형성 시기

와 형성 이후 변화에 대한 사료상 고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황초평의 형성

과 변화가 황초평 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

지 않다. 또한 황초평 분쟁의 발단이 된 황초평 갈대의 사회경제 가치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았다. 1880년대부터 1908년까지는 황초평 분쟁만

이 아니라 1880년대 공동감계 이후 간도문제를 비롯한 한청의 영토와 국

경 문제가 양국 사이의 외교 현안이던 시기였다. 그리고 1902년 간도시찰

사 이범윤의 파견에서 보듯 한국 정부는 간도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

내외에서도 영토 및 국경문제, 그 안에 포함된 국민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시 한청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간도문제와의 연

관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당시 한청 국경 분쟁에서 황초

67) 李主先, 2011 <鴨綠江中洲をめぐる韓淸係爭と帝國日本―黃草坪の事例を中心に―> ≪日本歷史

   ≫763, 54-70쪽 참조. 이주선은 본문에서 국가기록원 소장의 ≪黃草坪關係書(1906∼1909)≫과 

일본 아시아역사센터 소장 ≪鴨綠江葦州ノ所屬ニ關スル係爭一件(이하≪葦州所屬係爭一件≫)≫을 

인용하였다.

68) 이 밖에 양태진의 연구는 단순히 황초평이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데 그치고 있다(양태진, 

2008 ≪우리 영토와 지명≫, 이회, 234-238쪽 참조). 한편 한중 국경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주

요 연구 성과인 孫玉梅 著, 1993 ≪中朝邊界史≫, 吉林文史出版社; 楊昭全·孫玉梅 著, 1994 ≪

中朝邊界沿革及交涉史料彙編≫, 吉林文史出版社; 呂一燃 主編, 2007 ≪中國近代邊界史≫上, 四川

人民出版社 등에는 황초평에 대한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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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분쟁의 성격이나 한중 국경 문제 연구에서 역사 의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둘째, 황초평에 관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 가운데

이주선의 연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통감부의 황초평 관련 자료를 인

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황초평 관련 자료를 모두 인용한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청 정부의 외교 사안이었음에도 중국 측 자료

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는 황초평 분쟁만이 아

니라 간도문제를 비롯한 그동안 한중 국경 문제 연구에서 지속된 국내 한

중 국경 문제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셋째, 한국과 청 정부의 황초평 소유권 주장에 대한 논리 분석이긴 하

지만 그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 이는

1909년 간도협약으로 간도가 중국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간도

를 되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간도가 역사상 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데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의

자료와 연구 성과를 참조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들의 자료에 반영된 침략

논리까지 그대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다. 중국 학자들이 국내의 간도문

제 연구 경향을 일제 강점기 일본의 “侵略理論”을 계승하였다거나 “奇談

怪說”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한계 때문이다.69) 이러한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황초평 소유권 주장에 대한 논리 검토가 필요하다.

3. 황초평 관련 자료의 현황

본고에서는 본문의 작성을 위하여 국가기록원,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

터,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들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1920년대까지 일본군, 통

감부, 朝鮮總督府 外事局 등에서 작성한 자료로≪黃草坪關係書(1906∼

1909)≫, ≪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1911)≫, ≪淸國國境附近關係事

件綴(1911.8～1912.10)≫, ≪露支國境關係書(1925)≫등이 있다. 이 자료들

69) 姜維公·李鳳蓮, 2003 <關于處理歷史時期中朝邊界問題的幾點建議> ≪長春師範學院學報≫22-1, 

34쪽.



- 19 -

은 러일전쟁 직후부터 1925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며, 일본군의 安東縣軍

政署 龍巖浦派出所長 成田正의 압록강 하구 조사 보고서와 통감부에서 작

성한 황초평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黃草坪關係書(1906∼1909)≫는 황초평과 관련된 기본 자료

이며, 1901년부터 1908년 통감부의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까지 일본군

의 압록강 하구 조사와 대한제국 및 통감부 시기의 황초평 분쟁 관련 자

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1911)≫는 조선총독부 外事課에서 작

성한 문서철로, 甲과 乙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압록강과

두만강의 황초평을 비롯한 사주와 섬들을 조사하고 그 연혁에 대하여 기

록한 문서철이다. 압록강 하구의 황초평 이외에도 柳草坪·申澤坪·薪島群島

와 두만강의 古珥島·柳多島 소속에 대한 일본과 청의 왕래 문서, 成田正

소장의 압록강 하구와 황초평에 대한 조사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淸國國境附近關係事件綴(1911.10～1912.8)≫은 71개의 문서철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황초평 관련 문서철이 포함되어 있다.≪露支國境

關係書(1925)≫에는 1926년 당시 황초평의 개간 상황과 인구, 그리고 중국

인들의 황초평 관련 소송이 수록되어 있다.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자료는 日本 外務省에서 작성한≪葦州所屬

係爭一件≫第1卷, 同 第2卷 ≪鴨綠江日支劃界問題一件 附 渡船場問題 島

嶼問題(1922.1)(이하≪日支畵界問題(1922.1)≫), ≪鴨綠江日支畵界問題一件

附 鴨綠江採水ニ干スル件(이하≪鴨綠江採水ニ干スル件≫) 등이 있다. ≪葦

州所屬係爭一件≫은 통감부, 조선총독부, 일본군이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던 황초평 관련 자료를 저본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외무성에서 황초평에 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참고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제국 시기부터 1920년대까지

황초평 분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이다. 제1권에는 주

로 1908년 이전 황초평의 형성과 변화, 1883년 조선과 청의 황초평 교섭,

일본 안동영사관과 통감부 사이에 왕래한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제2권에

수록된 것은 주로 1908년부터 1920년대까지의 황초평 관련 자료 다.

≪日支劃界問題(1922.1)≫은 ≪葦州所屬係爭一件≫의 후속 자료로 ≪鴨

綠江採水件≫와 함께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조선총독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왕래한 압록강 하구의 국경문제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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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당시 압록강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압록강 목재의 소유, 압록강 항로,

도선, 강물의 이용권 등 압록강 국경 문제 전반에 대한 사항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 자료들은 황초평의 연원과 황초평 분쟁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서술되고 황초평을 중심으로 정리

되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압록강 국경문제 전반에 대한 정책이나 입장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료들은 당시까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왕래하였던 황초평 관련 공문서나 수집하여 이를 필

사한 2차 기록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지금 볼 수 없는 당시 자료가 포함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규장각 자료와 중복되기도 한다.

황초평 분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본 입장에서 작성된 자료만이 아니

라 국내에서 생성된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황초평 관

련 자료에는 이 이외에도 규장각 소장 황초평 관련 대한제국 시기의 공문

서류와 淸末民國 시기의 地方志, 관원들의 문집, 檔案 자료가 있다.

우선 제1장의 19세기 중엽 이후 청 정부의 봉금 이완과 관련하여 ≪淸

實錄≫, ≪奉天通志≫, ≪民國安東縣志≫70) 등 중국 자료를, 황초평 갈대

가치와 이용에 대해서는 규장각 자료와 함께 ≪每日申報≫ , ≪東亞日報

≫ 및 서울대학교 소장 일제강점기 신문 스크랩 자료를 주로 인용하였다.

1883년 황초평 교섭에 대해서는 ≪平安監營啓錄≫(奎15110)과 ≪統署日

記≫(奎17836) 등, 황초평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지도와 同 기관의 고지도 웹검색(www.dlibrary.go.kr/Map/main.jsp),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kinda

i.ndl.go.jp)] 등에 수록된 지도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의 ≪黃

草坪還付出願釋明書≫(古231) 등 자료들을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제2장에서 살펴볼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에 대해서는 당시 간도관리

사 이범윤과 간도 현지 지방관들의 보고서가 수록된 ≪咸鏡南北道來去案

≫(奎17983), ≪平安南北道來去案≫(奎17988), ≪照會≫(奎17823), ≪議政

府來去案≫(奎17793), ≪淸季中日韓關係史料≫ 등을 인용하였다. 대한제국

시기 황초평과 일진회 관련 내용은 ≪平安南北道各郡訴狀≫(奎19159), ≪

龍城府邑誌≫(奎17499) 등을 하였다.

70) 關定保 等修, 于雲峰 等纂, 1931 ≪民國安東縣志≫(中國地方志集成編輯工作委員會 編, 2006,

  ≪中國地方志集成≫遼寧府縣志輯16), 鳳凰出版社·上海書店·巴蜀書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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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자료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황초평 분쟁 당시에 생성된 자료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平安監營啓錄≫(奎15110)는 한국과 중국을 통틀어 당

시 황초평의 형성 및 상황, 그리고 1883년 황초평 교섭의 경과를 구체적

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물론 그 상세함에서는 1906년 이후 일

본인들이 압록강 하구를 직접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에 뒤떨어진다. 그러

나 1883년 당시 조선의 관원들이 황초평을 직접 관찰하고 작성하였다는

데 가치가 있다. 규장각 소장 간도관리사 이범윤 관련 자료들도 이범윤이

간도관리사로 활동하면서 한국 정부에 직접 보고한 내용이다. 이러한 자

료들은 당시 황초평이나 간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논문의 구성

본고의 목적은 1880년대 이후 압록강 국경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 사례로 황초평 분쟁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1880년대 이

후 국민 국가 형성 시기에 압록강 국경문제의 전개와 역사 성격을 규명한

다.

그런데 황초평은 1920년대까지 조선총독부와 청 정부, 중화민국 정부

사이의 외교적 현안이었다.71) 그러나 본고에서는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황초평이 일본과 중국 사이 외교 사안으로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전

황초평 문제의 구도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가능한

한 1883년부터 1908년까지 한정한다.

본고는 1880년대 이후부터 황초평 분쟁을 중심으로 압록강 국경문제의

전개 양상을 확인하고 기존의 연구사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본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제1장에서는 황초평 분쟁에서 역사의 배경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

여 선행 연구에서는 간과된 황초평의 형성과 변화를 1900년 이후 황초평

관련 자료를 통하여 고증하고, 황초평 분쟁의 대상이었던 갈대의 경제 가

치를 분석하고 이를 황초평 분쟁의 배경으로 서술한다. 또한 1883년 조선

71) 1922년에 작성된<鴨綠江流域內嶋嶼略圖>에도 황초평을 비롯한 압록강 하구의 몇몇 섬들은 여

전히 ‘영토권 미확정’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鴨綠江日支画界問題一件(1923.11)≫ <鴨綠江流

域嶋嶼略圖>, 5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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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청 사이 황초평 교섭의 성격과 한계를 당시 조청 관계의 특수성과 황

초평 갈대의 경제 가치 측면에서 서술하고 그 성격과 의의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중엽 이후 청 정부의 봉금 이완과 그에 따른 압록강

하구의 사회경제 변화를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1901년 이후부터 시작된 황초평 분쟁을 살펴본다. 구체적

으로 당시 한국과 청 정부의 황초평 소유권 주장에 대한 증거와 논리를

분석하고, 그 역사 배경을 서술한다. 또한 러일전쟁 이후 한청 국경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간도문제와 황초평 분쟁의 상호 관계에 주목하고 러일전쟁

이후 한청 국경 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끼친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

여 황초평 분쟁을 간도문제와 대비하여 그 성격을 드러내고 한청 국경문

제에서 나타나는 역사 의의를 서술한다.

제3장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황초평에 주목하게 된 배경과 황초

평 갈대 채취권 매입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다. 이를 위하여 국

가기록원에 소장된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 일본군과 통감부 관원의 압록

강 하구 조사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황초평의 압록

강 하구에서의 전략 가치와 일본의 황초평에 대한 이해관계를 구체화 하

여 서술한다.

제4장에서는 1906년 12월부터 1908년 2월까지 통감부의 황초평 갈대 채

취권 매입 진행과 그 과정에서 통감부와 안동영사관 岡部三郞 영사 및 柴

田麟次郞 등 일본 측 인사들, 一進會 등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서술한다.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한 황초평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안동영

사관의 岡部三郞 영사 지휘 아래 柴田麟次郞과 一進會 등이 황초평 분쟁

에 개입한 배경과 이들의 상호 관계를 재구성하고, 일본이 러일전쟁 이전

한국 및 청 정부와 달리 황초평 갈대가 아니라 압록강 국경문제에 착안하

여 황초평 분쟁을 파악하였음을 서술한다. 그리고 1908년 통감부의 갈대

채취권 매입 이후 통감부의 비밀 유지책과 청 정부의 대응도 서술한다.

본고에서는 1883년부터 1908년까지 진행된 한청의 황초평 분쟁 전개 과

정을 위와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 중에서도 1901년 이후

한청 관계의 변화와 한국 정부의 간도정책 진행 과정에서 갈대를 발단으

로 시작된 황초평 분쟁이 근대적 의미의 영토 분쟁으로 나아갔음을 밝히

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러일전쟁 이후에는 압록강 하구에서 황

초평의 전략·경제 가치를 파악한 일본이 개입하여 장래 한국 지배를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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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두고 황초평을 한국의 영토로 삼으려 하였음을 규명한다. 또한 1883년

의 황초평 교섭과 1901년부터 시작된 황초평 분쟁이 당시 동아시아의 국

제질서의 변화와 한국과 청 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이 연구는 오늘날과 같은 한중간 국경 형성 흐름의 한 부분을 파악한다

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청 정

부의 황초평에 대한 논리와 주장을 검토하였다. 또한 러일전쟁 이후 일본

이 한청 국경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과 입장을 가지고 개입하였으며,

그 구체적 진행 과정과 참여하였던 인물들을 밝혔다. 무엇보다 1901년 이

후 한국 정부가 간도문제만이 아니라 압록강 국경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

인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역사 사례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 24 -

一. 黃草坪 분쟁의 배경

1. 황초평의 형성과 주변 환경의 변화

1) 압록강 일대 封禁 이완과 朝·淸 변경문제

淸代 滿洲는 현재 중국의 遼寧省1)·吉林省·黑龍江省 및 內몽골 동쪽의

昭烏達盟·哲里木盟·呼倫貝爾 지역, 흑룡강 북쪽 지역, 外興安嶺 이남과 우

수리[烏蘇里]江 동쪽부터 東海까지의 지역, 庫頁島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이었다.2) 順治 元年(1644) 入關 이후 청 정부는 한때 전쟁으로 황폐

해진 遼東지역 생산력 회복을 위하여 '遼東招民開墾受官例'(혹은 '遼東招

民開墾令‘)를 발표하고 關內3) 漢人들의 이주를 장려하였다.4) 그러나 이는

1) 중국 요녕성 지역은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의 安東大都督府 관할이었으며, 이후에는 말갈과 渤海

  가 지배하였다. 五代 이후에는 거란이 東京路를 설치하였고, 金도 거란의 제도를 따랐다. 元代에

는 遼陽省으로 瀋陽路를 설치하였으며, 明代에는 遼東都指揮部에 속하였다. 淸代에는 1622년(天

命 7) 요양에 東京을 설치하였으며, 1625년 3월 심양으로 천도하였다. 1634년(天聰 8) 다시 심

양을 높여 盛京이라 하였다. 1662년(康熙 1) 昻邦章京을 요동을 방어하게 하였으며, 1662년 봉천

장군 등을 설치하였다가 1747년(乾隆 12)에 성경장군으로 변경하였다. 1904년 봉천부윤을 폐지

하고 1907년 東三省總督, 奉天巡撫를 설치하고, 奉天省이라고 하였다. 1929년 2월 중화민국 정

부는 봉천이라는 명칭에 군주제의 색채가 농후하다 하여 ‘요수지역을 영원히 평안하게 한다’는 의

미에서 遼寧省(일명 ‘遼省’으로 약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方德修 著, 1948 ≪東北地方沿革及

其民族≫開明書店, 6-7쪽).  

2) 청조는 入關 이전 만주에 軍政一體의 八旗制를 실시하였다. 1644년 入關 이후 청조는 만주에 盛

  京將軍, 吉林將軍, 黑龍江將軍 등을 설치하였다. 장군 아래에는 副都統이 있었다. 봉천지역에는 4

명, 길림 및 흑룡강 지역에는 각각 5명과 4명의 부도통이 있었다. 만주 장군들 주요의 임무는 八

旗軍 지휘, 변경의 방어, 도둑의 체포[緝盜], 변경 순찰[巡邊], 변경 초소인 카룬[卡倫]의 수비, 

柳條邊[biregen]의 수축 등이었다. 길림과 흑룡강 지역의 요지에는 초소인 카룬이 설치되었다. 그

리고 카룬에는 八旗兵을 배치하여 변경 순찰, 여행자 단속 등을 실시하였다. 성경에는 內務部를 

설치하여 糧莊, 果園, 採捕山林, 圍場[holihan, 청 황실과 귀족의 사냥터], 宮殿, 陵寢, 打牲烏拉

[布特哈烏拉, 청 궁정에 바치기 위한 공물을 전문으로 채집하는 기구]을 관리하였다. 여기에는 백

두산 일대, 흑룡강, 송화강, 우수리강 유역 등 유조변외의 거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었다. 이 지역

에는 공물을 채취하는 일정한 기간에 정해진 인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林士鉉, 2012 ≪淸

季東北移民實邊政策之硏究≫, 國立政治大學歷史學系, 20쪽).

3) ‘關內’란 萬里長城의 山海關 남쪽 지역을 의미한다.

4) 1653년 청 정부는 ‘遼東招民開墾受官例’를 발표하고 漢人 관원에게는 농민의 이주 숫자에 따라 

  관직을 주었고, 농민에게는 소와 종자를 주면서 이주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강희 연간에 들어와 

사회가 안정되면서 요동 지역의 생산력이 증가하자 청 정부는 1671년에 이를 중지하였다(이에 

대해서는 刁書仁, 1998 <淸代遼東招民開墾令與遼東地區的農業開發> ≪吉林師範學院學報≫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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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정책이었고 청대를 통틀어 청 정부의 만주에 대한

기본 정책은 봉금의 유지였다.5) 청대 봉금은 그 시작 시기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지만6) 이 제도의 내용은 乾隆(1735∼1796) 연간에 완성되었다.

乾隆 5년(1740) 4월 兵部左侍郞 舒赫德은 乾隆帝에게 만주족에게 중요

한 봉천 지역이 인구의 증가와 상인들의 왕래 때문에 旗人들의 풍속이 변

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봉천 지역에 봉금을 실시하여

야 한다고 上奏하였다. 이어서 청 정부는 봉천 지역을 필두로 봉금을 만

주 전체로 확대하였다. 乾隆 6年(1741) 吉林 지역, 乾隆 7年 黑龍江 지역

으로 봉금을 확대되었다.7) 청 정부는 만주에 속칭 ‘邊墻’8)으로 불리는 柳

참조). 明末淸初 전란 이외에 만주가 황폐해진 이유는 1644년 만주족의 入關에 따라 淸朝의 皇

族, 八旗兵과 그 가족들, 그에 소속된 노비, 농민이 대거 이주 때문이었다(趙士兵·趙玉英, 2013 

<淸初遼東招民開墾令對東北農業開發的影響> ≪北方文物≫2013-3, 85쪽). 청 정부는 개간령을 실

시하는 동안에 요동 지역에 행정 기구들을 설치하였다. 1653년에는 遼河 동쪽 지역의 海城, 遼陽 

등 2개 縣을 관할하는 遼陽府가 설치되었다. 1657년에는 요양부를 奉天府로 개편하여 요양, 해

성, 承德, 蓋平, 鐵嶺, 開原 등 6개의 현을 관할하게 하였다. 1665년 요하 서쪽 지역에 錦州府를 

설치하고 錦縣, 廣寧, 寧遠 등 3개 州縣을 관할하게 하였다(趙慧勇, 2007 <試論淸代順治―道光年

間東北封禁政策之演變> ≪大慶社會科學≫145-6, 115쪽; 王振科, 1982 <淸代東北封禁政策初探> 

≪吉林師範大學學報≫3(人文社會科學版), 42-43쪽 참조). 이 당시 만주 이주민 대부분 直隸·山東

省 출신이었지만 ‘三藩의 亂’ 이후 청 정부는 다수의 吳三桂 부하들을 雲南·福建省로부터 강제 이

주시켰다(郭松儀, 1988 <淸代人口流動與邊疆開發> ≪淸代邊疆開發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4쪽). 19세기 중엽 이후 청 정부의 봉금정책이 완화될 때까지 적어도 약 150만에서 200만의 인

구가 만주로 유입되었다고 한다(郭松儀, 1988, 앞의 논문, 40쪽).

5) 19세기 중엽부터 청 정부의 만주 봉금은 이완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咸豊(185

  1∼1861) 연간까지 청 정부는 1740년에 선언한 봉금을 固守하려 하였다(范立君, 2007 ≪近代關

內移民與中國東北社會變遷(1860∼1931)≫, 人民出版社, 40-41쪽).  

6) 봉금의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엇갈린다. 첫 번 째로 

  1649년(順治 6) 설이다. 1649년 漢人을 데리고 區外로 나가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한 것을 봉금

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주번 째로 순치 말년설이다. 순치 말년에 유조변 서단을 산해관 장성과 연

결시킨 것을 봉금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세 번째로 1667년(康熙 6) 설로, ‘요동초민개간령’의 폐

지를 봉금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네 번째로 1740년(乾隆 5) 설이다. 병부시랑 서혁덕이 건륭제의 

명으로 관내 지역 한인들이 육로, 해로를 통하여 봉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8개 조항

을 내놓은 것을 봉금의 시작으로 간주한다(張杰, 1994 <試論淸前期的東北封禁> ≪社會科學輯刊

≫94, 113쪽). 본고에서는 네 번째 설을 따랐다. 한편 봉금의 목적은 ①청 정부의 만주에서 생산

되는 산삼, 진주, 황금 등을 독점과 국유지 보호 ②旗人들의 생계 유지 ③만주족의 생활 습관과 

상무정신의 유지 및 漢化 방지 ④청 정부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는 한족과 몽골족의 결합 저지 

등이었다(王景澤, 1997 <對淸代封禁東北政策的在認識> ≪東北師範學報≫1997-2, 51-52쪽). 이

러한 목적 이외에도 봉금은 ①한족들의 만주족에 대한 저항의 만주로의 확산 방지 ②만주를 팔기

병들의 근원으로 삼기 위한 것 ③중국 본토의 군사 위협과 몽골에 대한 군사 견제의 필요성에 있

기도 하였다(劉顯龍, 2007 ≪淸末東邊道設置硏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4쪽).   

7) ≪淸高宗實錄≫卷115 乾隆五年 四月 甲午, 1879-1882쪽. 서혁덕은 봉금과 관련하여 山海關 出

  入 금지, 商船을 이용한 봉천 지역으로의 사사로운 인원 수송 금지, 엄격한 保甲 조사, 民人과 旗

人 토지에 대한 엄격한 조사, 봉천 지역에서 광산 개발 금지 및 인삼 채취자에 대한 엄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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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邊을 수축하고, 유조변 곳곳에는 邊門을 설치하여 변장 안팎 물자와 인

원의 出入을 통제하였다. 청 정부는 봉금 위반자를 軍律에 따라 처벌하였

고, 관원이 봉금 위반자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 유민과 같은 罪名으로

처벌하였다.9)

청 정부의 봉금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도 ‘流民’을 중심으로 한

한인들의 만주 이주는 계속되었다.10) 특히 19세기 중엽 咸豊～同治(185

1～1874) 연간 이후부터 중국에는 ‘太平天國의 亂’을 비롯한 대규모 반란

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반란에 따른 정치 혼란과 그 여파로 유민이 생겨

났고 이들 유민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만주로 이동하였다. 이를 계기로

100년이 넘게 유지돼 온 만주 봉금은 급속하게 이완되기 시작하였다.11)

주 내용으로 하는 ‘8개 規則[例爲8款]’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1741년(乾隆 6) 5월 청 정부는 다

시 吉林 지역 伯都納에서 개간과 목장의 설치, 山蔘과 眞珠 채취를 위한 白頭山과 우수리 지역으

로의 진입을 금지(≪淸高宗實錄≫卷142 乾隆六年 五月 辛未, 2287쪽)한 데 이어 1742년 3월에는 

다시 黑龍江 지역에 봉금을 선언하였다(≪淸高宗實錄≫卷162 乾隆七年 三月 庚午, 2583쪽).

8) 유조변은 수축 시기에 따라 ‘老邊’과 ‘新邊’으로 나뉜다. 1661년(順治 18)에 완성된 全長 약 

  1,950리의 老邊(=盛京邊墻)은 鳳凰城 일대에서 시작하여 開原城 동북의 威遠堡에 이르는 東邊, 

위원보로부터 山海關에 이르는 西邊으로 나뉜다. 全長 690리의 新邊은 1681년(康熙 9)부터 1681

년까지 위원보로부터 동북 방향으로 수축되었다(구범진, 2006 <19世紀 盛京 東邊外 山場의 管理

와 朝淸 公同會哨> ≪史林≫32, 261쪽). 

9) 大明律의 ‘私越謀渡關津門’에 따르면 文引이 없이 關津을 사사로이 통과하는 자는 杖 80度, 지정

  된 관문을 지나지 않는 자는 장 90, 그리고 沿邊의 關塞을 越度하는 자는 장 100 徒3年에 처하

였다. 변경을 벗어나는 자는 교수형에 처했다. 또한 파수를 서는 사람이 이를 알고도 방조한 경우 

동일한 죄로 다스렸다(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大明律付例≫下卷之15<兵律>關律, 서울대학교 

규장각, 55-56쪽 참조). 청 정부는 봉금 위반자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 칼[枷戶]을 채우고 조리

돌림을 한 후 杖을 쳤다. 이를 ‘枷滿’이라 하였다. ‘枷戶’는 청대 형벌의 하나로 범죄 행위가 杖刑

보다 중하면 칼을 채운 후 조리돌림을 하였다. 죄의 輕重에 따라 칼을 채우는 것은 年月日로 계

산하였다. 이에 따라서 枷戶 1個月은 칼을 채운 조리돌림 1개월을 의미하였다. 만일 군대에서 탈

주하거나 枷戶 1개월로 기간이 만료되면 장형에 처했으며, 먼저 장형에 처한 후 칼을 채우는 것

은 불허했다. 청대 칼은 무게가 보통 25근, 무거운 것은 35근이나 되었다(李鵬年·劉子揚·陳鏘儀 

編著, 1990 ≪淸代六部成語詞典≫, 天津人民出版社, 329쪽). 

10) 1792년(乾隆 57) 흉년이 들자 청 정부는 貧民들에게 생계를 위하여 山海關을 통과하여 만주로 

들어가는 것을 일시 허용하기도 하였다(≪奉天通志≫卷36 <大事>, 746b쪽). 청 정부는 흉년이

나 기근이 발생하면 사회경제 위기 타개를 위하여 일시 方便으로 봉금령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46년(道光 26) 11월부터 청 정부가 유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사례에서 보듯 19

세기에 들어와 봉금은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청대에 유민은 원적지로 돌려보내져 출

신 지역 州縣 관원들의 감독을 받았다. 그러나 청 정부는 유민 가운데 再犯, 三犯에 이르는 자가 

계속 발생하자 처벌을 강화하고 유민이 발생한 해당 주현의 관원들에게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초범자라 하더라도 2개월 동안 칼을 채운 조리돌림에 처하였다. 再犯, 三犯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다. 또한 해당 州縣 관원에게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減俸과 降等에 

처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유민이 된 주민이 1명이면 6개월 감봉, 2-3명이면 1년 감봉, 4-6명이

면 2년 감봉, 7-9명이면 1등급 降等, 10명 이상이면 2등급을 강등시켰다(≪淸宣宗實錄≫卷436 

道光二十七年 十一月 戊戌, 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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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 1]과 [표 2]12)에서 보듯 19세기 중엽 이후 만주에서의 인구 증

가와 개간 진행은 봉천지역에 집중되었다.

[표 1] 淸代 만주의 인구 변화(1753∼1911)(단위 萬名)

年代 全國 奉天 吉林 黑龍江
1753(乾隆 18) 10,275
1757(乾隆 22) 19,034
1762(乾隆 27) 20,047
1767(乾隆 32) 20,983

1786∼1792(乾隆 52∼56) 平均 29,699 82 15
1812(嘉慶 17) 36,169 94 30

1830∼1839(道光 10∼29) 平均 40,322 216 32
1840∼1850(道光 20∼30) 平均 42,126 241 32

1851(咸豊 1) 43,189 258 32
1862(同治 1) 25,541 283 33
1871(同治 10) 27,531 297 33
1881(光緖 7) 31,247 421 34
1891(光緖 17) 34,109 462 55
1898(光緖 24) 36,144 464 78
1911(宣統 3) 36,815 1,102 554 186

※ 출처 : 梁方仲, 1980 ≪中國歷代人口戶口, 田地, 田賦統計≫, 上海人民出版社,10,

   258, 262-265, 269쪽에 근거하여 작성

11) 이 당시 만주 팔기병 대부분은 반란 진압을 위하여 중국 본토로 이동하였다(長杰, 1994 <淸代

鴨綠江流域的封禁與開發> ≪中國邊疆史地硏究≫4, 49쪽). 청조는 入關 이후 만주가 공백 상태에 

놓이자 만주에 주방팔기를 설치하고 16개의 城에 이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관내가 안

정되지 않았으므로 5개의 성에만 주방팔기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강희 연간 말에는 24좌의 주방

팔기가 배치되어 봉천 지역에는 15座에 甲兵 1,300명, 길림 지역은 5좌에 갑병 6700명, 흑룡강

지역에는 4좌에 갑병 6,800명으로 총 2만 6,000명이었다. 1731년에 주방팔기가 배치된 성은 

44좌 갑병 3만 5,300명에 달하였고, 이 가운데 봉천 지역이 1만 5,000여명, 길림 지역이 1만 

1,000여명, 흑룡강 지역이 9,200여명 정도였다(馬汝行·馬大正, 1994, ≪淸代邊疆政策≫, 中國社

會科學出版社, 316쪽). 

12) 范立君, 2007 ≪近代關內移民與中國東北社會變遷(1860∼1931)≫人民出版社, 85쪽. [표 1]의 

청대 만주 인구 증가율은 당시 중국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당히 상회하였다. 이유는 주로 移民

開墾 때문이었다. 宣統(1907∼1911) 연간 만주의 인구를 1,800만∼1,900만 명 정도로 추정한

다. 1872년부터 1911년까지 만주로 유입된 인구가 최소 7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기도 한다(高

樂才, 2010 ≪論淸代東北行政體制的改革≫, 北京商務印書館,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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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淸代 만주의 토지 변화(단위 1,000畝. 100단위 이하 버림)

직성별 1685 1753 1812 1851 1873 1887
총계 607,843 735,214 791,525 756,386 756,631 911,976
봉천 311 2,524 21,300 11,524 11,534 28,495
길림 1,492 1,439 1,439 1,497
흑룡강 81

※최희재, 1997 ≪光緖初(1875-1885) 體制整備의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20쪽(梁方仲, 1980, 앞의 책, 380쪽에 근거하여 작성).

[표 1]에서 보듯이 1786년부터 1792년까지 만주 전체의 인구 97만 명

가운데 봉천지역의 인구가 82만 명으로 약 84.5%를 차지하였다. 특히

1851년부터 1881년까지 만주의 인구 증가 165만 명(290만→455만) 가운데

봉천 지역의 인구가 163만 명(258만→421만)으로 그 비율이 98.7%에 달하

였다. 봉천 지역의 토지도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약 200년 동

안 대략 31만 1,000무에서 2,849만 5,000무로 91.62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 중국 전체의 토지 증가율 1.5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다.13)

청 정부는 조선과의 접경 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가 滿洲族의 발

상지라고 하여 더욱 엄격한 봉금을 실시하였다. 유조변 가운데 조선과 인

접한 지역에 수축된 변장은 ‘東邊’이라 하였고, 특히 동변 지역 동쪽부터

압록강 서쪽까지는 속칭 ‘東邊外’라는 지역으로14) 일찍이 明末淸初부터

‘無人地帶’가 되었다.15) 그러나 山東省및 直隸省과 인접하였기 때문에 18

13) 彭雨新, 1990 ≪淸代土地開墾史≫, 農業出版社, 258쪽. 1680년(康熙 19) 奉天府의 조사에 따

   르면 봉천 지역의 황무지는 기인 거주지[旗界]에 5484만 1550무, 한인 거주지[民界]에 878만 

7750무로 도합 6,362만 9,300만무였지만 200년이 되지 않아 황무지의 거의 절반에 해방하는 

44.8%가 개간되었다.

14) 이 지역은 현재 중국의 遼寧省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淸末 奉天省이 설치될 당시 鳳凰·安

東·通化·柳下·桓仁·寬甸·輯安·臨江縣 등이 설치되었다(李庚超, 2005 ≪晩淸奉天開發硏究≫, 遼寧

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6쪽). 동변에는 가장 북쪽의 威遠堡邊門부터 英額·旺淸·鹻廠·靉陽· 鳳凰

邊門 등 6개의 변문(일명 ‘東六邊’)이 있었다. 현재 이 지역은 遼寧省 丹東市와 吉林省 通化地區 

대부분의 縣市를 포괄한다(范立君, 2007 ≪近代關內移民與中國東北社會變遷(1860∼1931)≫人民

出版社, 72쪽). 西邊의 10개 변문은 盛京將軍의 통할 아래 錦州副都統, 義州城守衛, 廣寧防守衛, 

開原城守衛 등이 나누어 관리하였다. 반면에 동육변은 성경 兵部侍郞에게 통할 책임이 있었고, 

성경장군은 兼管(또는 兼統)의 책임이 있었다(구범진, 2006 <19세기 盛京 東邊外 山場의 管理

와 朝·淸 共同會哨> ≪사림≫32, 265쪽).  

15) 1621년 淸 太祖 누르하치 沈陽을 점령한 이후 서해에서 明의 장수 毛文龍을 제압하기 위하여 

압록강 연안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압록강 서쪽을 무인지대로 만들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閻光亮, 2006 <淸代鴨綠江流域實行封禁的原因> ≪東北史地≫2006-2, 59쪽; 張杰, 1994 

<淸代鴨綠江流域的封禁與開發> ≪中國邊疆史地硏究≫1994-4, 42-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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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중엽부터 이 지역 출신 유민들의 이주가 빈번하였다.16) 특히 同治

연간 초 산동성에서 발발한 ‘捻匪의 亂’을 피해 봉천 지역으로 이주한 유

민 수가 급증하였다. 이 때 이주한 유민은 압록강 일대의 깊숙한 지역까

지 들어가 개간과 벌목을 진행하였다.17)

청 정부의 파악에 따르면 道光 8년(1828) 이미 盛京 邊外에 새로 증가

한 戶口만 하더라도 2만∼3만 명으로 청 정부는 이들 대부분이 개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수도 나날이 증가하

였다.18) 1860년대가 되면 유민들의 개간과 거주는 압록강 일대까지 진행

되었다. 同治 2年(1863) 10월 성경장군 玉明의 보고는 당시 압록강 일대의

상황을 단면으로 보여준다.

東邊 門外로부터 混江까지는 東西로는 폭이 100여리에서 200∼300여리로
다르며, 남북은 비스듬하게 길이가 약 1,000여리입니다 …(중략)… 사람들
은 모두 流徒로, 모인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사당을 세우
고 연극을 하고, 비밀결사에 가입하며, 소식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 지방
은 넓고 山水가 깊어 匪民이 숨기에 용이한 장소입니다. 이 때문에 모이는
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모여든 流民들은…필자) 性情
이 頑梗하여 법률을 모릅니다.19)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압록강 일대에는 유민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

어 유민들은 사당을 설립하고, 秘密結社에 가입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潛越 차원을 넘어 이 지역에서 유민들의 거

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민들은 흉년이 들면

가족 전체가 봉천 지역으로 이주하여 친척들에게 의지한 채 생계를 유지

16) 만주에서도 유민들의 접근이 다소 용이하였던 동변 지역은 봉금 선언 직후부터 유민들이 유입

되었다. 1653년 청 정부가 개간령을 선언하였을 당시 山東省 膠州半島의 주민들은 선박을 이용

하여 渤海灣을 따라 요동반도의 金州, 復州 등 州縣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1740년 만주의 봉

금 선언 이후에는 선박을 이용하여 黃海를 따라 현재 요녕성 大蓮市, 庄河市 해안에 상륙하여 

요동반도의 동쪽 산간으로 들어가는 교통로를 이용하였다. 이 지역의 유민 유입으로 인구가 증

가하자 1772년 3월 청 정부는 盛京工部侍郞 兼管奉天府尹 雅德의 건의에 따라 이 지역을 관할

하는 岫巖廳을 新設하기도 하였다(張杰·張丹卉, 2005 ≪淸代東北邊疆的滿族≫, 遼寧民族出版社, 

325-326쪽 참조). 초기에 만주 유민들은 주로 산삼, 꿀, 약재 등의 채취와 녹용을 얻기 위한 사

냥 등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이 고갈됨에 따라 일부 유민들은 카룬의 병사들이 철

수하는 겨울에 벌목에 종사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유민들은 개간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劉

顯龍, 2007 앞의 논문, 4쪽). 

17) ≪民國安東縣志≫卷3 <沿革>, 87b쪽. 

18) 鄭毅 主編, 2004, ≪東北農業經濟史料集成≫(一), 吉林文史出版社, 240쪽.

19) ≪淸穆宗實錄≫卷85 同治二年 十一月 丙辰, 2220-2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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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점선이 압록강, 왼쪽 점선이 유조변장의 ‘東六邊’이며,  

그 가운데가 ‘東邊外’지역이다. 원 안이 압록강 하구 지역이다

(張存武, 1972 <淸韓陸防政策及其實施> ≪近代史硏究集刊≫3, 

507쪽의 ‘東邊區域圖’).

하였다.20) 옥명의 보고 이후에도 압록강 일대에서 유민의 개간과 거주는

계속 확대되었다.21)

[그림 1] 조선 후기 朝·淸 변경지역

한편 조선은 청과의 접경지 역인 압록강 맞은편까지 청 유민의 개간과

거주가 진행되자 정부 차원에서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高宗 11

년(1874) 8월 領議政 李裕元과 高宗과의 대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鴨綠江 以北 柵門까지 100여 리 사이는 옛날에 鎭江府였으나, 지금은 폐지

20) ≪東北農業經濟史料集成≫(一), 256쪽.

21) 1868년(同治 7) 2월 청의 侍郞 延煦는 조선의 委員과 함께 봉황, 애양 변문 밖의 私墾 地畝 

및 屋宇, 움집, 鋪戶 등의 상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개간이 완전히 진행되었다

고 할 수 없으나 “대략 미개간지는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淸穆宗實錄≫卷225 同治

七年 二月 乙巳, 4909쪽). 1869년 8월 성경장군 都興阿는 旺淸門 북쪽의 개간지가 9만 6,000

여 晌, 인구가 男女 10만여 명(≪淸穆宗實錄≫卷264 同治八年 八月 癸卯, 5491쪽)이라고 보고

하였다. 이듬해 10월 보고에서는 봉황, 애양 두 지역의 개간지만 14만여 畝라고 하였다(≪奉天

通志≫卷44 <大事>, 904b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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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신이 燕行 당시 일찍이 보았고, 義州府에 있
을 때에도 그 지역이 폐허가 된 빈 지역[空閒之虛]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
었습니다. 우거진 수풀 속에서 닭이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
만 거주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도
망친 죄인들의 소굴이 되었으며, 사방에서 정착해 살지 않는 무리들이 모
여들어 개간을 하고 집을 지어 숨어 살고 있습니다. 甲軍의 병사들이 초소
[卡幕]을 보전하지 못하니 우리나라의 왕래하는 사람들이 길을 차단당하고
약탈당할 우환이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鳳城에 호송을 부탁하겠다고 하니
이는 두 나라 간 변경의 禁令이 해이해져 그리 된 것입니다.22)

위의 인용문의 이유원은 憲宗 11년(1845) 冬至使 書狀官으로 청에 다녀

온 인물이었다. 이유원은 고종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使行을 간 184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義州부터 柵門까지의 지역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는

데 30년 정도 지난 당시에 의주부터 책문지역까지 청 유민들의 개간이 진

행된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청 정부의 만주 봉금 이

완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조선 정부는 청과의 접경 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일종의 '無人

地帶' 혹은 '緩衝地帶'로 인식하였다. 이 때문에 청 정부가 이 지역에서

개간을 진행하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반대하였다. 英祖 7년(1731)

과 21년(1745) 조선 정부가 청 정부의 ‘莽牛哨設訊’23) 계획에 반대하였던

사례는 조선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잘 보여준다.24) 1840년대에도 조선 정

22) ≪高宗實錄≫卷11 高宗十一年 六月 二十三日 “領議政 李裕元曰 鴨江以北至柵門 百餘里之間 古

鎭江府 而今廢爲禁地. 臣於燕行時 曾所見之 又在灣府也 熟知爲空閒之墟. 樹木叢襍之中 若聞鷄犬

之聲 而不見一人之居矣. 挽近以來 作爲逋逃之藪 四方沒着之輩 聚居起墾 築室隱伏. 甲軍兵丁 無以

保其卡幕 我國往來之人 無不被其截路攘奪之患 甚至於要借鳳城護送之擧云. 此爲兩國邊禁蕩弛而然

也…(하략)….”

23) 청 정부의 莽牛哨 (초소) 설치 논의와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李花子, 2007 

≪朝淸國境問題硏究≫, 集文堂, 197-208쪽; 許學權, 2011 ≪淸朝莽牛哨訊設事件及其對淸鮮關係

影響≫, 長春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閻光亮, 2006 <淸代鴨綠江流域實行封禁的原因> ≪學術園地

≫2, 60쪽 등 참조.

24) 1731년 3월 左議政 趙文命은 이에 대하여 順治 연간부터 柵門 밖 100여 리를 버려 두고 양국

   이 서로 접하지 않도록 하게 하였던 것은 深遠한 뜻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변경지역 주민들의 범

월 행위 방지에 대하여 주장하였다(≪英祖實錄≫卷29 七年 六月 二十日, “左議政 趙文命曰 ‘自

順治時· 棄柵門外百餘里地· 不使彼此相接者 其意深遠. 且我國邊民 近甚奸惡 移居犯越 終必有得罪

大國之慮. 以此意移咨防塞可也”). 1747년(英祖 23) 11월에도 左議政 趙顯命은 英祖와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청 정부의 망우초 설신 계획이 당시 30만에서 150만으로 증가한 만주의 유민들

에 대한 安集 계획이라고 보면서도 유민의 증가에 대하여 “국가의 安危에 관련된 것”이라며 적

극적인 대응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의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英祖實錄≫卷66 二十三年 十

一月 二十五日, “大臣率備堂請對 上引 蓋因義州府尹鄭夏彦狀啓云 ‘瀋陽將有 蟒牛哨設屯之意故也’ 

左議政 趙顯命曰 此實渠之安邊大略矣 聞流民前則殆近三十萬 今則倍蓰 故欲開利竇 以爲安集之地 



- 32 -

부는 憲宗 8년(1842) 6월25), 12년(1846) 6월26)에 청 관원들과 함께 압록강

상류 지역에서 청 유민들의 개간과 벌목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도 하였

다.27) 이처럼 조선은 만주 봉금이 이완되어 가던 19세기 중엽 이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압록강 일대에서 청 유민의 개간과 거주 확대를 저

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1870년대에 들어와 ‘空閑地’인 압록강 일대에서의

청 유민들의 개간과 거주가 계속 확대되어 가자 조선의 국왕과 신료들은

이를 ‘변경의 우환’으로 인식하였다.28)

조선 정부는 양국의 “사람과 사물이 서로 뒤섞이는” 상황을 가장 우려

하였다.29) 청인들은 이미 17세기 중반 강희 연간의 후반부터 압록강 일대

에 출현하여 여러 가지 소란을 일으켰지만 이 때는 유민들의 잠입에 따른

일시의 소란에 불과하였다.30)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후 청 유민들의 이주

가 단순한 잠입 수준을 넘어서 이미 定住 단계로 접어들고 있던 상황에서

접경지역에서 양국 주민들의 접촉은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조선과

청의 주민들이 서로 ‘이웃하는’ 상황이 되자31) 압록강 일대에서는 양국 주

민 상호 간의 무력 충돌이나 ‘潛商’32)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高宗 7년(1870) 2월 청인들의 廣坪鎭 침입 사례에서 보듯 청인들의 강

을 건너와 조선의 마을에 침입하여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33) 이와 반대로 조선인들이 청의 비적들과 결탁하여 강도 행위

果如此則來頭之慮無窮矣…(중략)…顯命曰 若退柵而設屯 鷄犬烟火相接 則必多生事之端 而此猶小

者 流民若近在 則實係國家安危”).

25) ≪同文彙考≫原續續 <疆界> 一, 3442a-3443b쪽.

26) ≪同文彙考≫原續續 <疆界> 一, 3443a-b쪽.

27) 조선 후기 조선 정부의 압록강 하류에서 청인들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강석화, 2002 ≪조선 

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81-87쪽 참조. 

28) ≪高宗實錄≫卷11 高宗十一年 六月 二十三日, “…(상략)…黃鍾顯曰 兩國交界 設置空虛之地者 

自是有意所在而 今則曲曲 成村云 可謂邊憂…(하략)….

29) ≪奉天通志≫卷42 <大事>, 890b쪽.

30) 李花子, 앞의 논문, 173-175쪽 참조.

31) ≪高宗實錄≫卷5 五年 十一月 五日, “…(상략)…又啓曰 卽見平安道淸北暗行御史 徐經淳別單 則

其一 近日邊禁蕩弛. 一自彼人沿江築室之後 與我國民居便爲隣也…(하략)….”

32) 이철성은 조선 후기 對淸貿易에서 압록강을 건너기 이전에 木牌를 지급받지 못한 상인을 ‘잠상’

이라 하였다. 즉 잠상이란 중앙 정부나 지방으로부터 무역을 인정받은 관허상인을 제외한 상인

이었다(이철성, 2004 <조선후기 무역상인과 정부의 밀무역 대책> ≪史叢≫58, 100쪽). 두만강 

일대 6鎭의 잠상은 주로 農牛와 곡물을 반출하고 沿海州에서 洋木·비단 등을 직물류와 구리·주

석·납·철 등을 반입하였다. 수입된 물품 가운데 양목은 6진만이 아니라 함경도 전역에서 소비되

었다(고승희, 2004 <19세기 후반 함경도 변경지역과 연해주의 교역 활동> ≪朝鮮時代史學報≫

28, 167-172쪽 참조). 

33) ≪承政院日記≫高宗七年 二月 十四日, “三軍府啓曰 卽見平安監司 韓啓源狀啓 則大國人 作黨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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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34) 高宗 10년(1873) 5월에는 평북 신도진에서 義

州府 楊西面 北城里浦에 정박한 청의 선박을 나포하기 위하여 파견한 砲

軍들과 청인들 사이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청인 3명이 익사하고 3명이

사살되었다.35)

이 밖에도 변경 지역에서 잠상이 저지르는 불법 거래는 곡식과 생필품

등의 유출로 해당 상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高宗 5년(1868) 11월

平安道淸北暗行御史 徐經淳은 변경지역에서 잠상 행위를 보고하고 그 근

절을 위하여 위반자를 사형에 처할 것을 요청하였다.36) 특히 1860년대부

터 평안도와 함경도 주민들이 러시아와 청으로 越境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37) 생필품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당시 재정 파탄으로 피폐해진

변경 지역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었다.38) 서경순이 잠상 근절을 위하

여 정부에 강경책을 요청하였던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

시 조선 정부가 실시한 包蔘(紅蔘)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이 미미한 것처

럼39) 잠상 단속 효과도 미미하였다.40)

江而來 突入廣坪鎭 捉去該權管 則鎭卒及民人等 以牛隻錢兩 行賂得還. 其後彼人輩 又到該鎭 奪民

牛隻矣. 鎭民 越去彼境 衝火居幕 其所前後失之牛及彼人物貨 奪取以來 則彼人三百餘名. 自碧潼郡

阿耳鎭 或騎或步 越境出來 小坡兒鎭衙與倉庫民家 竝爲燒火 掠其汁[什]物 下去大坡兒境”).

34) 1869년(高宗 6) 10월에는 총으로 무장한 咸鏡北道 慶興府 阿五地鎭의 軍民들이 청의 영역으로 

들어가 청의 비적들과 결탁하여 조선 군대의 물건을 약탈하였다(≪承政院日記≫六年 十月 二十

二日, “議政府啓曰 以咸鏡監司 李興敏狀啓 慶興府阿吾地軍民 響應匪類 一齊叛去 不能禁制之該萬

戶李白能 爲先罷黜. 其罪狀 令攸司稟處 而統轄之地 有此非常之變 惶恐待勘事. 傳曰 令廟堂稟處 

勿待罪事 回諭事 命下矣. 一鎭軍民之一齊犯越 其所綢繆 必非一朝一夕之故. 而況締結匪類 恐喝放

砲 甚至於掠取軍物而去. 痛惋之極 寧欲無言”).

35) ≪高宗實錄≫卷10 十年 五月 十二日.

36) ≪高宗實錄≫卷5 五年 十一月 五日 “…(상략)…又啓曰 卽見平安道淸北暗行御 史徐經淳別單 則

其一 近日邊禁蕩  弛 一自彼人沿江築室之後 與我國民居便爲隣 比米穀各物 無不潛商輸入彼境 以

致翔貴 申嚴舊規 如有冒犯者 施以梟警事也…(하략)….”

37) 李花子, 2007, 앞의 책, 229-235쪽 참조. 

38) 평안도와 함경도 6진의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김태웅, 2012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지방재

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 아카넷, 105-152쪽 참조.

39) 19세기 후반에 밀무역 거래에서 가장 큰 교역품은 包蔘과 양목이었다. 대원군 집권 시기 조선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하여 포삼무역에 대한 減額·增稅 정책 실시가 당시 밀무역의 원인이 되었

다. 당시 조선의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에는 ‘唐船’이 수시로 왕래하였다. 조선 정부는 포

삼의 밀무역으로 포삼 가격이 하락하여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강경한 해방 

정책을 통하여 밀무역을 단속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철성, 2005 <大院君 執政

期 包蔘 貿易政策과 海上 密貿易> ≪朝鮮時代史學報≫35 참조. 

40) 변경 지역 관원들의 잠상이나 범월 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역의 관찰사나 수령 등 지방관의 거

취와도 관련된 문제였다. 이에 관원들은 주민들의 범월을 적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에 대하여 일부 관원들은 법이 너무 엄하면 이를 덮거나 비호하는 폐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高宗實錄≫卷8 八年 七月 二十日 “…(상략)…吏曹判書 金世均曰 此係道伯 守令之官職去就 故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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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변경지역에 문제에 대하여 조선 정부가 취할 수 대책이란

것이 청 정부에 유민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정부 차원에서 18세기부

터 시작된 압록강 중상류의 폐사군의 복구에 대한 논의를 이 시기에 이르

러 다시 郡邑 설치에 대한 논의로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41) 이는 조선의

압록강 일대에서의 봉금 이완과 청 유민들의 개간 및 거주 확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었다.

高宗 6년(1869) 조선 정부는 關西察邊使 鄭周應의 제안에 따라 上土鎭

을 慈城郡으로 승격시켰다. 동시에 厚州府를 함경도에서 평안도로 이속시

키고 자성군과 격을 맞추기 위하여 군으로 邑格을 낮추어 厚昌郡으로 개

칭하였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청 정부에는 조선과 청의 空閑地가 최근

30년 사이에 점차 비적의 무리가 도망하여 숨는 곳과 저항하는 땅이 되어

사람들이 몰려들어 근심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封守를 굳게 하고 防汛

을 엄히 하려는 뜻에서” 군읍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해명하였다.42)

청 정부도 同治 6년(1867) 유민들의 대표인 何名慶 등의 升科 요청을

수용하였다.43) 同治 6년 5월 성경 戶部侍郞 額勒和布는 주민 대표 하명경

或有犯越者, 吏校之輩 不欲摘發云矣 敎曰 吏判曾經灣尹 似當稔知此弊矣 世均曰 臣待罪灣府時 果

聞曾不無此弊云矣 炳學曰 法令太峻 則反有掩護之弊矣…(하략)…”). 그러나 조선 정부의 범월자에 

대한 단속도 점점 느슨해졌다. 1876년 의주에서 청인들과 교역이 발각된 주민들을 梟示하고, 

1879년(高宗 16) 자성군에서 월경자를 梟示한 것을 마지막으로 월경 살인자 이외에는 변경 지

역에서 범월이나 교역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李花子, 2007 ≪朝淸國境問題硏

究≫, 集文堂, 235-236쪽).

41) 18세기 이후 폐사군 지역의 개발과 복구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강석화, 2002, 앞의 책, 

152-178쪽 참조.

42) ≪同文彙考≫原編續 <疆界>二, 3499a-b쪽. 한편 1890년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흉년의 영향

으로 압록강 중·상류 지역 한인의 이주도 증가하였다. 이에 1890년 평안도 관찰사는 이주 한인

의 거주 지역을 28개 면으로 구분하여 江界, 楚山, 慈城, 厚昌 등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1897년

에 조선 정부는 다시 西邊界管理使 徐相懋를 파견하여 압록강 일대 이주 한인에 대한 사무를 관

장하게 하였다(牛丸潤亮·村田懋麿 共編, 1927 ≪最近間島事情 附露支移住鮮人發達史≫(영인본), 

朝鮮及朝鮮人出版社, 76-77쪽 참조). 그리고 같은 해 다시 압록강을 중심으로 江界郡(江界誌編

纂委員會 編, 1966 ≪江界誌≫, 편찬위원회, 56쪽)과 宣川郡을 설치하였다(宣川郡志編纂委員會, 

1977 ≪宣川郡誌≫, 편찬위원회, 58쪽).

43) 청대에는 경작지[田地]를 토지의 등급에 따라 징세 하였다. 이를 ‘科則’이라 하였다. 원래 징세

를 하지 않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비옥 정도에 따라 세금[田賦]를 징수하였다. 이를 ‘升科’

라고 하였다. 만약 황무지를 개간하게 되면 경작자는 이를 지방관에 보고하였고, 지방관은 신원

보증서[引結]과 함께 토지문서[地照]를 발행하였다. 청대에는 개간지에 대해 水田의 경우 6년, 

旱田의 경우 10년을 각각 면세한 후 징세하였다. 통상 황무지는 경작지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이 걸렸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방관은 경작지를 현지 조사한 후 이를 장부로 작성하여 승과하

였다(≪淸代六部成語詞典≫,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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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私墾이 금지된 압록강 일대의 개간지가 이미 수 백만 垧에 달한다면

서 자신들이 개간한 토지에 대하여 승과 요청을 하여 왔음을 보고하였

다.44) 이에 대하여 同治帝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都興兒, 延煦, 額勒

和布, 奕榕, 恩錫 등의 파견을 지시하였다.45) 이는 유민들에 의한 개간 상

황을 파악하고 개간의 추가 진행을 저지하겠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봉천

지역의 개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청 정부는 유민 유입과 개간 진행으로 압록강 일대에서 인구 및 토지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공식 행정기구인 州縣을 설치하기 시

작하였다. 이는 유민들을 모두 驅逐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도 하였지만

유민들을 정착시켜서 호구와 개간지를 파악하여 범죄자 유입과46) 유민들

이 조선으로 ‘犯越’하는 것을47)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48)

光緖 元年(1875)부터 압록강 하구의 安子山 일대에서 升科 등의 업무를

진행하던 知府 恒泰, 候補知縣 張雲祥 등은 光緖 2年(1876) 1월 24일 安東

縣 설치를 상주하였다.49) 청 정부는 이듬해 안동현 북쪽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六甸에 寬甸縣을, 六道河에 懷仁縣을, 頭道江에 通化縣을 각각 설

치하였다. 이어서 안동현과 변문 안의 지역에 설치된 岫巖州를 鳳凰廳에

귀속시키고, 회인과 통화 두 현은 興京廳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

시 같은 해에 압록강 하구를 포함한 동변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分巡奉

天東邊兵備道’50)(일명 ‘東邊道’, 이하 동변도)를 설치하고, 6개 변문을 모두

철거하였다. 이로써 동변지역은 청 정부의 州縣體制의 관리 아래 들어가

게 되었다.51) 주현 설치와 함께 청 정부는 종래 民政과 軍政으로 二元化

44) ≪民國安東縣志≫卷3 <沿革>. 87b쪽.

45) ≪淸穆宗實錄≫卷203 同治六年 五月 壬申, 4539쪽.

46) ≪奉天通志≫卷42<大事>, 895b쪽.

47) 월경이란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로, 행위 자체에 법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犯越’은 행위 자체가 법률상 범법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현상 자체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정혜중, 2006 <청대 조선인과 청국인 범월의 특징―양국 범월사례의 분석을 중심으

로―> ≪明淸史硏究≫26, 69-79쪽 참조.

48) ≪奉天通志≫卷43 <大事>, 898b쪽.

49) ≪民國安東縣志≫卷3 <沿革>, 87b쪽.

50) ‘道’는 청대 1급 관리기구였다. 책임 관원은 ‘道員’이라 하였고, ‘守道’와 ‘巡道’으로 구분하였다. 

원래는 임시 差使였으나 1753년(乾隆 18) 正4品 관원이 되었다. 동변도는 설치 초기에 鳳凰直

隸廳, 興京廳, 岫巖廳(후에 州가 됨), 통화현, 회인현, 관전현, 안동현 등 2廳 1州 4縣으로 속칭 

‘七區之區’를 관할하였다((劉顯龍, 2007 앞의 논문, 9쪽). 

51) 청 정부는 안동현 이외에 광서 연간 초반에 興京廳, 鳳凰廳, 岫巖州, 寬甸縣, 通化縣, 懷仁縣 등

행정 기구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호적에 편입시켜 관리하였다(范立君, 2007 ≪近代關內移民與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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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던 행정체계도 일원화하였다.52)

이렇게 19세기 중엽부터 이전에 조선과 청 사이의 변경 지역으로 있던

압록강 일대가 양국의 ‘영토’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8세기 중엽부

터 당시까지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오던 청 정부의 만주 봉금 이완과 그

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 때문이었다. 즉 이전에 사람의 거주와 개간이 허

용되지 않던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압록강 일대에 인구와 토

지 증가 변화가 발생한 것이었다. 조선과 청의 접경지역 변화에 대한 정

부 차원의 대책은 郡邑과 州縣의 설치였다. 조선 정부는 高宗 6년(1869)

압록강 상류 지역에 자성군, 후창군을 설치하였다. 청 정부도 光緖 2년

(1876)에 압록강 하구에 안동현을 설치하였다. 高宗 20년(1883) 9월 조선

과 청의 황초평 교섭은 조청 접경 지역의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서 발생하였다.

2) 황초평의 위치 이동과 면적 확대

19세기 중엽 이후 만주 봉금 이완과 청 유민들의 압록강 일대에서 개간

및 거주 확대, 그리고 조선과 청 정부의 압록강 일대 군읍과 군현 설치를

高宗 20年 황초평 교섭의 배경이라 한다면 황초평의 형성과 형성 이후 변

화는 1901년부터 시작된 황초평 분쟁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1901년부터 시작된 황초평 분쟁에서는 황초평의 형성과 위치의 변화를 둘

러싸고 한국과 청 정부가 다른 해석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서

1901년 황초평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초평의 형성 과정과 그 이후

변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황초평의 존재를 알려 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平安監營啓錄≫

이다. 高宗 20년(1883) 9월 薪島鎭 僉使 李奎昇의 보고에 따르면 황초평은

國東北社會變遷(1860∼1931)≫人民出版社, 74-75쪽 참조). 1877년 동변도를 설치한 데 이어 

昌圖廳를 府로 승격하고, 奉化縣, 懷德縣, 江平縣 등을 증설하였다. 그리하여 봉천 지역에서만 

13개의 廳州縣이 신설되었고, 그 총수는 30개로 증가하였다(최희재, 1997 ≪光緖初

(1875-1885) 體制整備의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5쪽). 

52) 성경장군 숭실은 부임한지 반년 만에 40여 곳의 徒匪 출몰을 확인하고 1,000여 명 마적을 就

地定法으로 참살하는 등 치안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봉천 지역의 치안 불

안 해결 방법으로 봉천 지역의 관제 개혁[變通]을 주장하였다. 만주족만 임면하던 봉천 지역 各

州縣缺에 만주족과 한인을 구분하지 않고 임명하게 하고, 주현에는 理事·同知·通判銜 등을 附加

하여 만주족과 한족 사건 처리에 편의를 도모할 것을 청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희재, 1997, 앞의 논문, 102-10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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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의 강물이 흘러 형성된 갈대밭으로 당시부터 오래 전에 형성되었다

고 한다.53) 이 당시 청 관원들의 조사에서도 황초평은 진흙이 붙은 갈대

가 퇴적된 것으로 봄 가을에 갈대 줄기가 성장한다고 하였다.54) 이러한

사실로 본다면 高宗 20년 당시에도 황초평은 형성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의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황초평의 형성 시기나 과정에 대

한 자세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1900년대 이후 작성된 황초평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황초평의 형성 시기를 추측할 수 있다.

1907년 평북 龍川에 거주하던 李觀英과 尹就暎은 청원서에서 황초평은

원래 압록강의 파도가 미치는 곳에 오랫동안 강중의 흙이 자연스럽게 쌓

여 형성된 蘆坂이라고 하였다.55) ≪黃草坪還付出願釋明書≫의 내용은 황

초평 주변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더 자세하

다. 1937년 2월 19일 李王職 事務官 飯高治衛, 同 御用掛 市野澤酉之助 등

은 韓錫範(당시 58세, 용천군 출신으로 인천부에 거주)에게 황초평의 형성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이때 한석범은 지역 古老의 말을 인용하여 황초

평은 辛亥年(哲宗 2, 1851) 압록강 홍수 때 龍巖浦와 楊西面의 토지 일부

가 陷落되어 생겨난 무인도라고 하였다. 또한 “황초평은 지금으로부터 약

87년 전 평안북도 용천군 양서면 鴨綠江岸 崩落 유실로 하류의 땅 끝에

한 섬이 出現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다”56)고 하였다.

1912년 3월 조선총독부는 압록강 상·하류의 섬들을 조사하여 <鴨綠江上

島嶼調査表>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大·小황초평을 포함하여 모두 31개

섬의 명칭을 언급하고 그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다.57) 이 가운데 大황초평

에 대해서는 “水田 및 葦生地가 붕괴와 더불어 물의 작용으로 점차 확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896년 대황초평의 上流쪽에 접속하게 되어 완전

53) ≪平安監營啓錄≫(奎15110) 제37책 癸未(高宗 二十年) 十月 初八日 戌時, “…(상략)…薪島鎭僉

使李奎昇馳報內 以爲掛綱溝外産葦塘灘 卽本鎭境黃草坪也 本鎭爲五里許 西距彼邊爲十里餘 出游成

坂 旣係年久…(하략)…”. 

54) ≪平安監營啓錄≫(奎15110) 제37책 癸未(高宗 二十年) 九月 三十日 申時, “…(상략)…傳訊居民 

僉稱此塘浮莎成堆 幷非實地 每至秋後 葦枝長成…(하략)…”.

55) ≪平安南北道各郡訴狀≫(奎19159) 제9책, 1907年 3月 15日.

56) ≪黃草坪還付出願釋明書≫(古231)(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57) ≪淸國國境附近關係事件綴(1911年 10月∼1912年 8月)≫ <鴨綠江上島嶼成立ニ關スル件>, 232

쪽. 1911년 조사에서 압록강 하구의 30개 섬 명칭 가운데 “실제 인민이 이용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섬”으로는 薪島列島·申澤坪·黃草坪과 柳草坪만을 언급하였고, 望月樓島를 비롯한 7개의 섬

은 청의 영토라 하였다(≪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1911)≫ <鴨綠江下流島嶼沙洲ニ關スル

調査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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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육지를 現出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小황초평에 대해서도 “기원이나

성립이 상당히 오래된다. 全島의 성립 및 기원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이 적다. 그러나 대황초평 성립 발생 전후의 상황으로 추측하여 볼 때 약

100년 전부터 성립하여 있은 것 같다”고 하였다. 황초평이라는 명칭에 대

해서도 황초평 주변 주민들이 소황초평은 ‘黃草坪’이라는 의미에서 ‘노랑

풀’, 대황초평은 ‘돌이 박힌 초평’이라는 의미에서 ‘돌박이풀’로 각각 불렀

다고 한다.58)

[그림 2] 遼寧省 하천의 습지(2016년 3월 20일 촬영)

※황초평도 형성 초기에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 러시아 니콜라예프스카 수판江 하구의 습지(2014년 6월 촬영)

58) ≪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1911)≫ <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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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말에 작성된 중국 측 자료에도 황초평은 同治(1862∼1874) 연간 압록

강 하구의 안동현 甜水口에서 강물이 불어서 형성되었다고 하였다.59) 이

러한 사실로 보건대 소황초평은 181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에 먼저 형성

되고, 그 위치가 이동하고 면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대황초평도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高宗 20년 9월 29일 小通事 安德源은 薪島鎭敎 廉貞禧

와 함께 배를 타고 황초평을 조사하고 황초평의 위치 및 규모에 대하여

“南北의 길이가 4里에, 東西의 길이는 2里(약 800m)에 불과하다”, “疆界가

저쪽(청국…필자)에서 멀고 이쪽에서 가까워 이것은 분명히 該鎭(필자…

薪島鎭)의 地面입니다”60)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황초평

은 안 되어도 1883년까지는 청 연안보다 한국 연안에 가까웠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00년대 초가 되면 황초평은 청 연안

에 가까운 ‘압록강의 섬’으로 등장한다. 그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초평의 변화는 1900년대 이후에 작성된 황초평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

다. 황초평은 형성 초기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압록강의 조

수가 들어오면 전부 물에 잠겼다고 한다. 그런데 高宗 24년(1887) 무렵부

터 면적이 갑자기 넓어져서 1907년 당시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61) 1911

년에 작성된 <國境附近島嶼沙洲에 關한 調査>는 高宗 25년(1888) 홍수

이전까지 한인들이 갈대를 채취하던 서남단의 小황초평만 수면으로 드러

났고, 대황초평은 압록강의 만조 때에는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황초평은 高宗 25년 홍수 이후 6년 동안 그 규모가 커져 1911년

당시의 지형이 되었다고 하였다.62) 1919년 중국 정부의 조회에도 소황초

평이 먼저 형성되었고, 1889년 무렵에 소황초평 동북쪽에 다시 “새로운

淤灘”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63)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淤灘”이란 대황

59) 秋憲樹 編 ≪자료한국독립운동≫4(2)권 <黃草坪居住韓人에 관한 盛京將軍의 報告[盛京將軍趙爾

巽致外部日人强運黃草坪葦草韓人佔大小柳坪請商日使勘界文]>(1906.10.18), 연세대학교출판부, 

1363a-b쪽. 

60) ≪平安監營啓錄≫(奎15110) 제37책 癸未(高宗 20) 十月 初八日 戌時, “…(상략)… 該小通事安

德源之回告內 前月 二十九日馳抵該鎭 眼同鎭敎廉貞禧 檥船黃草坪 周圍履勘 長不過四里 廣不過二

里 疆界彼遠此近 明是該鎭地面也…(하략)…”.

61) ≪葦洲所屬係爭一件≫第1卷<鴨綠江葦洲係爭問題ニ關スル交涉資料書類進達ノ件　別紙寫>, 595

쪽.

62) ≪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1911)≫ <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 , 7쪽. 

63) ≪葦洲所屬係爭一件(1922.4.25-1922.5.25)≫第2卷 <照會 1919年 外字 第96號>,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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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대황초평이 대략 1887년부터

1899년 사이에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표 3] 황초평 형성 이후 압록강 홍수(1879∼1906)

시기 주요 내용

1879년(光緖 5). 8. 1
안동 부근 해상에서 폭풍이 발생함과 동시에 

안동현에 폭우 

1883년(光緖 9) 음 4월 비가 그치지 않고, 음력 9월 鳳城縣에 홍수 발생 

1885년(光緖 11) 8.6-14
폭우로 9월 7일 압록강이 범람하고 경작지 1만畝

침수

1886년(光緖 12) 가을 계속된 폭우로 수재, 기근 발생 

1888년(光緖 14) 8월 초
잦은 폭우로 11월에 압록강이 범람하여 안동현 

官署 침수,
민간 가옥 60∼70%가 침수 피해 

1890년(光緖 16) 7월 상순 폭우로 민간 가옥 60∼70%가 침수 피해 

1892년(光緖 18) 陰 6월 수해

1896년(光緖 22) 陰 6월 요동반도의 태풍으로 안동현에 폭우, 압록강 범람

1897년(光緖 23) 7월 폭우로 강물 범람

1906년(光緖 32) 4월 안동시 신시가지 침수

※丹東市地方志辦公室 編, 1993, ≪丹東市史(1876-1985)≫ <大事記> 遼寧科學技術社,

  30-35쪽을 참조하여 작성.

형성 이후 소황초평의 위치 변화와 대황초평의 형성은 압록강의 홍수와

조류에 의한 연안의 침식 때문이었다.64) [표 3]에서 보듯 1870년대 말부터

1906년까지 안동현 일대의 대규모 홍수는 10회가 넘는다. 특히 황초평 형

성 이후인 1880년대부터 1890년대 사이에 홍수가 빈발하였다. 압록강의

홍수 때문에 황초평 주변의 마을 전체가 없어지거나 새로운 水路가 생기

기도 하였다. 1906년 당시 용암포 거주 張敬濟(당시 35세)의 증언에 따르

면 원래 황초평의 압록강 맞은편 한국 연안에는 20호 정도가 거주하는 鯨

洞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러나 1896년과 1897년 사이에 발생한 압록강

홍수 때문에 경동의 토지가 침식되어 마을 자체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이

64) 최근 압록강의 홍수는 1949년부터 1985년까지 37회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1960년과 1985년 

두 차례 대홍수가 있었다( ≪中國海灣志≫제14책(重要河口), 395쪽). ≪民國安東縣志≫에 따르면 

1885년 가을, 1887년 가을, 1888년 가을, 1897년, 1907년에 홍수가 발생하였다(≪民國安東縣

志≫卷8 <災害>, 279a-281a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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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으로 흩어졌고, 황초평 동쪽에는 새로운 水路가 생겼다고 하였

다.65)

이외에도 압록강에는 조류에 의한 침식과 퇴적 작용도 반복되었다.

1907년 이래 河床에 대변화를 가져와서 江岸과 一葦 水帶가 떨어진 항내
일대에 해마다 泥土 퇴적으로 大洲를 형성하였다. (그리하여…필자) 종래
상당한 수심으로 3,000∼4,000톤급 機船의 출입을 보던 港灣도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 만조시에는 溝卓을 이용하여 근근이 小船 기선만이 통과하
게 되었다. (그…필자) 이래 당 용암포는 부진이 극에 달하였다.66)

위의 인용문은 압록강 하구는 잦은 홍수로 상류의 토사가 밀려와 퇴적

되면서 水路가 막히거나 하안의 침식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1907년

당시에도 황초평은 압록강의 조류 때문에 매년 2～3칸, 많을 때에는 5～6

칸이나 침식되는 ‘土塊崩壞’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한다.67) “무릇 섬

의 전체는 江落하면 田滅하고 江退하면 增土하는 것이 古今의 眞理”68)라

는 용암포 주민들의 증언처럼 당시 압록강에서 연안 육지의 퇴적과 침식

작용은 흔한 현상이었다. 1906년 安東縣軍政署 龍巖浦派出所長 成田正(이

하 ‘成田正 소장’으로 약칭)의 조사 당시에도 용천 거주 金鳳祿(당시 57∼

8세)은 高宗 9年(1872) 무렵 황초평에서 江流가 가장 깊은 곳이 1906년

현재 갈대가 가장 무성한 곳이었다고 하였다.69)

황초평 위치와 규모의 뚜렷한 변화는 1900년대 초 일본인들의 조사에서

확인된다.

① 용암포 상류 청 연안 安彌難의 앞에 가로놓인 하나의 大洲이다. (황초
평은) 한국 연안에서 약 17町(약 1,836m)70), 淸岸에서는 약 8町(864m)
각각 떨어져 있다. 東西 연장 약 1里 25町, 남북 약 22町, 田積은 8,130
町步이다. 이상의 積量이 나온 것은 눈짐작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소 相違가 있다. 洲는 상류가 대체로 지세가 높고 하류가 약간 낮다.

65) ≪國境附近島嶼沙洲關調査(1911)≫ <龍岩浦附近鴨綠江中洲大小黃草坪ニ關スル件>, 141-142

쪽.

66) ≪朝鮮新聞≫(1935.9.7) <鴨綠江の蘆草を防波堤維持費に>(서울대학교 도서관 신문스크랩자료). 

67)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ニ關連スル鴨綠江下流洲嶼ノ狀況及經營愚案等ニ稟

   申ノ件(이하 ‘經營愚案等稟申ノ件’)>(1907.8), 173-174쪽.

68) ≪平安南北道各郡訴狀≫(奎 19159) 제8책, 1907年 6月 14日.

69) ≪國境附近島嶼沙洲關調査(1911)≫ <龍岩浦附近鴨綠江中洲大小黃草坪ニ關スル件>, 137-140

쪽.

70) 1町은 약 108m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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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洲는 하류를 향하여 점차 확장하는 趨勢이다.71)

② 황초평의 위치도 한국 쪽 강가보다 청 쪽 강가에 현저하게 접근하여
있다.72)

③ 황초평의 위치와 면적은 “청쪽 의 강가에 가까우나 한국 쪽의 강가에
서 멀다. 幅員은 평균 1里 半, 길이 평균 (원문에 없음)리 정도이다.73)

위의 ①∼③ 인용문에서 보듯이 황초평은 20세기 초가 되면 위치가 확

연히 청 연안으로 가깝게 이동하고 그 면적도 확장되었다. 1905년 조사에

서도 황초평은 섬 전체가 갈대밭이며, 압록강 본류가 남쪽으로 흐른다고

하였다.74) 1906년 당시 일본군은 황초평이 이미 습지가 아니며, 大·小 황

초평 사이에 수로가 있는 하나의 섬이라고 하였다.75) 1907년 압록강의 만

조 때 황초평은 가장 높이 곳은 1척, 가장 낮은 곳이 7척까지 침수되었다

고 한다.76)

이러한 사실들은 1901년부터 1907년 사이에 황초평이 압록강의 작은 습

지에서 섬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1907년 新義州理事廳 부이사관 岡部三郞

의 ‘黃草坪開墾設計’에서는 황초평의 면적을 1坪方里 3分(세로 1里 25町,

가로 25町), 反別 2,217町 6反步, 주위 6里라고 기재하였다.77) 1908년 9월

龍川 財務監 主事 田中正記는 平壤 財務監督局長에게 황초평이 용암포 부

근 압록강 유역내에 있는 ‘한 작은 섬’이라고 보고하였다.78) 1910년 3월

韓國駐箚憲兵隊 新義州管區長은 韓國駐箚憲兵隊長 榊原昇造에게 보고한

황초평은 용암포에서 서북방으로 半里(약 2㎞), 중국 연안에서 約 6町(약

648m) 떨어져 있으며, 그 규모는 대황초평이 1,166만 4,000평, 소황초평이

17만 4,960평으로 그 명칭도 ‘黃草坪島’라고 하였다.79)

71) ≪黃草坪關係書(1906-1909)≫ <經營等愚案稟申ノ件>(1907.8.10), 103쪽.

72)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ニ關スル意見上申>(1907.8.1), 210쪽;≪葦洲所屬係

爭一件≫第1卷 <黃草坪問題ニ關スル意見上申>(1907.8.1), 535쪽.

73)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ニ關連スル鴨綠江下流洲嶼ノ狀況及經營愚案等ニ稟

申ノ件>(1907.8), 185쪽. 

74) ≪黃草坪關係書(1906-1909)≫ <鴨綠江下流ニ國境問題>(1906.10.10), 72쪽.

75) 國學資料院 編, 2007, ≪日帝暗黑期統治史料集≫第9卷(沿境關係) <淸韓境界調査書> 國學資料

院, 31쪽.

76)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開墾設計>(1907.8.2), 199쪽. 

77)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開墾設計>(1907.8.2), 199쪽.

78) ≪日支画界問題一件≫ <龍財登第594   號>(1908.9.4) 350쪽.

79) ≪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1911)≫  <黃草坪島ニ關スル件>(1910.4.2) 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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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와 [그림 5]는 1910년대 황초평의 모습이다. [그림 4]는 1910년

대 초반의 황초평으로, 황초평 주변에는 몇몇 다른 섬들이 있다. 그러나

[그림 5]에는 다른 섬들이 없고 황초평이 청 연안으로부터 가깝다. 1920년

대가 되면 황초평은 그 위치가 중국 연안에 가까운, 압록강의 대표 섬 가

운데 하나였다. 1925년 황초평은 압록강 가운데 ‘하나의 큰[一大洲]의 갈

대섬[葦島]이었다. 규모는 길이가 東西 1里 25町, 南北 22町, 면적이 8100

町步에 달하였다. 위치도 한국 연안으로부터 17町(약 1,836m), 중국 연안

에서 8町(약 864m) 정도 떨어졌다.80) 1926년 9월 총독부의 조사에서 황초

평은 大小 황초평 이외에 新磧子, 中原磧子, 積新磧子, 小積新磧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大황초평은 면적이 약 1,000町步(991만

7,355.4㎡, 300만坪)였으며 섬 전체에 갈대가 무성하였다. 小황초평은 면적

이 861町 9反 2畝였다.81)

[그림 4] 黃草坪附近略圖(19011년 무렵)

80) ≪鴨綠江採水件≫ <鴨綠江下流黃草坪葦洲問題ニ關スル件>(1925.9.28.), 396쪽.

81) ≪支那國境關係書類(1926)≫ <大黃草坪及小黃草坪外四坪ノ現況ニ關スル件>(1926.9.4), 926쪽. 

최근 중국 측의 연구에 따르면 황초평은 1905년부터 1927년까지 갈대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없

는 작은 사주에 불과했으나 압록강의 퇴적 작용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신도 열도 서

쪽의 압록강이 지나가는 蚊子溝, 迎文港, 廟口 등의 북동쪽은 원래 신도열도 서쪽의 물길과 서로 

통하였다. 그러나 압록강 강물의 퇴적 작용으로 신도 열도 서쪽으로 사주가 형성되면서 묘구 등

은 연륙되고, 황초평․영문․신주평 등도 퇴적 작용으로 고도가 상승하여 섬이 되었다(程岩, 2007 

≪鴨綠江河口地貌的形成與演變≫,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22-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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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지도에는 大·小황초평이 구분되어 있고, 황초평 서쪽에는 ‘李盛林의 

係爭地’와 ‘于景山의 係爭地’로 표기된 두 개의 섬이 있다. 그러나 이후 

황초평의 지도에서 두 섬이 보이지 않는다. 황초평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

에서 황초평에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葦洲所屬係爭一件(1922.4.25-1922.2.25)≫第2卷<黃草坪ニ關スル件>(1911.

    7.20)의 112쪽에 수록) 

[그림 5] 황초평과 그 주변(1917년 이후)

※日本陸地測量部 編, 1918-1936 ≪陸地測量部發行地圖(1/25,000)≫(朝鮮1) <龍巖浦>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陸地測量部. 1917년 測圖, 1921년 수정. 

황초평은 당시 威化島나 薪島처럼 압록강에 기존에 존재하던 섬이 아니

라 19세기 초중반에 압록강의 갈대밭이 이동 확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섬이었다. 황초평은≪平安監營啓錄≫에 따르면 1883년부터 압록강

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형성 과정은 1900년대 이후 자료에서 보

인다. 황초평의 형성 시기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면 소황초평은 형성 시기

가 대략 1810년대까지 소급되며 대황초평은 1890년 전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901년부터 시작된 황초평 분쟁에서 한국과 청 정부의 황초평의

형성과 소속을 둘러싸고 사로 다른 해석을 하였던 것도 황초평의 형성과

그 과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었다. 高宗 20년 황초평 교섭 당시의 대상은

소황초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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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형성 이후 황초평의 변화(1883∼1920)

연도
한국 연안과의 

거리
청 연안과의 거리 면적

1883년 南北 4里, 東西 2里

1907년

1 7 町 ( 약 
1,836m)

8町(864m)
東西 약 1里 25町
南北 약 22町
田積 8,130町步

1坪方里 3分
(세로 1里 25町, 가로 
25町)

1911년
용암포에서 서북
방으로 半里
(약 2㎞)

約 6町(약 648m)
대황초평 1,166만 4,000
坪, 소황초평 17만 
4,960坪

1917년 약 1.7㎞ 약 625m

1925년 17町(약 1,836m) 8町(약 864m)
東西 1里 25町, 南北
22町, 면적 8100町步

1926년

大황초평 약 1,000町步
(991만 7,355.4㎡, 300
만坪), 小황초평 
861町 9反 2畝

1934년 약 2.24㎞ 약 548.2m

※≪平安監營啓錄≫(奎15110) 제37책,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ニ關ス

  ル 鴨綠江下流洲嶼ノ情況及經營等愚案稟申ノ件>(1907.8.10), 103쪽 ≪國境附近島嶼

  沙洲ニ關スル調査(1911)≫ <黃草坪島ニ關スル件>(1910.4.2.) 364쪽≪支那國境關係書

  類(1926)≫ <大黃草坪及小黃草坪外四坪ノ現況ニ關スル件>(1926.9.4), 926쪽, 日本陸

  地測量部 編, 1918-1936 ≪陸地測量部發行地圖(1/25,000)≫(朝鮮1)<新義州及安東>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陸地測量部, 海軍水路局 編. 1958 ≪鴨

  綠江口(海圖, 1/74,700)≫, 海軍水路局(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참고문헌자료실 소장) 

  등을 참조하여 작성.

※ 1町은 약 108m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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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83年 황초평 교섭

1) 淸 東邊道臺의 황초평 照會82)와 그 배경

조선시대 후기의 水軍鎭은 규모에 따라 主鎭, 巨鎭, 諸鎭 등으로 구분되

었다. 연안에는 여러 진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쪽 내륙에는 居鎭과 住

鎭이 병렬 입지한 형태로 전국을 요새화하였다.83) 평안북도 龍川府 薪島

鎭도 연해 島嶼 지역에 설치된 여러 진 가운데 하나였다.84) 이 당시 황초

평은 신도진에서 관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高宗 20년(1883) 9월 薪島鎭

僉使 李奎昇의 보고에서 확인된다.

(안동현…필자) 掛綱溝 밖의 갈대[葦]가 생산되는 습지[塘灘]는 바로 本鎭
(薪島鎭…필자) 소속의 黃草坪입니다. 本鎭에서 5里 정도, 西로는 저들
(淸…필자)의 邊境으로부터 10여리 떨어져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 형성된
제방으로, 이미 (형성된 지…필자) 오래되어 갈대가 무성하여 많은 民이
갈대를 취합니다. 지난 壬申年(高宗 9, 1872)에 본진에서 砲軍 10명을 신설
할 때 포군들에게 급료를 주려 하였으나 매번 급료가 넉넉지 못한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황초평을…필자 주) 砲軍廳에 劃付하여 세금을 거
두어 포군들에게 급료로 나누어 주자는 의견을 三軍府에 節目과 함께 보

82) 조선시대 외교문서는 크게 事大文書와 外交文書로 구분할 수 있고, 사대 문서는 발급 주체에 

따라 朝鮮文書와 中國文書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국 문서는 문서를 접수하는 대상에 

따라 表文․箋文·祭文·奏文 등은 황제를 대상으로 하였고, 咨文·申文·呈文·單子 등은 관청을 대상으

로 하였다.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문서 가운데 조선이 접수하는 것은 주로 制·詔·誥·勅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경록, 2005 <朝鮮後期 事大文書의 종류와 성격> ≪韓國文化≫35, 

185-189쪽 참조). 한편 조선과 청의 근대적 외교관계가 성립한 이후 외교문서에는 照會(照覆), 

信函(函覆)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서들은 모두 일정한 격식을 갖춘 문서였으며 청 정부는 

1842년 南京條約 체결 당시부터 공식 외교문서를 조회라고 칭하였다. 신함의 조회와 양식도 일

치하였다. 당시 조선과 청의 외교 관계는 근대 외교 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대

관계, 조공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조회, 신함 및 자문, 주문 등도 공존하였다. 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鄭明浩, 2014 ≪試析19世紀80年代中朝間商務往來的管理方式―以天津海

關中心―≫, 延邊大學 碩士學位論文, 13-15쪽 참조.

83) 차용걸, 1983 <조선 전기 관방시설의 정비과정> ≪한국사론≫7, 국사편찬위원회, 83-138면; 

1983 <조선 후기 관방시설의 변화과정-임진왜란 전후의 관방시설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한

국사론≫9, 국사편찬위원회.

84) 이러한 수군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조선시대 군사제도를 다루면서 부수로 언급되거나 몇몇 

사례 연구를 통하여 수군진의 재정 구조가 파악되는 정도이다. 김옥근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

대 수군진의 재정은 官屯田·貢·物·身役 등으로 충당되었고 조선 후기에는 身貢·還穀利子·錢穀·雜

稅 등이 추가되었다(김옥근, 1983 <조선조 지방재정의 구조분석-감영진역의 세입구조를 중심으

로-> ≪(부산수산대)논문집≫4). 이외에 김경옥, 2004 <청산진의 설치와 재정구조> ≪조선후기 

도서연구≫7, 혜안, 277-310쪽; 同, 2006 <17-18세기 荏子島鎭의 설치와 牧場 개간> ≪島嶼

文化≫24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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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습니다. 그 후 居民들이 개간한 지 이미 8,9년이 지났습니다.85) (밑
줄 필자 강조 이하 동일)

위의 인용문을 보면 황초평은 이미 高宗 9년(1872)부터 薪島鎭의 포군

청에서 포군들에게 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개간이 진행되었다.86) 즉 황

초평은 신도진에서 포군들에게 급료를 주는 稅源으로, 당시 신도진의 ‘砲

屯’87)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물론 황초평의

존재도 ≪平安監營啓錄≫을 제외한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04년까지 일본 해군성 측량부가 당시 영국과 러시아의 측량과 자체 조

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그림 6] ≪朝鮮全岸≫에 황초평이 표시되었다. 이

듬해 일본 해군성 측량부가 측량하여 작성한 [그림 7] ≪朝鮮全岸(朝鮮西

岸鴨綠江)≫에는 황초평의 명칭과 위치가 표시되었다. [그림 8] ≪황초평

과 압록강 하구 지도≫는 [그림 6] 및 [그림 7]과 비교하여 황초평 주변의

지형이 자세하게 표시되었다. 이 세 지도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황초평

지도로 보인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에야 황초평의 존재가 본격 알려지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85) ≪平安監營啓錄≫(奎15110) 제37책 癸未(高宗 二十年) 十月 初八日 戌時, “…(상략)…薪島鎭僉

使李奎昇馳報內 以爲掛綱溝外産葦塘灘 卽本鎭境黃草坪也 本鎭爲五里許, 西距彼邊爲十里餘 出游

成坂 旣係年久 蘆葦蕩茂 民多刈取矣 去壬申年 自本鎭新設砲軍十名 試砲頒賞 每患不贍 劃付砲軍

廳 取稅放料之意 具報于三軍府反貼節目 後居民旣墾 亦爲八九年…(下略)…”.

86) 그러나 이 당시 황초평의 개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는 황초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1900년 이후의 자료에서도 황초평이 갈대 채취 장소로만 이용되었지 개간 여부는 확인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황초평과 같이 홍수로 형성된 갈대밭은 홍수가 나서 갈대밭이 강물에 

떨어져 나가고 다시 모래벌이 생기는 큰 강 하구의 자연 조건과 경계선이 불명확한 갈대밭 지대

의 특성은 자주 소유권 시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갈대밭은 갈대가 자라는 습지만 아니라 

이미 개간한 곳도 그냥 갈대밭이라 불렀다. 이에 따라서 세금도 서로 구분하지 않고 ‘蘆結’이라 

하여 일반 논밭보다 저렴한 가격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갈대밭이라 하여도 개간한 갈대밭인지 갈

대가 자라는 갈대밭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박준성, 1995 <조선후기 金海·梁山 蘆田지대의 

蘆田 소유와 경영> ≪국사관논총≫63, 254면). 따라서 황초평이 개간되었다는≪平安監營啓錄≫

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87) 조선 정부는 1866년 丙寅洋擾를 계기로 해안 방어 강화를 위해 강화도의 鎭撫營을 중심으로 

손돌목과 通津郡 德浦 이외 여러 해안 요새에 포군을 배치하고 진무영에서 이를 관할하게 하였

다. 포군의 급료는 각 도 廢書院의 學田을 屬公하게 하거나 부호들의 토지 願納을 받아 충당하

고 이를 砲屯이라 하였다. 그 후 各郡에 砲廳을 설치하고 각각 포군을 배치하였다. 이는 ‘火砲軍’ 

혹은 ‘別砲軍’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둔토만으로 급료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포둔 이

외에 外砲糧米라는 稅를 신설하였다(和田一郞, 1920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朝鮮總督

府, 395-3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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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朝鮮全岸(압록강 하구)(1904년 무렵)

       ※1904년까지 일본 해군성 수로부의 측량과에서 당시까지 영국과 러시

          아의 측량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원안이 황초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

       ※海運省水路部 編, 1901-1911, ≪朝鮮沿岸海圖≫, 海運省水路部(국립중

          앙도서관 朝71-37). 서지 사항에는 간행연월이 불분명하나, 필자의 확

          인에 따르면 1906년 3월 15일이다.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동일 자료에

          따르면  정확한 서지사항은 ‘海軍省水路部, 1906 ≪朝鮮全岸≫, 海軍省

          水路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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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朝鮮全岸(朝鮮西岸鴨綠江)(1905년 무렵)

    ※ 위의 해도는 1905년까지 일본 해군 군함 金剛丸의 승무원 해군성 수로부의

       大監 鈴木環과 中監 値賀關의 측량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황초평’이라는 명

       칭이 표기된 최초의 지도로 추측되며, 원 안이 황초평이다(海運省水路部

       編, 1901-1911, ≪朝鮮沿岸海圖(朝鮮西岸鴨綠江圖)≫, 海運水路部)(국립중

      앙도서관 朝7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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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906년경의 황초평과 압록강 하구

※≪滿洲軍政史≫第2卷(安東縣) <殖産興業>, 14쪽의 ‘柳草坪竝黃草坪位置圖. 

   成田正 소장이 압록강 하구 조사 후에 작성하였거나 그에 근거하여 일본 

   육군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成田正 소장은 위의 지도를≪國境附近島

   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에도 첨부하였다고 하지만 확인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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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韓國薪島全圖

     ※≪葦洲所屬係爭一件≫第1卷<黃草坪問題ニ關スル鴨綠江下流洲嶼ノ狀況          

          及經營ニ關ス件>(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476쪽. 현재 신도           

          일대는 개간사업으로 북한의 ‘비단섬’이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자료를 제외하면 1880년대 당시는 물론 조선시대 후기 ≪

大東輿地圖≫88)를 비롯한 19세기 중엽 이후 주요 국내 지도89), 1870년대

평안북도 龍川郡90)과 薪島鎭의 지도91), 1890년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일본

에서 간행된 지도, 그리고 중국의 압록강 하구 섬들에 대해 언급한 자료

에서도 황초평이란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92) 이러한 사실은 황초평의

88) 대동여지도는 ‘營衙’를 포함한 13가지의 地圖標를 사용하였다. 지도표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당

시 전국의 郡縣 경계를 표시한 것은 대동여지도만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行政境界는 越境地까

지 표시하였고, 하천은 單線과 雙線을 사용하여 可航地域도 표시하였다(원경렬 著, 1991 ≪大東

輿地圖의 硏究≫, 성지문화사, 67쪽).  

89) 이에 대해서는 서론의 각주 23) 참조.

90) ≪1872年 地方地圖 龍川府地圖≫(奎10578).

91) ≪薪島鎭地圖≫(1872)(奎10577).

92) 필자가 참조한 국립중앙도서관 고지도 웹검색(www.dlibrary.go.kr/Map/main.jsp)과 일본 국립



- 52 -

존재가 20세기 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황초평과

같은 갈대밭은 그 개간의 용이성 때문에 일찍이 조선시대부터 경작의 대

상이 되었다.93)

[그림 9]는 황초평 부근에 위치한 신도 주변의 그림이다. 신도 주변에는

간석지가 펼쳐져 있었고, 해안가에는 제방이 축조되어 있었다. 제방 안쪽

에는 경작지와 주거지가 있었다.94) 황초평이 속한 용천군과 신도진 일대

에서는 17세기부터 官 주도의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당시에는 황초

평이 청 연안보다 신도진에서 더 가까웠기 때문에 황초평 주변의 주민들

국회도서관 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kindai.ndl.go.jp) 및 지도 관련 자

료(남영우, 2011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법문사, 199-203쪽 참조, 지도의 명칭은 본문 

부록의 [표 6] 참조)에서는 ‘황초평’이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 1894년에 간행된 일본의≪朝

鮮水路誌≫에는 압록강에 대하여 “아직 정밀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라 하고 있다(水路

局, 1894 ≪朝鮮水路誌≫, 水路局, 14쪽). 1900년 일본 海軍 中佐 高橋守道 등이 군함 磐城丸을 

타고 대동강부터 압록강까지 조사하여 작성한 ≪朝鮮水路誌≫에는 신도 열도를 비롯한 압록강 

일대 주요 섬들의 명칭이 확인되나 황초평이라는 명칭은 없다(水路局, 1907 ≪朝鮮水路誌≫, 水

路局, 18쪽, 144-164쪽 참조). 한편 1915년에 간행된 중국의≪東三省紀略≫에도 중국 소속 압

록강의 섬들과 사주들을 기재한 부분에서도 현재 중국의 영토인 月亮島는 확인되지만 황초평의 

명칭은 없다(徐曦, 1915 ≪東三省紀略≫, 商務印書館, 25쪽). 

93) 갈대는 특성상 한 번 싹을 뿌리면 해마다 싹이 다시 나와 자랐다. 따라서 그 특성상 갈대를 채

취할 때 이외에는 특별한 노동력이 필요 없었다. 갈대밭의 면적은 통상 1庫 혹은 1作으로 표시

하였고, 지역에 따라 어떤 面 혹은 어떤 島의 어떤 ‘員’이라고도 불렀다. 員은 일반 논밭의 무슨 

들[坪], 作은 두락 혹은 ‘夜味’에 비견할 수 있다. 조선시대 갈대밭의 특성과 경영에 대해서는 

박준성, 1995 <조선후기 金海·梁山 蘆田지대의 蘆田 소유와 경영> ≪국사관논총≫63 참조. 갈

대밭은 조선시대부터 개간의 대상이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지원 아래 각종 개간사업

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가, 왕실, 관청, 권세가 등이 陳荒地의 개간과 干潟地의 干拓을 주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은 농경지를 확보하여 농업 생산을 확대하여 갈 수 있었다. 開墾과 干

拓을 나누어 보면, 개간은 산림, 황무지, 하천 연안 등지를 농경지로 확보하는 작업이었다. 여기

에 관개시설, 제방, 도로 등을 만드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그리고 간척은 간석지, 즉 갯벌을 대

상으로 간척 주체 및 간척 기술 등이 종합되어 이루어진 농경 개발이었다. 개간과 간척은 3∼4

년 정도 단기간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10여 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업인 것도 많았다

(염정섭, 2010 <조선후기 대동강 하류 河中島의 개간과 宮房田 설립 및 변천> ≪규장각≫37, 

102쪽).

94) ≪龍城府邑誌≫ <堤堰>에는 引古浪堤, 柳□井堤, 升池堤, 補民垌, 常平垌, 雇馬垌, 鄕校垌, 德大

島垌 등의 堤堰 명칭이 확인된다(龍城府(朝鮮) 編, 刊年未詳 ≪龍城府邑誌≫(奎17499)). 이 가운

데 축조 시기가 확인되는 것은 보민동 및 향교동, 덕대도동이다. 용천군에서 제방 축조나 간척사

업에 대한 논의는 孝宗代부터 있었고, 肅宗‧英祖代에는 官民 합작 형태로 간척 사업이 진행되었

다. 이 가운데 덕대도동은 ‘軍需垌’이었다. 향교동은 “孝宗 乙卯年에 儒生 元貞創이 축조를 의논

하였다가 肅宗 丙戌年(1706)을 府使 李彦瓀이 民役을 동원하여 축조하였다”고 한다. 보민동은 

“숙종 40년(1714) 부사 金益厚와 鄕人 安克謨·李時橿·安尙義·李榮楗이 축조를 의논하여 大同(垌)

을 보완하고, 壬辰에 공사를 하여 府使 南憲哲과 鄕人 安守己·文學彦이 논 42石零을 만들었다”, 

덕대도동은 “英宗(英祖) 甲戌(1754)에 부사 鄭德明 때 향인 문학언이 中軍 李夏璉과 創議하여 

70여 石零을 設築하였다. 지금은 軍需垌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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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황초평의 존재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황초

평이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용천군이나 신도진 일대의 주민들이

황초평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高宗 20년(1883) 9월 청 東邊道臺 陳本植95)(이하 ‘동변도대’)이

義州府尹에게 황초평 소속에 대한 照會를 하였다. 이에 高宗 20年(1883) 9

월 30일 黔同島 파수군은 의주부윤 金綺秀에게 동변도대의 황초평 조회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조회에 따르면 동변도대는 의주부윤에게 조회를

하기에 앞서 황초평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였다. 즉 동변도대는 管帶靖邊

左營 李合春96)과 安東知縣 耆齡(이하 ‘안동지현’) 등에게 황초평을 조사하

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趙氏溝 糧貨委員 吳楨97)에게 “안동

현 掛綱溝 밖의 갈대[葦]가 생산되는 습지[塘灘]”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

리고 다시 오정 등은 書役과 함께 弓繩을 휴대하고 황초평으로 가서 주변

을 조사한 후 황초평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첨부하여 그에 대한 논의

를 한 후 그 처리 내용를 문서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양화위원 오정 등의 조사에 따르면 황초평은 西北으로는 안동현의 괘강

구와 동남으로는 조선의 島岸과 떨어져 있었다. 또한 이들은 지역 주민들

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즉 “그 습지(황초평…필자)는

흙이 붙은 갈대[浮莎]가 퇴적된 것이며, 實地가 아니라 매년 봄가을에 葦

枝가 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근처 빈민들이 (황초평에서…필자)

葦草를 채취하였는데 조선인들은 물의 성질을 잘 알아 빠른 길로 배를 타

고 와서 이를 힘으로 쟁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청인들…필자)은 (조

선인들과…필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조사를 마

95) 당시 진본식의 정식 직명은 ‘分巡東邊兵備道 兼 奉天練軍全營翼長 督理中江稅務’였다.

96) ≪平安監營啓錄≫ 에는 ‘李營將’으로 나오지만, 자료마다 관직과 이름에 차이가 있다. ≪日支劃

界問題一件(1922.1)≫에서는 ‘奉軍右營管帶官’ 李合眷(春?), 吳楨의 관직은 ‘府經歷’이라고 하였

다(≪日支劃界問題一件(1922.1)≫ <龍川郡所在黃草坪葦貸付ニ關スル件>(1917.11.6), 608쪽). 또

한≪葦洲所屬係爭一件≫에는 관직과 이름이 奉軍右營管帶官 李合春, 府經歷 吳楨으로 나와 있다

(≪葦洲所屬係爭一件(1922.4.25.-1922.5.25)≫第2卷 <照會 1919年 外字 第96號)>, 31쪽). 따라

서 ‘이영장’의 이름은 李合春으로 보아 본문에 기재하였다.

97) 1876년 청의 分巡東邊兵備道 겸 奉天練軍全營翼長 督理中江稅務 陳本植은 練軍 3個營의 설치

를 허락받았다. 3개 영 가운데 中營은 馬隊, 左右營은 步隊로서 通化·桓仁·寬甸·安東·岫巖·鳳城 

등의 각 요지에 주둔하였다. 이듬해 다시 步隊 2개 영의 설치를 허락받아 前營은 九連城에, 後

營은 帽兒山의 압록강 연안에 주둔하였다. 진본식은 안동현 북쪽을 査閱하고 蛤蟆塘의 지세가 

중요하다고 상주하여 都司銜 李合春이 靖邊 1개 영을 이끌고 가서 각각 주둔하게 하였다(≪民國

安東縣志≫, 卷6<人事>邊防, 177b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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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양화위원 오정 등은 다시 황초평의 압록강의 江中에 있어 조선과 청

어느 쪽에서 관할하여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면서 안동지현에 황초평의

처리 여부를 보고하였다.

동변도대는 다시 이들의 조사에 근거하여 “압록강은 中國 관할이며, 이

습지(황초평…필자)는 江心에 있어 중국 地面의 관할에 속한다.98) 따라서

당연히 중국 관헌이 관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별히 명령하니 실행하

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의주부윤에게는 “조선 民人을 엄격하게

금하여 越界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조회하였다.

의주부윤은 이에 대하여 “이른바 괘강구 밖의 갈대가 생산되는 습지는 龍

川府 薪島鎭의 경계이긴 하지만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

다. 그리고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하 ‘統理衙門’)에는 안덕원을 현지로

파견하여 상세하게 조사를 하게 한 후 보고를 받아 동변도대에 그 내용을

회신하겠다고 보고하였다.99) 의주부윤의 보고는 10월 4일 통리아문에 도

착하였다.100)

동변도대의 황초평 조회 과정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두 가지 사실이

다. 우선 동변도대는 청 관원들에게 황초평을 사전 조사하게 하고 압록강

이 청의 관할이라는 전제 아래 황초평을 청의 소속으로 결론짓고 의주부

98) 한편 동변도대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은 1887년 6월 26일(光緖 十三年 五月 初六日) 청과 프랑

스가 북경에  서 체결한≪續議界務專條≫의 제3조에 “…(상략)…廣東의 界務는 현재 양국이 勘

界大臣이 변계를 勘定한 것 이외에 芒街 동쪽과 東北 일대의 모든 商論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곳은 中國의 管轄로 한다…(하략)…”(王鐵崖 編, 1957 ≪中外舊約章彙編≫第1冊, 三聯出版社, 

512쪽)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은 기본적으로 자국과 접경 지역이나 국경회담에서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곳은 자국의 영토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99) ≪平安監營啓錄≫(奎15110) 제37책 癸未(高宗 二十) 九月 三十日 申時, “癸未 九月 三十日 申

時 卽接義州府尹 金綺秀 本月 二十七日 申時 成貼狀啓謄報內 當日未時量 黔同道把守軍 進告內 

中江越邊 大國人 一名 賫持東邊道照會一度出來是如爲白去乙 卽令小通事朴永祚 迎入宴廳後 同照

會取來折見 卽據管帶靖邊左營 李營官 安東縣 耆齡 稟稱 職等接奉憲察 飭將趙氏溝糧貨委員 吳楨

等査報 掛綱溝外 産葦塘灘 究屬何界 査勘核辦等因 蒙此遵卽帶領書役 携持繩弓 乘船往該處 周圍

履勘 西北距掛綱溝 東南距朝鮮島岸 傳訊居民 僉稱此塘浮莎成堆 幷非實地 每至秋後 葦枝長成 向

係近處貧民割取 旋因朝鮮人熟諳水性 駕船便捷 恃强爭奪 貧民恐滋事端等語 職等伏査 此灘係在江

中 應屬何處經管 未敢擅擬 將奉委査勘情形 繪圖貼說 會辦稟請 査核示遵等情 據此査鴨綠江 係中

國管轄 此塘旣在江心 卽屬中國地面 應有中國地方官 經理除批示遵照外 爲此照會貴府尹 希卽嚴禁

朝鮮所屬民人 不得越界滋事是白置有亦 所謂掛綱溝外産葦塘灘 係在龍川府薪島鎭境 而有未能詳知

情形有無 故探情次小通事安德源 另擇以送 亦以踏勘分界 詳査回報 以爲回移于東邊道之意 今方發

關于該鎭爲白乎旀 同照會原本 謄書上送于議政府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是如爲白有等以 緣由馳啓

爲白卧乎事.”

100) ≪統署日記≫(奎17836) 제1책 十月 初四日, “灣尹 以奉天全營翼長分巡兵備道陳 照會及謄報到

署 蓋掛綱溝産葦塘灘 究屬何界 査勘核辦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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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에게 조회하였다. 이 주장에 따른다면 압록강 전체가 청의 영역이기 때

문에 압록강의 섬이나 사주는 모두 청에 귀속되는 셈이었다. 동변도대는

황초평이 청의 소속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의주부윤에게 일방으로 통

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당시 동변도대 조회의 원문과 관련된 중국측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서 동변도대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나 역사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시까지 조선과 청은 압록강과 두

만강을 양국 사이 ‘천연의 경계’로 한다는 인식에 합의하였고, 아직 압록

강과 두만강의 섬이나 사주에 대한 소유 또는 관할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한 사실은 없었다. 이에 따라서 청이 압록강을 관할하기 때문에 황초평이

청의 소속이라는 동변도대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이는 동변도대의

조회가 아니라 양국 사이의 새로운 국경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

었다.

둘째는 동변도대의 황초평 갈대에 대한 언급이다. 오정은 동변도대에

대한 보고에서 이전에 안동현의 빈민들이 황초평에서 갈대를 채취하였으

나 물의 성질을 잘 아는 조선인들이 와 배를 타고 와서 갈대를 빼앗아 갔

다고 하였다. 이는 이전부터 황초평의 갈대를 둘러싸고 안동현과 황초평

주변 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변도대의 황초평

소속 조회의 직접적 발단이 황초평 갈대임을 보여 준다. 이는 무엇보다

당시 갈대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쓰임새가 다양한 자원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갈대를 돗자리(일명 ‘삿[蘆蓆]’)와 광주리[蘆簞]의 제작

원료로 사용하였다.101) 조선 후기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는 갈대를 ‘正蘆’

와 ‘秋木’으로 구분하였다.102) ‘갈대가 자라는 곳’은 ‘蘆田’이라 하였으며,

101) 갈대를 운반할 때 보통 배를 이용하였으므로 갈대를 세는 기본 단위는 ‘隻’이었다. 갈대는 둘

레가 5尺 되는 한 묶음을 1丹 혹은 1束이라 하였다. 50단이 1同이고, 10동이 1척[船]이었으며, 

인부 한 명이 하루에 갈대 100단을 채취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 갈대 가격은 1척에 25냥∼

30냥 정도였다(박준성, 1995 <조선후기 金海·梁山 蘆田지대의 蘆田 소유와 경영> ≪국사관논총

≫63, 278-279쪽). 갈대는 전국에 걸쳐 수요가 있었으므로 곡식을 심기에 부적당한 물가의 토

지에는 대개 갈대를 심었다. 戶曹에서는 보통 갈대밭에 경지와 동일하게 과세를 하였다. 中古 이

후부터 海西, 慶南 등지 갈대밭은 다수가 각각 궁방으로 이속되었다. 그 외 道에 있는 갈대밭은 

각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屯土처럼 각 관청에 부속시켰다(中樞院臨時財産整理局, 1908 

≪驛屯土及牧場以外國有各地種調査≫(국사편찬위원회 소장 中B13G 68), 第十蘆田).

102) 조선 후기 낙동강 하류 일대의 김해·양산 지역의 갈대밭과 관련된 기록에서는 갈대를 ‘正蘆’와 

‘秋木’으로 구분하였다. 즉 물에 잠긴 갈대밭에서 생산되는 갈대가 질이 가장 좋으며, 이를 ‘正

蘆’라 했다. 반면에 구릉으로 올라갈수록 갈대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를 ‘秋木’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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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를 ‘正薍’과 ‘草薍’으로 구별하였다.103) 중국에서는 강이나 호수에 갈

대가 자라는 지역을 ‘葦塘’, ‘葦廠’, ‘葦地’104), 혹은 ‘蘆蕩’105)라고 하였다.

청대 상인들은 갈대밭을 ‘淨塘’, ‘草塘’, ‘餘荒’ 등으로 구분하였다.106) 이 가

운데에서도 황초평의 갈대는 압록강 일대의 습지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중국에서는 안동현의 五道溝 江岸부터 서해안까지 분포하였다. 안동현에

서는 갈대를 용도에 따라 돗자리를 짜는데 쓰는 ‘大葦’와 지붕을 잇는데

사용하는 ‘小葦’로 구분하기도 하였다.107)

갈대는 중요한 稅源의 하나였다.108) 청대 봉천 지역의 갈대밭은 그 소

속에 따라 盛京 工部 소속과 보통의 갈대밭으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전자에 속하는 牛莊(解城縣 우장 지역, 營口縣, 田莊臺, 剛草嘴, 西營口 일

대), 錦州(錦縣, 大淸河 右岸, 大陵河 부근), 동변도(莊河縣 大狐山, 靑堆子,

鳳城縣 皇土坎, 北井子, 안동현 大東溝, 柳林子 등 일대) 등 세 지역의 갈

대밭은 면적이 가장 넓어 봉천 지역 갈대밭의 90%를 차지하였다. 성경

공부에서는 인원을 파견하여 이 지역의 갈대밭에 대한 세금[葦課]과 三陵

用 갈대를 징수하였다.109) 봉천 지역 이외에 江西省의 九江, 江南 등의 지

역에도 대규모 갈대밭이 존재하였다.110)

수공업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正蘆는 음력 9∼10월에 채취하며, 그대로 두었다가 1∼3월에 

채취하여 제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煮鹽 연료로 사용하는 추목은 주로 8, 9월에 채취하였다(박

준성, 1995 <조선후기 金海·梁山 蘆田지대의 蘆田 소유와 경영> ≪국사관논총≫63, 279쪽).

103) 정완은 돗자리[簾簟] 등의 원료로 사용되었고, 초완은 연료로 사용되었다(≪驛屯土及牧場以外

國有各地種調査≫, 第十蘆田). 1914년 조선총독부는 갈대를 품질에 따라 ‘眞木’, ‘茅良’, ‘秋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갈대의 크기는 길이에 따라 6척 이하, 10척 이하, 10척 등 세 가지로, 

절단 부분 주위의 크기에 따라서는 5푼 이하, 1촌 이하, 1촌 5푼 이하, 2촌 이하, 2촌 이상 등

으로 구분하였다(≪朝鮮總督府官報≫第605號(1914.8.7) <蘆田及蘆草ニ關スル調査方ノ件>).

104) 중국에서 갈대밭은 원래 갈대가 자라는 지역만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후에는 갈대밭이었다가 

개간된 후 갈대가 자라는 지역까지 葦塘, 葦廠, 葦地라 불렀다(南滿洲鐵道 總務部 調査課 編, 

1918 ≪奉天省現行稅制≫, 南滿洲鐵道 總務部 調査課, 17쪽). 

105) ≪淸代六部成語詞典≫, 167쪽.

106) 張士尊, 2011 <淸代盛京葦稅硏究> ≪鞍山師範學院學報≫13-3, 38-39쪽 참조.

107) ≪民國安東縣志≫卷2<物産>, 77a쪽.

108) 자료에 따라서는 蘆課, 葦課, 葦稅 등으로 명칭을 달리하였다. 세율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

다. 직예성은 畝당 銀 1分부터 6分까지(≪淸代六部成語詞典≫, 167쪽), 봉천성은 1906년 갈대밭

을 개간지와 미개간지로 구분하여 민간에 불하하였다. 개간지는 1906년부터, 미개간지는 1910

년부터 상·중·하·鹹地로 구분하여 무당 正課銀 8分부터 3분까지 부과하였다(≪奉天省現行稅制≫, 

17쪽).

109) ≪奉天省現行稅制≫, 17쪽. 봉천 지역의 갈대밭은 10여만 무 정도 되었다(李皓, 2009 ≪盛京

將軍趙爾巽與日俄戰爭後的奉天政局≫, 北京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94쪽). 

110) ≪淸代六部成語詞典≫, 天津人民出版社,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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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度 葦塘(畝) 稅銀(兩) 大葦(束) 小葦(束) 額數(錢) 徵收額(兩)
1884 43,007 2,130 162,510 1,558,605 9,617,000 763
1885 43,007 2,130 174,699 2,094,198 11,176,000 963
1886 43,091 2,141 223,082 2,198,910 13,321,000 1,169
1887 43,091 2,141 256,242 2,244,484 14,738,000 1,254
1888 43,091 2,141 128,029 2,065,212 9,251,000 746
1889 43,091 2,141 181,621 2,042,110 11,349,000 982
1890 43,091 2,141 256,242 2,244,484 14,738,000 1,208
1891 43,091 2,141 221,613 1,944,381 12,753,000 967
1892 43,091 2,141 220,902 2,025,639 12,862,000 1,126
1893 43091 2,141 262,739 2,780,065 16,069,000 1,335

봉천 지역에서는 이미 順治(1644〜1661) 연간 말부터 盛京의 工部가 遼

河 유역 牛莊의 갈대를 葦商들에게 위탁 판매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111)

청대 후기 ‘葦稅’는 工商務稅, 淸賦, 契稅, 田賦, 鹽厘, 關稅 등 42개 항목

과 함께 봉천 지역의 주요 세입 가운데 하나였다.112) 1877년 안동현에서

도 木稅 등과 함께 위세를 주요 세원으로 파악하였다.113) 1910년도 봉천

지역에서는 ‘葦課’를 正雜各稅類로 분류하여 징세하였다.114)

[표 5] 東邊道 葦塘의 수확량과 葦稅 징수액(1884～1893)

※張士尊, 2011 <淸代盛京葦稅硏究> ≪鞍山師範學院學報≫13-3, 41쪽의 [表2] ‘自光

  緖十年至光緖十九年東邊葦塘葦稅捐徵收表’를 참조하여 작성함. 

이러한 갈대의 경제적 가치로 보건대 동변도대가 황초평 조회를 한 이

유도 황초평 갈대의 경제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光緖(1875∼1908)

연간 청은 국가적 차원에서 개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

111) 1727년(雍正 5) 盛京의 工部는 갈대밭을 7段과 46段의 두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7

단의 갈대는 공부에서 돗자리를 짜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46단의 갈대는 상인에게 위탁 판매하

였다. 1786년(乾隆 51)부터 1805년(嘉慶 10)까지 성경 工部侍郞 薩敏과 巴寧阿는 葦商 夏均亨

으로부터 正銀 2,096兩 6錢을 징수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張士尊, 2011 <淸代盛京葦

稅硏究> ≪鞍山師範學院學報≫13-3, 38-39쪽 참조.

112) 孔經偉 主編, 1990 ≪淸代東北地區經濟史≫, 黑龍江人民出版社, 558쪽.

113) ≪奉天通志≫卷44 <大事>, 945b쪽.

114) 野村潔己 編, 1913 ≪奉天省財政一斑(宣統3年度 奉天省豫算案 說明書)≫(이하≪奉天省財政一

斑≫으로 약칭), 南滿洲鐵道 調査課, 37쪽. 1910년도≪봉천성재정일반≫에서는 당시 봉천성의 

세금을 部撥各款, 受協各款, 田賦, 鹽釐, 正稅各稅, 正雜各稅, 雜收入, 旗屬解款收入, 附提關道經

費 등 9類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江蘇省, 安徽省, 江西省, 湖南省, 湖北省 등지의 강 연안에는 

갈대를 재배하는 농민을 蘆田이라 하였다. 노전에 대해서는 蘆課를 징수하였다(≪淸代六部成語

詞典≫,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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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115) 이 시기 청이 정부 차원에서 만주 개간을 진행한 목적도 재정

확보에 있었다. 황초평 갈대의 우수성은 1905년부터 알려졌다고 하나116)

주변 지역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117)

당시 개혁 추진을 위한 재정이 필요한 동변도대는 황초평 갈대를 새로운

세원으로 주목하고 황초평 조회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 5]는 1884년부터 1893년까지 동변도에서 징수한 갈대세의 내역이다.

이 기간의 동변도 갈대세 징수액은 일정지가 않다. 그러나 1906년 안동현

에서 동변도에 납부하는 갈대세가 매년 200냥 정도였다고 한다.118) 따라

서 1906년의 갈대세 액수와 [표 5]의 징세액을 비교하면 대략 그 비율이

26.9%에서 약 16%를 차지한다. 시기상으로 차이는 있으나 1917년 안동현

의 “葦塘升科地에 대하여 징수해야할 면적은 6만 7,802畝 8分, 이에 대하

여 징수해야 할 세금은 大洋銀 5419圓 9角 4分 3釐였다. 같은 해 안동현

이 징수해야 할 토지세 4만 7144원 8각 1분 4리였다.119) 이를 단순 수치

로만 산정하더라도 위세는 안동현 토지세의 약 11.5% 정도 차지하였

11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희재, 1997 앞의 논문, 110-136쪽 참조.

116) ≪黃草坪關係書(1906-1909)≫ <淸韓境界調査書>, 100-101쪽. 

117) 압록강 하구에서 생산되는 갈대의 대부분은 연료로 사용되었다. 1936년 당시 용천군에서 생

산되는 갈대는 956만권이었다. 이 가운데 41.2%는 연료로, 5%를 돗자리 제조에 사용되었고, 일

부는 만주로 수출되었다(≪每日申報≫(1936.9.5) <人絹 팔푸 製造에 蘆草原料使用 産地住民은 

原料難>). 평북 龍川, 博川, 義州, 황초평을 비롯한 압록강 하구의 갈대를 원료로 생산된 돗자리

는 1930년대 평북 지역 특산물의 하나로 손꼽혔다. 용도는 온돌에 까는 돗자리 이외에도 곡물 

건조의 필수품이었다. 만주에서는 이 돗자리를 곡물용 덮개로 하여 해마다 막대한 양을 소비하

였다(≪朝鮮日報≫(1938.4.16) <허울과 실속이 兼備한 德川 亢羅의 聲價>). 황초평 갈대를 원료

로 한 광주리는 黃平 兩西에서 家具中 불가결한 필수품으로 인정되었다. 황초평과 그 일대 갈대

밭에서 생산되는 갈대의 품질이 특히 우수하여 광주리를 만들기에 적합하였다. 이 광주리는 주

로 소금 생산에 사용되었다. 용천군 府羅面의 三龍洞, 雲龍洞, 北兼洞, 南兼洞 등과 外下面 盤弓

洞, 做義洞 등에서는 소금 생산에 종사하거나, 이를 부업으로 하는 이가 많았다. 매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평안북도의 楊市 및 용암포 시장에서 하루에 제작되는 광주리의 갯수만 2,000

여 立에 달했다. 그 가운데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은 가격이 30원 정도이며, 잘만 사용하면 10

년을 사용할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였다(≪朝鮮日報≫(1927.5.19) <龍巖浦의 名物 蘆簞과 土

炭>).

118) 원문에는 200兩이 아니라 ‘200年’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誤字인 듯 하다. 1900년대 초 청의 

柳林子 稅務分局에서는 갈대의 수확에 대해서 큰 묶음[大束] 100속당 9원 20전, 작은 묶음[小

束] 100속당 15전을 징수하였다. 1년 수확량은 대속 10만속, 소속 4만속으로 도합 45만속이었

다. 갈대 산지에서 가격은 대속이 1속에 20전, 소속이 10전이었다. 시장 가격은 대속 50전, 소

속 30전 정도였다(≪國境附近島嶼沙洲關調査(1911)≫ <龍岩浦附近鴨綠江中洲大小黃草坪ニ關ス

ル件>  133쪽). 광서 연간 초 봉천 지역의 歲入은 23만 냥이었고, 1898년에는 170여만 냥, 

1906년에는 다시 370여만 냥으로 증가하였다(孔經偉 主編,1990 ≪淸代東北地區經濟史≫, 黑龍

江人民出版社, 558쪽).

119) ≪民國安東縣志≫卷4 <財政>國家稅, 14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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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0)

동변도대의 황초평 조회를 한 이유가 갈대였다는 점은 당시 동변도대의

주 임무와 황초평 조회가 동변도대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추측

할 수 있다. 당시 동변도대의 주 임무는 지역의 치안 확보를 위한 군사

훈련 이외에도 木稅, 갈대밭, 식량 등의 조사였다.121) 동변도대 陳本植은

동변도 설치를 전후하여 압록강 하구 大東溝 지역에서 발생한 宋好三의

반란 진압과 그에 대한 사후 처리, 대동구의 목세 징수의 再開 및 새로운

세원 파악에 노력하였다.122) 또한 당시 성경과 조선의 관원들 사이의 교

섭에서 流民 혹은 치안과 관련된 사안은 평안도 혹은 함경도와 인접한 안

동지현 혹은 敦化知縣 등의 知縣 등이 담당하는 관례였다.123) 그러나 동

변도대는 이러한 관계를 깨고 직접 자신의 명의로 의주부윤에게 황초평

조회를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당시의 황초평 교섭은 절차상 양국 사이의 공식 외교 교섭

이 아니었다. 1712년 ‘백두산정계’는 그 절차상 조선 관원과 康熙帝의 명

으로 백두산을 답사한 烏喇總管 穆克登과의 교섭으로 진행되었다. 1883년

공동감계 당시에도 조선 정부에서는 관원을 공식 파견하여 감계 요청을

위한 자문을 전달하고 청 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절차를 거쳤다.124)

그러나 高宗 20년의 황초평 교섭은 이러한 공식 외교 절차가 없이 동변도

120) 1910년도 正雜各稅類 수입은 4,442,288.28냥이었다. 이 가운데 葦課는 2464.893냥으로 약 

26.8%를 차지하였다(≪奉天省財政一斑≫, 37쪽). 1910년 봉천성에서 大葦는 100束당 正稅 東

錢 4吊文, 부가세인 耗稅 4적문, 小葦에는 正稅 東錢 200文, 耗稅 110문과 함께 葦塘租라고 하

여 地租(1畝當 銀 1分 4里 6毛 내지 1錢 3分)를 징수하였다. 봉천성 전체의 純歲入에서 갈대 

관련 세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15%였다. 1924년에 봉천성의 葦課는 일종의 소비세로 大葦

가 100束당 東錢 6吊文 250文, 小葦가 100束당 東錢 230문으로 1924년 갈대세 수입은 2,627

元이었다(南滿洲鐵道 庶務部調査課 編, 1928 ≪奉天省の財政≫, 南滿洲鐵道總務部調査課, 268

쪽). 

121) ≪奉天通志≫卷44<大事>, 928쪽.

122) 陳本植은 四川省 合江 출신으로 字는 海柵, 擧人 출신이다. 1875년(光緖 1) 直隸後補道로 盛

京將軍 崇實이 송호삼의 반란을 처리할 때 안동현의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1877년 東邊兵備道 兼 練軍翼長으로 활동하였다(≪民國安東縣志≫卷8<人物>名宦, 248b-249a

쪽). 진본식의 역할은 동변도 설치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진본식은 동변도 설치 이전 直隸知府

에서 直隸候補道의 자격으로 동변지역 宋好三의 반란을 처리하였다. 송호삼의 반란 진압 이후에

는 대동구의 목세 징수와 토지에 대한 승과 사무를 처리하였다. 동변도 설치 이후에는 동변도의 

首任道員으로 동변도의 교육과 교화사업에 주력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劉顯龍, 2007 

앞의 논문, 15-16쪽 참조.  

123) 盛利, 2009 ≪淸朝對朝鮮外交體制變通硏究―以19世紀60年代至19世紀80年代中期爲中心≫, 山

東大學 博士學位 論文, 31쪽.

124) 秋月望, 1989 <朝中勘界交渉の発端と展開―朝鮮側の理念と論理―> ≪朝鮮學會≫132,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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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의주부윤에게 보낸 조회가 발단이 된 교섭이었다. 당시 조선의 의주

부는 황초평 갈대로 신도진 포군의 급료로 충당하고 있었고 동변도대는

새로운 세원으로 황초평 갈대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당시 교섭

은 황초평의 갈대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대 소유권을 분명히 하

기 위한 절충 내지 타협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갈대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황초평의 소속이 논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

다.

高宗 20년 황초평 교섭은 양국의 압록강 경계에 대한 상당한 인식의 차

이를 보여 준다. 청 동변도대는 압록강의 관할권이 청 에게 있다는 전제

아래 황초평이 청의 소속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과 청 사이에

압록강의 사주와 섬들의 소유에 대한 구체적 합의 내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동변도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청

관원들의 압록강 경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1901년부터 시작된 황초평

분쟁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高宗 20년 황초평 교섭은 조선과 청 사이의

공식 외교 교섭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간도문제’가 본격화하기

에 앞서 조선과 청의 관원들이 1712년 ‘백두산정계’ 이후 처음으로 국경문

제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水陸貿易章程 체결 이후 朝·淸 관계와 황초평 교섭

황초평 교섭에 조금 앞서 高宗 19년(1882) 8월 조선과 청 양국은 中國

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125)(이하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 수륙무역장

정은 흔히 근대 조약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청은 이를 ‘上下’간의 규

125) 수륙무역장정은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韓淸(淸韓)商民水陸貿易章程” 등의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또한 영어로는 흔히 ‘the 

Regulations for Martime and Overland Trade between Chinese and Korean Subject’로 표

기한다. 그러나 무역장정은 처음부터 한국과 중국 양국의 언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어본

이 유일본이다. 그리고 중국어본의 원본은 이홍장의 문집인 ≪李文忠公全書≫, 청 외교부 문서인

≪淸季中日韓關係史料≫, 軍機處 문서인 ≪淸代中朝關係檔案史料彙編≫에는 그 명칭이 ‘中國朝鮮

商民水陸貿易章程’ 혹은 그 약칭인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887년 조선

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편찬한 ≪中朝約章合編≫이나 ≪高宗實錄≫에도 ‘中朝商民水陸貿

易章程’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식 명칭은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역장정의 영역은 영국 세력이 지배하고 있던 청 海關인 總稅務司에서 임의로 진행한 것이다. 

특히 속국을 의미하는 ‘Subjects’라는 뜻은 본래의 공식 명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권혁

수, 2010 <조공관계체제 속의 근대적 통상관계―『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연구> ≪동북아역

사논총≫28,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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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수륙무역장정에는 무역통상만 아니라 조항 곳곳

에는 조선과 청 사이의 전통 조공관계126)를 근대 의미의 ‘屬國’ 혹은 ‘保

護國’으로 전환하려는 청의 의도가 관철되었다.127) 청 정부는 수륙무역장

정 체결을 통하여 조선을 대등한 주권 국가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 중화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선과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 하였

다.128) 이후 청의 조선에 대한 간섭과 통제는 1895년 청과 일본이 下關條

約을 체결하고 장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129)

高宗 20년 황초평 교섭은 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청의 조선에 대한 간

섭과 통제가 강화되어 가던 시기에 진행되었다. 더욱이 황초평 교섭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거나, 그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된 성경 당국

은 청 禮部130)와 함께 수륙무역장정의 체결에 크게 반발하였다. 성경 당

126) 조공국은 흔히 ‘藩屬’, ‘屬國’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 서구인들에게 종종 서구 식민지배 아래 

‘식민지(colony)’나 ‘보호국(protectorate)’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으나, 본질적으로 그

와는 다른 것이었다. 무엇보다 서구열강은 식민지나 보호국의 내정과 외교에 정도의 차이는 있

어도 대체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내정과 외교에서 조공국의 자주권을 용

인한다고 표방하였다. 역사상 중국이 조공국의 내정에 개입한 전례가 전혀 없다 할 수 없다. 그

러나  통상 조공국이 상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치를 인정하고 조공의 전례를 수행하면 특별한 경

우가 아닌 이상 조공국의 내정에 대한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청 정부도 동일하였

다(荒木敏夫, 1992 <中華帝國の‘近代’的再編と日本>(大江志乃夫外編 ≪近代日本と植民地≫1(植

民地帝國日本)), 岩波書店, 61-62쪽). 

127) 박은숙, 2015 <장정체제’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저항과 만국공법:1883~1884년 무역장정의 발

효 시점을 중심으로> ≪역사학보≫226, 158쪽. 

128) 秋月望, 1985 <中朝間の三貿易章程の締結經緯> ≪朝鮮學報≫115, 107쪽.

129) 최근 박은숙은 무역장정 이후 조선과 청의 관계를 ‘장정체제’로 설명하였다(박은숙, 2015 앞

의 논문, 155쪽). 岡本隆司는 청이 조선을 자국의 ‘屬國’으로 명문화한 것에 근거하여 양국 관계

를 ‘屬邦自主’로 설명하였다(岡本隆司,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名古屋大學出版會, 67쪽). 

이외 수륙무역장정에 대해서는 金鍾圓, 1966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대하여> ≪역사학보≫

32; 최희재, 1997 ≪光緖初(1875-1885) 體制整備의 硏究≫,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57-271쪽; 구선희, 2006 <청일전쟁의 의미―조·청 ‘속방’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근현

대사연구≫37, 98-105쪽; 권혁수, 2010 앞의 논문; 김형근, 2011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개정 과정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酒井裕美, 2008 <朝淸陸路貿易の

改編と中江貿易貿易章程―甲申政變以前朝淸關係の一側面―> ≪朝鮮史硏究會論集≫46; 박은숙, 

2015 앞의 논문; 秋月望, 1985 앞의 논문; 張存武, 1987 <淸季中韓關係之變通> ≪淸代中韓關

係論文集≫, 臺灣商務印書館; 高偉濃, 1992 <十九世紀80年代中朝外交和貿易體制的演變> ≪朝鮮

學論文集≫1; 李秀蓮, 1997 <光緖初年中朝商務關係的演變> ≪案徽史學≫4; 王蕾, 2001 <圍繞朝

中商民水陸貿易章程有關問題的再檢討> ≪韓國學叢書≫9; 宋慧娟, 2006 <簡析 ‘中朝水陸貿易章

程’對中朝關係的影響> ≪吉林敎育學院學報≫9; 方香, 2008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 배경

에 대한 고찰> ≪中國朝鮮族歷史諸問題硏究≫, 延邊大學出版社, 269-302 등 참조 .

130) 청 예부는 조선과 청의 조공관계가 확립된 康熙(1662∼1720) 연간 이후 청 정부가 조선을 

관리하는 중추 기구로 외교문서의 왕래를 담당하였다. 예부의 산하 기관인 主客淸吏司와 會同四

譯官은 조선 사절의 조공 사무를 담당하였다. 主客淸吏司의 주요 임무는 조공국이 정해진 貢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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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禮部와 함께 조선이나 조선과 관련된 지역의 현안을 중앙 정부에 직

접 건의하거나 상주할 권한이 있었다.131) 성경 당국은 청 정부의 수륙무

역장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 관원들의 連名 상주로 반발하였다.

光緖 8년(1882) 9월 청 예부는 수륙무역장정 제5조의 開市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132) 이어 성경 당국도 같은 해 11월 7일부터 11월 14

일까지 성경장군 崇綺, 봉천부윤 松林133) 등은 連名, 혹은 ‘崇綺 等’의 명

의로 상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들은 상주문에서 조선이 종래 청의 ‘被정복

국’이자 ‘속국’이었다는 인식 아래 조선과의 ‘平行’을 거부하였다. 이는 조

선 상무위원과 청 관원의 관계부터 ‘平行’ 文句의 삭제134), ‘朝貢陳奏’의

의례 첨가 및 조선 사신들의 성경을 경유한 북경 도착135), 邊民互市 반

貢期·貢物 등의 준수 여부 감시였으며, 조공사절의 封賞活動에도 참여하였다. 조공사절이 北京에 

도착한 이후에는 接待, 供應, 연회, 覲見, 무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會同四譯官은 조공 사절

의 숙소 배치와 관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제공, 조공 表文 전달, 공물 검사, 조공 사절의 

조공 의전 집행, 회동관 내부에서 진행되는 무역 활동 감시, 조공 사절과 민간인 사이의 사무역 

금지 물품의 거래 감시, 번역 작업, 역관 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盛利, 2009 ≪淸朝對朝

鮮外交體制變通硏究―以19世紀60年代至19世紀80年代中期爲中心≫, 山東大學 博士學位論文, 

21-23쪽 참조).

131) 성경 예부는 원래 제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였으나 조선과의 관계에서는 외교 기

능도 담당하였다. 매년 실시되는 共同會哨와 관련하여서도 그 시작 시기를 조선 정부에 통지하

는 등 거의 모든 지방 차원의 교섭을 담당하였다. 봉황성 수위로 대표되는 변경 지역의 수비 관

원들은 조선 사절들의 入境 지점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호위와 검색 등을 담당하였다(盛利, 

2009, 앞의 논문, 30-31쪽 참조).

132) 당시 청 예부는 매년 함경북도 鏡源에서의 개시 감시를 위하여 朝鮮通事 3명과 寧古塔章京, 

驍騎校尉, 筆帖式 각 1명을 파견하여 20일간 체류 후 귀환하게 하였는데 이를 구실로 자신들도 

개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양국이 彼此 개시를 하게 된 곳에 關卡 설립, 

匪流 검열, 稅課 徵收를 처리하는데” 성경장군, 봉천부윤, 길림장군 등이 우선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관원과 회동하고, 현지의 상황을 살핀 후 수륙무역장정의 모든 상세한 내용을 빈틈없이 사

무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수륙무역장정의 議定은 舊制의 變通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미진한 사

무는 마땅히 예부에서 상주하여 밝히고 처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關係史料≫第3卷 <請停派通官往會寧鏡源地方監視交易>(1882.11.1.=光緖八年 九月 二十一日), 

#607⑴ 1009a-1010a쪽 참조.

133) 이 당시 성경장군 崇綺와 봉천부윤 松林 이외에 성경 5部의 주요 관원들은 戶部侍郞 季秀, 禮

部侍郞 松林, 兵部侍郞 鍾□, 刑部侍郞 寶三, 工部侍郞 興恩, 奉天府丞 朱以增이었다(章伯鋒 編, 

2004 ≪淸代各地將軍都統大臣等年表1796―1911≫, 中華書局, 223쪽). 

134) ≪關係史料≫第3卷 <片奏中國命官不應與朝鮮陪臣平行>(1882.11.23=光緖八年 十一月 十四日),  

#640 1063b-1064a쪽.

135) ≪關係史料≫第3卷 <覆核盛京將軍原奏並北洋大臣咨覆變通中韓貿易章程各節卽請會商具奏>     

(1883年 1月 18日=光緖八年 十二月 初十日), #661 1085b-1088a. 결국 관원의 지위에 대해서

는 舊例를 참조하였던 경우 平行禮가 타당하다고 하는 이홍장의 반론이 받아들여졌다. 그리하여 

조선상무위원은 총독, 순무 이상에 대해서는 속례, 道府 이하에 대해서는 평행례를 각각 사용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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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136), 邊禁 강화137) 등을 주장하면서 성경 관원과 조선의 교섭 권한 문

제138)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조선이 청의 영

향력 범위를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와139) 함께 그 동안기존 조선 관련 업

무를 담당하여 온 자신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수륙무역장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北洋大臣 李鴻章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였다.140) 그러나 그 이면에

는 조선 사절이나 조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하여 온 금전상

이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141)

성경 당국의 주장 가운데 황초평 교섭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수륙

무역장정 제5조이다. 제5조는 양국 상인의 자유 왕래에 따른 무역 확대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성경 관원들은 성경장군 숭기와 봉천부윤 송림의 명

의로 제출된 상주문에서 ‘祖法’ 준수를 명분으로 沿海의 海禁이 개방되었

기 때문에 육지의 邊禁을 더욱 엄수하여야 한다면서 수륙무역장정 제5조

의 시행에 반대하였다. 즉 청에서 압록강을 건너 의주까지는 겨우 몇 리

에 불과한 반면 의주에서 책문까지 오는 데에는 90리나 되어 중간에 ‘匪

類’들이 끼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關卡’142) 설치를 주

136) 中國第一歷史檔案館 編, 1996 ≪光緖朝硃批奏摺≫第112輯(外交)<邊民交易現改爲隨時往來亟宜

嚴定制限並申明禁令以固邊防恭摺>光緖 八年 十一月 七日, 中華書局, 248a쪽. 

137) ≪光緖朝硃批奏摺≫第112輯(外交)<邊民交易現改爲隨時往來亟宜嚴定制限並申明禁令以固邊防恭

摺>光緖八年 十一月 七日, 中華書局, #319 250a쪽. 

138) ≪關係史料≫第3卷 <具奏朝鮮國王咨請派員會勘邊界請勅盛京將軍等委員妥辦>(1883.1.18=光緖 

八年 十二月 初十日), #663 1102b-1104a. 

139) 이들은 “조선이 이후에도 계속하여 恭順을 한다 하더라도 근일 그 風氣가 점차 변하여 실로 

터무니없는 邀求를 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關係史料≫第3卷,「會商中

韓邊民貿易章程應咨照會奉省疆吏會同勘酌」(1882年 12月 23日=光緖 8年 11月 14日), #643 

1068b쪽).

140) 수륙무역장정의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최희재, 1997 앞의 논문, 265-269쪽 참조.

141) 조선이 청에 보내는 조공 사절에는 1年 4貢에  따랐다. 조선 사절은 귀국할 때 소지가 금지

된 硫黃, 禁書 등을 책문에서 적발당하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성경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그리고 청의 예부와 會同館의 관원들, 조선 사절들이 통과하는 책문과 성경의 관원들도 공공연

하게 조선 사절들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張存武, 1987 <朝鮮對淸外

交機密費之硏究> ≪淸代中韓關係論文集≫, 臺灣商務印書館, 86-146쪽 참조.   

142) 關卡은 ‘卡倫’이라고도 하며 청대 강희 연간 이후 변경에 설치된 시설을 지칭한다. 잡륜은 좁

은 의미에서 ‘군사 초소’나 ‘변경 초소’, 넓은 의미에서는 청대 변경에 설치된 특수한 시설을 의

미하였다. 그러나 실제 그 기능은 매우 광범위하여 단순한 초소의 기능 이외에 청 정부가 지방

에 파견한 군사기구, 해관 혹은 상공업 감시기구, 세무감독 및 징수 기구, 우정 통신기구 등의 

역할도 하였다. 이외에 몇몇 카룬은 행정과 외교에서 결재 권한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카룬

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변경의 순찰 및 감독, 변경에서 무역에 대한 감시와 세금 징수였다. 이에 

따라서 카룬의 기능을 단순한 초소로만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寶音朝克圖 著, 

2005 ≪淸代北部邊疆卡倫硏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4, 137-1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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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또한 邊禁의 실시, 허가증 발급 후 상품 구매 허용, 봉황성 변

문을 출입시 정해진 貢道 이외 지역에서의 遊歷 금지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압록강 하구를 포함한 접경지역 연안과 평안도 일대에서 어

로활동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변금을 주장하였다.143)

이후에도 관잡의 위치와 성격은 계속 쟁점이 되었다. 조선과 청은 수륙

무역장정의 실행을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中江貿易章程(일명 ‘奉天與

朝鮮邊民交易章程‘)과 吉林貿易章程을 체결하였다. 중강무역장정 체결에

앞서 高宗 20年(1883) 12월 3일 조선의 어윤중과 청 관원들은 사전 교섭

을 진행하였다.144) 이 자리에서 조선과 청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通化知縣 張錫鑾(이하 통화지현) <經略使與中國委員晤談草(이하 ’談

草‘)> 제1조의 “邊界의 互市는 관원이 개입하지 않는다”145)는 조항에 문

제를 제기하고 제6조의 ’柵門口‘를 관잡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어윤중은 이에 대하여 “관잡과 세관은 동일하게 하지 않다”는 조건 아래

동의하면서도146) “關을 설치하여 徵稅하고 卡을 두어 (변경을 왕래하는

상인들을…필자) 감시한다”147)고 하였다. 어윤중이 관잡의 기능과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윤중은 關卡을 설치하는데 關

143)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경장군 및 각 관청에서 사용하는 祭品官魚 채취 이외에 어로 

활동의 금지, 압록강 연안의 어선 추방, 압록강 일대의 通巡과 公同會哨 실시, 변경 감시 업무 

유지와 범월 감시를 위한 인원 증가, 조선과 연결된 압록강 하구 帽兒山의 하류 지역 懷仁縣의 

通溝, 寬甸縣의 長甸河 등에 대한 방어 계획 수립,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압록강 하구 中江에 

대한 추가 병력 배치 등을 주장하였다(中國第一歷史檔案館 編, 1996 ≪光緖朝硃批奏摺≫第112

輯(外交) <邊民交易現改爲隨時往來亟宜嚴定制限並申明禁令以固邊防恭摺>光緖 八年 十一月 七日, 

中華書局, #319 248a-250a쪽).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서 성경 관원들의 이러한 주장이 향후 조선 관련 업무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행사하

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44) 3월 7일 서울을 출발하여 3월 18일 의주에 도착한 어윤중은 21일 압록강을 건너 청의 通化

知縣 張錫鑾, 안동지현, 委用通判 汪㮚 등과 회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어윤중은 청 관원들은 중

강무역장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15개조의 쟁점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였다. 교섭의 내용은 중국 

측의 사료에는 남아 있지 않고 ≪魚允中全集≫에<經略使與中國委員晤談草> <經略使往中江與東

邊兵備陳本植晤談>등, 규장각에≪中國委員議稿≫(奎20403)가 각각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秋月望, 1985 <中朝間の三貿易章程の締結經緯> ≪朝鮮學報≫115, 125-126쪽 참조. 

145) 이 내용에 대하여 수륙무역장정에서 상무위원 파견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원이 개입하

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삭제를 주장하였다(≪中國委員議稿≫(奎20403), “第一條 邊界互市現

不由官員住持”). 그러나 어윤중은 이에 대하여 변경호시는 해관무역과 다르기 때문에 관잡을 설

치하는 것 이외에 관원을 둘 수 없다며 이에 반대하였다(韓國學文獻硏究所 編, 1979 ≪魚允中全

集≫ <經略使與中國委員晤談草>, 아세아문화사, 457쪽).

146) ≪魚允中全集≫ <經略使與中國委員晤談草>, 457쪽.

147) ≪魚允中全集≫ <經略使與中國委員晤談草> , 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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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卡의 기능을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청 관원들은 구련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통화지현은

양국의 변계무역 장소를 이전의 九連城趾를 택하여 한다148)는 내용에 대

하여 구련성을 ‘兩國의 邊界’처럼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어윤중은 이는 오해에 불과하다면서 삭제를

거부하였다.149) 2월 25일 회담에서도 청의 委員 진본식은 관잡 설치와 교

역 장소에 대한 답사에 앞서 우선 邊地 조사를 요구하였다.150) 그리고 통

화지현은 청 관원들이 구련성을 ‘중국의 地面’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151)

구련성지가 ‘양국의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화지현의 주

장은 양국의 경계가 구련성지에서 압록강 연안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는 어윤중이 만일 양국의 압록강 경계와 관련된 문

제를 제기할 경우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기존의 책문을 대신하여 관잡의 설치 장소로 중강을 택한 것도 성경장

군의 의견이었다.152) 중강무역장정 체결에 앞서 8월 10일 이홍장은 ‘奉天

與朝鮮邊民交易詳細章程二十四條’(이하 ‘상세장정’) 제1조에서 청 정부가

조선에 대한 ‘屬國優待’와 中江 九連城153) 앞과 의주의 西城 밖에 관잡 설

치를 상주하였다. 이에 앞서 성경장군이 수륙무역장정 체결의 제5조의 반

대 구실로 내세운 주장을 수용한 것이었다.154) 이러한 상세장정의 내용은

148) ≪中國委員議稿≫(奎20403), “第二條 兩國邊界貿易處 取擇故九連城…(하략)…”.

149) ≪魚允中全集≫ <經略使與中國委員晤談草>  456쪽.

150) ≪魚允中全集≫ <經略使往中江與東邊兵備陳本植晤談>  463쪽.

151) ≪中國委員議稿≫(奎20403), “…(상략)…査九連城界中國地面…(하략)…”.

152)≪中國委員議稿≫(奎20403), “…(상략)…是以奉省督撫憲 奏明於中江附近設立關卡…(하략)…”.

153) 燕行錄들에 기재된 여정에 따르면 중강은 압록강 연안에서 17리 되는 지점이며, 구련성(이전 

鎭江府)은 이보다 9리를 더 들어가 압록강 연안에서 26리 되는 지점이다(이철성, 2009, 앞의 논

문, 287쪽). 따라서 중강무역장정 체결에 따른 관잡의 위치는 원래 성경장군이 주장한 구련성보

다 압록강 연안으로 더 이동한 셈이었다.  

154) ≪關係史料≫第3卷 <奉天與朝鮮邊民交易詳細章程二十四條>(1883.9.10=光緖九年 八月 初十

日), #755 1188b-1194b쪽. 제3조 압록강과 평안도 연안에서의 어로활동 금지, 제4조 종래 책

문을 대신하여 구련성 중강에 관잡 설치 등이 대표로 들 수 있다. 특히 제3조 압록강과 평안도 

연안에서 어로활동 금지는 청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어장을 개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83

년 7월 25일 체결된≪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에서 일본 정부도 통어권을 강력하게 요구하

여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의 通漁權을 획득하였다. 이후 조선의 바다는 일본과 청 어선들의 각

축장이 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문기, 2008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분쟁> ≪19세

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115-116쪽 참조). 한편 조세현은 

이러한 청의 조선에 대한 어업 침탈 행위가 청 정부가 1840년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조약에서 

항구무역권, 해상항원권 등을 상실한 것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유사제국

주의’라 표현하였다. 그러나 청 정부가≪만국공법≫의 영해 관념을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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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12월 3일 西北經略使 魚允中과 奉天全營翼長 東邊兵備道 진본식의

명으로 체결된 중강무역장정155)에 거의 반영되었다. 그리하여 12월 22일

설치된 義州監理署의 公廨도 압록강 연안에 위치하게 되었다.156) 이러한

관잡의 위치 결정은 청의 경계가 종래 책문에서 중강으로 전진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수류무역장정 체결과 그 이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청의 경계에 대한 성경 당국의 주장은 거의 반영되었음

을 의미한다. 그 결과 1882년 수륙무역장정 체결 이전 使行을 포함한 조

선인들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던 책문과 의주 사이의 지역은 수륙무역장

정 체결과 그 시행을 위한 조선과 청의 중강무역장정 체결을 논의하는 과

정에서 사실상 청의 영토로 편입된 셈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수류무역장

정 체결의 결과 압록강 일대에서 조선인들의 활동 범위가 이전의 책문과

의주에서 압록강 연안의 중강과 의주로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입장에서 청 정부가 수륙무역장정에 따라 압록강 일대에 관잡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의 변경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미 英祖 7년

(1731)과 21년(1745)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조선 정부는 압록강 일대에서

청 정부가 개간을 진행하거나 군사시설을 설치한 것에 적극로 반대하였

다. 따라서 청 정부가 책문이 아닌 중강에 관잡을 설치하는 것에 충분히

반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이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었다.

光緖 2년(1876) 압록강 하구에 안동현을 설치할 당시에도 청 정부는 조

선 정부의 반대를 일축하고 안동현 설치를 계속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청 정부는 당시 변경문제에서 이전처럼 조선의 입

장을 고려할 처지가 아니었다.157) 이는 압록강 하구를 포함한 만주가 이

전처럼 봉금에 따른 사람의 거주와 개간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

문이었다. 조선 정부도 당시 수륙무역장정 체결에 대하여 “매우 공정하고

서는 지나치게 성급한 견해라보고 있다(조세현, 2010 <중외조약을 통해 본 근대 중국의 해양경

계―국경조약과 조차조약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74, 255-266쪽 참조).

155) ≪高宗實錄≫卷20 高宗二十年 十二月 三日.

156) ≪灣稅規則≫(奎26183).

157) 당시 조선 정부의 입장은 압록강 일대가 청 유민들에 의한 개간으로 말마암아 먼 곳은 압록

강에서 5∼6리 정도이고 가까운 곳은 몇 帿場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동현이 조선의 변경

과 매우 가깝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동현의 官署가 설치될 沙河子 지역에 城邑과 聚落이 만들

어져 양국이 接壤하게 된다면 潛通과 交貿하기 쉽게 될 우려가 있고 이것이 후환이 될 수 있다

는 이유로 안동현 설치에 반대하였다(≪同文彙考≫原編續<疆界>二, 3508b-3509a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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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 것 이상”이라 만족하고158)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무

엇보다 당시 조선 정부는 당시 곤란한 재정 상황에도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현안을 추진하는데 재원이 필요하였다.159) 이에 따라서 조선 정부는

청 정부가 기존의 변경정책의 원칙을 벗어나 압록강 일대에서 책문이 아

닌 중강에 관잡을 설치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륙무역장정 체결을 전후한 시기에 청 정부의 압록강 일대에

대한 정책이나 양국 사이의 역학관계에서 본다면 高宗 20년 황초평 교섭

에서 조선과 청 관원 사이의 대등한 교섭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조선은

당시 국내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수륙무역장정 체결에 따른 재정 효과를

기대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서 영토 혹은 경계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

에 대한 의사 적극 표현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황초평 교섭에 앞서 조

선 측이 압록강의 관할권이 자국에 있다는 동변도대의 일방적 주장을 일

단 받아들이고 교섭에 응하였던 것도 이 때문으로 여겨진다. 당시 황초평

교섭은 정부 사이 공식 외교 교섭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에서

공식 외교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高宗 20년(1883) 9월 의주부윤은 동변도대의 조회를 받고 小通事 安德

源을 파견하여 양화위원 오정과의 교섭을 진행하게 하였다. 소통사 안덕

원은 양화위원 오정과 함께 황초평을 답사하고 교섭을 진행하였다. 薪島

鎭僉使 李奎昇은 교섭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지난달 29일 該鎭(신도진…필자)으로 가서 鎭敎 廉貞禧와 함께 배를 타고
黃草坪에 가서 주위를 조사하여 보니 남북 길이는 4里에, 東西 폭은 2里
에 불과합니다. 疆界가 저쪽에서 멀고 우리 쪽에서 가까우니 이는 분명히
該鎭(신도진…필자)의 땅입니다. 이튿날 三軍府節目을 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 委員 吳楨에게 전하였습니다. (오정은…필자) “貴鎭에 이 節目이
있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황초평이 청 소속이라고…
필자) 東邊道에 보고하여 다시 보고하기는 어려우니 내가 私書를 보내도
록 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려 할 때 갑자기 風雨를 만나 이와
같이 늦어졌습니다. 저는 조회를 가져온 大國人(오정…필자)에게 전례에
따라 음식을 접대하고 “이 葦塘(황초평…필자)은 該鎭(신도진…필자)에

158) ≪자료선역≫ <2-001 朝鮮國王覆咨(北洋大臣照抄) 고종 19년 10월 17일 발송, 12월 6일 수

신>  185쪽.

159) 당시 조선 정부는 만성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壬午軍亂 이후 통리기무아문의 설

치, 조사시찰단의 일본 파견, 별기군 창설, 무기 제조를 위한 유학생의 청 파견 등 근대 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여야만 했다(문명기, 2008 <財政史의 각도에서 다시 보는 <朝淸商民水陸

貿易章程>(1882)> ≪역사문화연구≫30, 351-352쪽 참조).



- 68 -

속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民人(청인들…필자)을 嚴飭하여 다만 가을이 되
기를 기다려 갈대를 채취할 것이며, 無時로 越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
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야 (이러한 내용의…필자) 문서를 작성
하여 주고 전달한 내용을 베끼어 의정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보내었
습니다…(하략)….160)

위의 인용문에서 소통사 안덕원은 황초평 교섭에 앞서 薪島鎭敎 廉貞禧

와 함께 황초평으로 가서 조선의 신도진과 청 연안으로부터 황초평까지

거리부터 측량하였다. 그 결과 신도진으로부터 황초평까지의 거리가 청

연안보다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안덕원은 다시 황초평이

이전부터 신도진 소속이라는 증거로 三軍府節目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안

덕원은 다시 갈대를 채취하는 시기인 가을 이외에는 청인들이 황초평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양화위원

오정에게 전달하고 귀환하였다. 같은 해 11월 10일 평안도 관찰사는 이러

한 내용을 통리아문에 보고하였다.161) 이러한 교섭 과정에서 양화위원 오

정의 반박이나 특별한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화위원 오정이 황초평의 교섭 결과를 공

식 외교 경로가 아닌 ‘私書’를 통하여 전달하려 하였다는 사실이다. 양화

위원 오정은 그 이유가 “이미 동변도에 보고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교섭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즉 황

초평 교섭에 앞서 양화위원 오정은 황초평을 조사하고 황초평이 청의 소

속이라고 동변도대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조선 관원들과의 교섭 결과 다

시 황초평을 조선 소속이라고 보고한다면 이는 양화위원 오정이 상관인

동변도대에게 허위보고를 한 셈이었다. 이에 따라서 양화위원 오정이 私

書를 통하여 교섭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이전 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교섭을 마무리 지으려는

160) ≪平安監營啓錄≫(奎15110) 제37책 癸未(高宗 二十年) 十月 初八日 戌時, “…(상략)…該小通

事安德源之回告內 前月 二十九日 馳抵該鎭 眼同鎭敎廉貞禧 檥船黃草坪 周圍履勘 長不過四里 廣

不過二里 疆界彼遠此近 明是該鎭地面也. 故翌日賫持三軍府節目 越往彼邊 歷言于委員吳楨 卽以爲

未料貴鎭 有此節目 己報于東邊道 卽成難更稟 將行私書云 故仍爲回程 猝値風雨 如是遲來 是如是

白乎. 所照會賫持大國人段 粮饌依例越給 卽以葦塘 明屬該鎭 則嚴飭民人 只聽待秋割葦 不得無時

越界之意回移. 今時成給還送 而同回移謄書上送于議政府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是如爲白有等以 緣

由馳啓爲白卧乎事.”

161) ≪統署日記≫(奎17836) 제1책 十一月 初十日, “箕伯謄報 東邊道照會 據黃草坪履勘 關飭薪島

鎭民人 待秋割葦  不得越界事 灣尹以此謄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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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양화위원 오정의 이러한 교섭의 처리 방식은 1901년부터

시작된 황초평 분쟁에서 청 관원들이 황초평을 자국 소속이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 청 관원들은 이 당시 동변도대의 황초평 조회 사

실 자체만을 근거로 황초평이 자국 소속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162) 당

시는 물론 이 당시 황초평 교섭 이후에도 1900년대 이후 일본인들의 황초

평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황초평 형성과 위치 이동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섭에 대한 해석까지 달리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01년 이후 황초평 분쟁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高宗 20년 황초평 교섭은 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청의 조선에 대한 간

섭과 통제가 강화되던 시기에 진행되었다. 황초평 교섭이 동변도대의 일

방적 주장을 발단으로 시작된 것에서 보듯 당시 조선과 청의 불평등한 관

계가 황초평 교섭에도 투영되었다. 그리고 교섭을 담당한 청 관원은 동변

도대의 조회와 달리 황초평이 조선 신도진 소속임을 확인하고 교섭 결과

를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마무리하려 하였다. 반면에 1901년 황초평 분

쟁이 한국 정부의 황초평 조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청일전쟁 이후

양국 관계의 변화를 단면 보여준다. 그러나 1901년부터 시작된 황초평 분

쟁에서 한국과 청은 高宗 20년의 황초평 교섭 결과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162) 1901년 12월 안동지현 徐之慶은 1883년 당시 기령과 오정이 황초평을 현지 답사한 후 압록

강이 청의 관할이며 황초평도 청의 소속이므로 조선인들의 침입을 금해 달라는 내용을 의주부윤

에게 조회하였다고 동변도대에게 보고하였다(≪連境關係(1906-1912)≫, 49쪽). 한편 高宗 20年 

황초평 교섭으로부터 36년 뒤인 1919년 12월 6일 奉天省 東邊道尹 兼 安東交涉員 方大英은 安

東代理領事 官英井淸에게 보낸 조회에는 ≪平安監營啓錄≫과 전혀 다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때는 통감부가 1908년 2월에 황초평의 갈대 채취권을 매입한 시점에서 이미 10년이 지난 시

기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략)…압록강  하류 右岸 䑚水溝 지역의 江中에 漲灘 한 곳이 있다. 청 同治(1862∼1874) 

연간에 민간인 姜通雲이라는 자가 그것을 점유하고 葺草를 재배하였다. 그러나 당시 안동은 아

직 관아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韓人에게 橫領당한 이래 屢次 분쟁을 겪고 光緖 8년

(1882) 東邊道의 委任을 거쳐 奉軍右營官帶官 李合春, 經歷 吳楨 등이 한국 평안도 5품관 廉定

熙(원문…필자)와 회동하여 실제로 勘査하였다. 그리고 該員들의 조사를 거쳐 해당은 확실히 중

국 영토이기 때문에 염정희도 (그것을…필자) 알고 있어서 다툴 수 없었다. 이에 염정희는 ‘塘은 

원래 한국의 소유가 아니지만 종전에 한국 정부가 중국의 駐韓 京崇將軍과 商量하여 한국의 流

犯에게 해당을 개간하게 할 것을 승낙 받은 일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李, 吳 두 위원은 그 일

방의 말을 관련 서류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엄한 말로 반박하였다. 그러나 

강통운이 아직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개간한 것 역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명령

을 내려 갈대를 심는 것을 정지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한인들은 여전히 몰래 가서 葺草를 채

취하였다…(하략)…”(≪葦洲所屬係爭一件(1922.4.25-1922.5.25)≫第2卷 <照會 1919年 外字 第

96號(譯文)>,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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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하였다. 이 점에서 1901년부터 시작된 황초평 분쟁은 高宗 20년

황초평 교섭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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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韓·淸 국경분쟁과 황초평

1. 1901년 황초평 분쟁

1) 한국 정부의 황초평 연고권 주장

황초평이 다시 한국과 청 양국 사이에 외교 현안으로 등장한 것은 1901

년 1월 이후부터였다. 이때는 1883년 황초평 교섭 이후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으로, 1883년과 달리 한국 정부의 황초평 조회가 발단으로 작용

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면 1897년 10월 大韓帝國이 출범하였다. 1899년 9

월 한국 정부는 韓·淸通商條約(이하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은 청과

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고 동등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01년부터 시

작된 황초평 분쟁은 이러한 양국관계의 변화를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1882년 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청은 조선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강화

하였다. 그러나 1895년 下關條約에서 청과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명문화

고 이전의 ‘事大之禮’ 폐기를 약속하였다. 한국은 청과 통상조약 체결에

앞서 그 교섭 과정에서 국제법상 한국이 독립국임을 알리고 청과 대등한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1) 그 해 1899년 8월 발표된

‘大韓國 國制’에서 보듯 대한제국은 그 政體를 “自主獨立하온 帝國”이라고

하여 專制君主政임을 명시하였다.2)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가 청 정부에

1883년과 달리 먼저 황초평 조회를 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던

배경에는 1899년 대한제국의 성립과 통상조약 체결 이후 변화된 양국 관

계를 대외에 알리는 한편 교섭 과정에서 청과 동등한 주권 국가임을 과시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3)

1) 한청통상조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은정태, 2005 <1899년 韓ㆍ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역사학보≫186, 29-34쪽 참조.

2) 김태웅, 2012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 아카넷, 

  329-330쪽 참조. 

3) 한편 한국 정부가 황초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배경의 하나가 당시 농민과 관원의 泥生浦落

  에 대한 인식 때문일 수도 있다. 즉 당시에는 토지가 洪水나 潮流에 의하여 떨어져 나가면[浦落, 

陷落] 그 결과물이 바로 섬이나 사주의 형성[泥生]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토지의 주인은 바로 섬이나 사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염정섭, 2010 <조선후기 대

동강 하류 河中島의 개간과 宮房田 설립 및 변천> ≪奎章閣≫37, 108쪽 참조). 당시 황초평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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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 관계 변화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들어와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 과

정에서 국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국경 및 영토문제에 대한 관심도 고

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우선 1894〜1895년, 그리고 1899년

에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국적인 邑誌와 邑事例 수집과 上送令이다.

특히 1899년 상송된 읍지 가운데는 황초평이 속한 용천군이 포함된 ≪關

西邑誌≫도 포함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읍지와 읍사례 수집으

로 지방의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지방의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4)

1895년에 이어 1899년에도 읍지와 지도 상송령이 있었다. 이때는 1895

년과 달리 읍사례보다 읍지와 채색 지도에 중점을 두었고, 각 군 단위로

제목이 붙어 있었다. 채색 지도에는 1871년 이후 지리 변동 상황이 표기

되어 있었고 변경지역의 자세한 소개도 첨부되었다. 예를 들어 두만강 하

구의 鹿屯島를 한국 고유의 영토로 표시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지명도 표

시하였다. ≪경흥부읍지≫(1899)에는 녹둔도의 내력과 녹둔도를 지키는데

공을 세웠던 李舜臣의 비문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한국 정부

가 그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5)

이러한 지도들의 내용은 이 당시 한국 정부의 영토 주권 수호 의지와

영토 및 국경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를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1899년 청과의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

획정과 간도 한인들 문제가 거론되고6) 1900년 10월 鬱陵島가 강원도로

편입되었다.7) 이러한 사실도 당시 한국 정부의 당시 국토에 대한 관심과

상황 파악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899〜1904년에 한국 정부는 量田地契 사업을 진행하였다.8)

주민들은 압록강 연안의 토지가 강물에 침식되어 사주나 섬이 형성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

로 받아들였다(≪平安南北道各郡訴狀≫(奎19159) 제9책, 1907年 3月 15日). 이는 1937년 평북 

용천군 출신으로 인천에 거주하던 韓錫範(당시 58세)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한석범은 황초평이 

용암포와 양서면의 두 면이 압록강의 파도에 의하여 그 일부가 함락되어 압록강 중에 형성된 섬

이라고 하였다(≪黃草坪還付出願釋明書≫ <聽取書>). 그러나 직접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태웅, 2013 <近代改革期 全國地理誌의 基調와 特徵―奎章閣 所藏 邑

  誌를 중심으로> ≪규장각≫43 참조.

5) 김태웅, 2013, 앞의 논문, 134-135쪽.

6) 은정태, 2005 <1899년 韓ㆍ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歷史學報≫186, 39-41쪽 참조. 

7) ≪官報≫ <勅令 第41號>(1900.10.25).

8) 대한제국의 양전지계 사업에 대한 연구는 양전 과정과 양안의 기능 및 地契(官契) 발급, 토지소

  유자로서 ‘時主’의 성격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로는 金容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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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는 국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세 수입을 합리타당하

게 징수하면서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토지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었기 때문에 기본으로 실시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18세기

초에 전국에 걸쳐 양전 사업이 실시된 이후 그 필요성에도 전국 차원의

양전 사업은 계속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에 이르러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재부의 근원인 토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

였다.

1898년 6월 23일 내부대신 朴定陽과 농상공부대신 李道宰는 의정부에

‘전국토지측량사’를 제의하였다. ‘토지측량에 관한 청의서’는 원래 6월 22

일 내부 토목국장 尹瑨錫과 농상공부 광산국장 金龍元이 초안을 만든 것

인데, 여기서 전국내 토지 측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898년 7월 <量

地衙門職員及處務規定>이 반포되고 주무기관인 양지아문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漢城府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토지측량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한제국의 양전 사업은 농지와 가옥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토지, 즉

지질, 산림과 천택, 수풀과 해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

다.9) 이 당시의 양전지계 사업은 재정 측면만이 아니라 국가 경영을 위한

전 국토에 대한 파악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다.

이 당시 양전지계 사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잠매를 매개로

한 외국인의 경제 침투를 저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 잠매를 불법으

로 규정하였다.10) 외국인의 토지소유도 허용하지 않던 상황에서 자국 소

속이 분명한 황초평에 외국인이 침입하여 그곳의 자원을 채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1883년 이후부터 1901년까지 한국과 청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었던 황초평이 이 시기에 들어와 문제가 된 배경에는 1895년 이

후 양국 관계의 변화, 1899년 이후 한국 정부의 전국 차원의 읍지와 지도

1968 <光武年間의 量田․地契事業> ≪亞細亞硏究≫31, 1968(金容燮, 1975, ≪韓國近代農業史硏究

≫, 일조각에 재수록); 裵英淳, 2002 ≪韓末日帝初期의 土地調査와 地稅改正≫ , 영남대 출판부 ; 

金鴻植 외, 1990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 宮嶋博史, 1991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

硏究≫,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1995 ≪대한제국

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金鴻植 외, 1997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 왕현종, 

2003 <광무 양전․지계사업의 성격> ≪한국농업구조의 변화와 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참

조

9) 이영학, 2010 <대한제국의 경제정책>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28-29쪽 참조. 

10) 왕현종, 2010 <광무 양전·지계사업의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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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그리고 양전지계 사업으로 국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영토 및 국

경 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초평 분쟁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1901년 1월 9일 평안남도 義州郡에

거주하던 金柄浩는 당시 한인들이 ‘돌팍’11) 혹은 ‘바우독’12)이라고 부르던

大황초평에 청인들이 들어와 불법으로 갈대를 베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宮內府大臣署理 宮內府協辦 李址鎔에게 청인들의 이러한 행위

를 금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義州郡에 거주하는 金柄浩의 訴求를 받아 보니
“本郡과 龍川 境內의 소재 蘆草坪은 宣禧宮 所管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용
천 黃草坪은 일찍이 淸國 嘉慶帝 연간 皇牌를 받들어 偸䂨하는 폐단을 各
別히 禁斷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彼地(청…필자) 무뢰배가 (황초평
을…필자) 청국 基地라고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갈대를 베어 갔습
니다. 이에 여러 번 알아듣게 타일렀으나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安
東縣令(知縣…필자)에게 황패를 보이니 (안동…필자) 현령이 말하기를 “비
록 皇牌가 중요한 줄은 알고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本國 土地는 비록 尺寸이라 하여도 잃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각하건
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필자) 필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에 황패의 印本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그 이유를 조사한
이후에 外部에서 淸公館에 다시 조회하여 이를 鳳凰省 道臺(동변도대…필
자) 및 안동현령에게 이첩하여 (청인들의 황초평에서의 갈대 채취를…필
자)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고 禁斷하여 영구히 後弊를 막을 것을 바랍니다
“고 합니다
兩國의 分界가 이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禁䂨의 황패는 분명한 증거입니
다. 그럼에도 청인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사태가 매우 의심스럽습니
다. 이에 황패의 印本을 함께 보내어 문서를 갖추어 삼가 아뢰오니, 살피
신 이후에 이 문서를 청 공사에 조회하시어 동변도대와 안동현령에게 이
첩하여 청인들을 타일러 황초평에서 갈대를 채취하는 행위를 禁斷하여 일
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13)

11) ≪黃草坪關係書(1906-1909)≫ <鴨綠江ニ於ケル國境問題>(1906.10.10), 100쪽. 

12) ≪黃草坪關係書(1906-1909)≫ <暗號>(1906.11.16.), 95쪽;≪葦洲所屬係爭一件≫第1卷 <左ノ

リ鶴原總務長官及林公使ヘ電報セリ>(1906.11.16.), 609쪽. 이후 황초평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大황초평을 의미한다.

13) “義州郡居 金柄浩의 訴求를 接閱온즉 內開 本郡及龍川 境內의 소재 蘆草坪은 係是 宣禧宮 所

管이온 바 就中 용천 黃草坪은 曾於淸國嘉慶帝 연간의 持奉 皇牌와 偸䂨之獘를 各別禁斷케
왔는데 挽近 彼地 無賴輩가 稱以 청국 基地고 無難犯䂨故로 累度 曉諭오나 終不聽理이옵기 

出示 皇牌于安東縣令온즉 該 현령이 雖知皇牌所重이오나 不得自便云온즉 本國 土地를 雖是

尺寸이라도 不可自失이오며 抑亦이 必致虧缺(원문은 欠…필자)옵기로 皇牌印本을 粘報오니 

請將此事由야 査明以照于外部시와 爲轉照淸公館야 俾卽行文于鳳凰省道臺及安東縣令야 

嚴飭禁斷야 永杜後弊케 하시믈 爲望等因으로 準賜온즉 兩國之分界가 自有定限고 禁䂨之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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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김병호가 제출한 訴求에 따르면 의주와 龍川의 경내에 있는 황초

평은 宣禧宮14)의 관할이며, 淸 嘉慶帝가 내린 皇牌에 근거하여 청인들이

황초평에서 갈대 채취를 금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

터 청인들이 황초평을 基地라고 하면서 황초평에서 갈대를 채취하여 가자

이를 저지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다시 김병호는 安東知

縣 徐之慶에게 ‘皇牌’를 제시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으나 안동지현은

이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하자, 김병호는 다시

宮內府에 황패의 印本을 첨부하여 청인들의 황초평 갈대 채취 사실을 보

고하고 궁내부가 外部를 통하여 청의 駐韓公使 허태신에게 이러한 사실들

을 조회하여 東邊道臺 沈桐과 안동지현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15) 외

부는 1월 21일 청의 주한공사 許台身을 통하여 동변도대와 안동지현에 이

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달라고 조회하였다.16)

김병호의 보고를 보건대 궁내부에 보고하기에 앞서 의주군이나 용천군

의 지역 차원에서 안동현과 접촉이 있었다. 김병호가 황초평이 “本國 土

地”라고 하였듯이 황초평 주변 주민들은 황초평을 한국의 소속으로 간주

하고 있었다. 이러한 황초평 분쟁의 시작 과정은 지역 차원의 이해관계

대립이 중앙 정부 차원의 영토 및 국경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준다. 그 대표 사례가 당시 대두되기 시작한 간도문제였다.17)

즉 이전에는 정부 차원 혹은 지방민의 관심사에 불과하였던 간도문제가

이 시기에 들어서면 대한제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지식인들의 관심사로 확

牌가 昭然可據이거늘 彼人之恣行不法이 事甚訝惑이기로 자의 該 印本을 伴交오며備文仰佈하오

며”照亮시고 轉照 該公館시와 俾卽轉移于鳳凰省道臺及安東縣令와 使之曉諭禁斷야 以편

歸正케시믈 爲要(서울대학교 규장각, 1992 ≪宮內府案≫2(8冊) <照會>(1901.1.9.), 서울대학

교 규장각, 212a-b쪽).

14) 宣禧宮은 경성부 북부 順化坊에 있었다. 선희궁은 영조의 후궁이자 莊祖(思悼世子)의 私親인 暎

嬪 李氏의 제사를 봉향하는 곳으로, 1762년(英祖 38) 창설되었다. 처음에는 義烈廟라 칭하였으

나, 1788년(正祖 12)에 廟號를 ‘宣禧’로 개칭함에 따라 선희궁이라 칭하였다. 1870년(高宗 7)에 

이곳을 폐지하고 毓上宮에 합사되었다가 1897년(光武 1)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중건하였다(≪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179-180쪽).  

15) ≪宮內府案≫2(8冊) <照會>(1901.1.9), 212a-b쪽.

16) ≪宮內府案≫2(8冊) <照復 第3號>(1901.1.21), 213a쪽.

17) 1899년 청과의 통상조약 체결에 앞서 1898년 10월 鏡城 거주 吳三甲은 정부에 상소를 올려 

종래 청 정부의 주장인 ‘豆滿〓土們’說을 부인하면서 청과 국경조약 체결과 정부 차원에서 한인 

보호를 위한 관원 파견을 요청하였다(은정태, 2005, 앞의 논문, 40-41쪽; 은정태, 2007 <대한

제국기 간도문제의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17, 106-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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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었다.18) 황초평은 간도문제처럼 전국 차원의 관심사로 확대되지 않았

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의주와 용천 주민들의 관심사에서 시작하였다가 정

부가 개입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는 정부에서 관

심을 두지 않았던 변경 지역 이해관계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

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이전처럼 변경지역의 문제를

단순히 지역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이를 영토 및 국경문제 차원에

서 적극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1883년 황초평 교섭 이후부터 1901년까지 황초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양전지계 사업은 평안도 지역까지 진행되지 않았

다.19) 그러나 한국 정부는 1895년 이후 전국적인 읍지와 읍사례의 수집,

양전지계 사업 과정에서 황초평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황초평은 그 소유 주체가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

인다. 황초평의 소유 주체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이 때문이라 하

겠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병호는 황초평을 선희궁 소속이라

하였으나, 다른 자료에는 황초평을 宮內府, 혹은 雲峴宮 소속이라 하였다.

1895년 갑오개혁에서 중앙 및 지방관제의 개혁에 따라 營門·衙門과 기

타 각 屯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그에 소속되어 있던 군토도 내용별로

궁내부, 군부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어 오다가 1899년에 이르러 전국의 둔

토가 궁내부 내장원 관할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1895년에 역참제도가 철

폐된 이후 전체 관리권이 농상공부로 귀속된 역토는 이후 군부(1897)→탁

지부(1898)로 이속되었다가 1900년 9월에 내장원으로 이속되었다.20) 신도

진의 포군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砲屯’이던 황초평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관할 기관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즉 1895년 薪島鎭 僉使가 폐지된 이후21) 황초평은 궁내부 관할로 이관

18) 은정태, 2007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17, 101쪽.

19) 왕현종, 2010 <광무 양전·지계사업의 성격>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89-90쪽 

참조.

20) 박진태, 2010 <韓末 屯土調査를 둘러싼 紛爭事例―京畿道 楊州郡을 중심으로―>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혜안, 268-269쪽.

21) ≪皇城新聞≫(1906.10.9) <委員自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황초평은 신도진 ‘砲屯’의 일종이

었다고 할 수 있다. 포군은 해당 각 군청에서 그 수익을 관리하였고, 정부에서는 거의 간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방에 따라 관리 방법도 달랐다. 그 수익도 지방의 수령 혹은 포군청 군관들

의 사복을 채우는데 그치고, 실제 포군의 급료로 충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결과 砲軍制

度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군적은 대부분 虛簿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1874년 포군을 폐지하고 

그 소속 屯土를 海防營 혹은 소속 각 도와 각 군으로 이속되었다. 그리고 해방영에 속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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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22) 그리고 ‘牧場 公土’의 皇室 基地로 매년 蘆草稅 2만 냥을 징세

하기로 하였다.23) 1898년 2월에는 다시 度支部가 平安北道 觀察使 徐相雨

에게 그 때까지 관할처가 없던 龍川과 의주, 신도 지역의 泥生 蘆草에 대

한 定稅 收納을 위해 監刈官 李致三을 差定하여 파견하니 사실에 따라 摘

奸하고 成冊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이며, 만일 构私之弊가 있으면 체포하

여 보고하고 조치를 기다리게 하라고 각 군에 알릴 것을 訓令하였다.24)

한편 1901년 3월 12일 義州郡守 겸 鎭衛隊長 金有鉉은 안동지현에 보낸

조회에서 황초평은 신도진의 軍餉을 보충하기 위한 토지로, 선희궁 소속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委員 李義麟과 通事 徐得福을 파견할 예정이

라면서 황초평에서 채취해 간 갈대의 배상을 요구하였다.25)

그러나 ≪黃草坪還付方願書≫의 내용은 이와 조금 다르다. ≪黃草坪還

付方願書≫에 따르면 황초평은 雲峴宮 소속이었다. 즉 1894년 황초평은

<義州龍川等地田土及附近島嶼>26)에 따라 궁내부에서 운현궁으로 還付되

었다. 그러나 ≪黃草坪還付方願書≫에 따르면 당시 <義州龍川等地田土及

附近島嶼>의 ‘附近 島嶼’라는 字句가 막연하고 측량 기술이 발전하지 못

한데다, 황초평은 지리상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분명히 파악할 수 없었다. 더욱이 당시 청일전쟁 이후 혼란한 정

치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황초평까지 일일이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 이

때문에 황초평은 운현궁 소속임에도 이전과 같이 궁내부 관할로 취급되었

다.27)

둔토는 1888년 해방영의 폐지와 함께 親軍營으로 이속시켰다. 그러나 1894년 다시 친군영이 폐

지되자 이 둔토는 宮內府 內藏司로 轉屬되었다. 각도나 군청에 속하여 있던 둔토는 1895년 度

支部 관리로 귀속되었다가 1897년 군부에 전속되었다. 1899년에는 이 두 가지 둔토 가운데 탁

지부와 군내부에서 관할하던 것을 慶善宮 혹은 義親王宮에 소속되었다가 민간에 매각되었다(≪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396-398쪽).

22) ≪日支劃界問題一件(1922.1)≫ <沿革記略>  186쪽. 그러나 자료의 원문에는 이 부분을 포함하

여 황초평의 형성과 삼군부의 허가 아래 개간되었다는 부분에 ‘?’ 표시를 하고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본 외무성의 관원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3) ≪訓令照會存案≫(奎19143) 제29책, 1902년 3월 1일. 일본인들이 작성한 자료는 이러한 사실

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1895년 황초평을 내장원 관할로 편입시키고 매년 葦稅 2만 냥을 賦課하

였다고 기록하였다. 1897년 용천군수가 평안북도 관찰사에게 보고한 <龍川郡管內所在各宮給司

牧賭實數導掌舍音名幷成冊>에 따르면 내장원 소관 황초평의 蘆田은 용천군 鎭西面에 위치하며, 

定賭가 500냥이었다(≪鴨綠江日支画界問題一件(1923.11)≫, 204쪽).  

24) ≪公文編案≫(奎18154) 제55책, 1898년 2월 13일.

25) ≪連境關係(1906-1912)≫, 44-45쪽;≪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1911) <龍岩浦附近鴨

綠江中洲大小黃 草坪ニ關スル件>(1906.8.14) 138쪽.

26) 이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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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 정부는 황초평은 물론 압록강 하구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1890년대 지도를 통하여 추측할 수 있다. [그

림 11] ≪朝鮮全圖≫에서 보듯 압록강 하구의 섬과 사주에 대한 표시가

없다. 이 당시 한국 정부는 황초평에 대하여 신도진 포군에게 급료를 지

불하는 稅源 정도로만 인식하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정보는 없었을 것이

다. 또한 양전지계 사업은 토지 소유권자를 확인하여 量案에 기재함으로

써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 후의 변동 관계에 대해

서는 아무런 제도상의 확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28) 이러한 사실로 보

건대 1895년 이후 황초평의 소속이 자료마다 다른 것은 서울과 멀리 떨어

져 있어서 파악이 어려웠고, 당시 양전지계 사업의 한계에 따른 것이어서

소유 관계 변화를 분명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1] 朝鮮全圖(압록강 하구 부분)

           

 ※ 陸軍參謀局 編, 1894 ≪朝鮮全圖≫(국립중앙도서관 한古 朝61-72), 간행자 불명.  

 압  록강 하구의 섬과 사주에 대하여 기재한 것이 없다. 원 안이 압록강 하구의 황  

 초평 주변이다.

황초평은 1895년 신도진 폐지 이후 궁내부 소속으로 잠시 선희궁에서

관할하다가 운현궁이 다시 관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高宗 7년(1870)

27) ≪黃草坪還付出願釋明書≫(古231)(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소장) . 

28) 이영학, 2010, 앞의 논문,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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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때 폐궁된 선희궁이 1897년에 재건되면서 그 이전에 선희궁에서 관

할하던 토지가 다시 선희궁에 지급되었을 때 궁내부 內藏司와 軍部 소관

의 둔토 일부도 선희궁에 귀속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1년에는 선희궁

에 귀속된 상당수 屯土가 다시 내장원으로 환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희

궁 소속 장토의 移來, 移去가 적지 않았다.29) 이때 운현궁에서 다시 황초

평을 관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황초평의 소유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정부 차원

의 관리 감독이 허술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틈을 이용하여 청인

들의 주장과 같이 황초평에 갈대를 파종하고 채취하여 갔을 가능성이 크

다. 그러나 1897년 대한제국 성립 이후 한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혁을 위한 재정과 인사의 실상을 파악하고 양전지계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갈대밭을 전수 조사하고 황초평 갈대에 대한 징세를 강

화하여 갔다.30)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황초평 주변 주민들이 청인들의 황초

평 침입과 갈대 채취 사실을 한국 정부에 보고함으로써 황초평 분쟁이 시

작되었다.

한국 정부는 황초평이 자국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가경제의

유지가 적힌 황패를 제시하였다. 즉 궁내부 궁감 김희선은 의주군수 겸

진위대장 김유현에게 1803년(純祖 3) 압록강 하구 高麗溝에서 청인 蔡法,

劉靑山의 대규모 盜伐 사건31)이 발생한 이후 가경제가 이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경 예부에 유지를 내렸고, 성경 예부에서 이 유지를 다

29) 대한제국기에 屯土가 선희궁에 이속되었다가 환속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박성준, 1998 

<대한제국기 內藏院의 驛屯土 경영의 성격> ≪朝鮮時代史學報≫6, 165-172쪽 참조). 

30) 1905년부터  황초평은 이미 질이 가장 좋은 갈대를 생산하는 갈대밭으로 유명하였다. 이에 따

라서 갈대 판매 수익도 상당하였다. 1906년경 황초평 1평에서 수확하는 갈대는 가치로 40∼50

전을 上廻하였다(≪黃草坪關係書(1906-1909)≫ <淸韓境界調査書>  100-101쪽). 1910년 황초

평에서 생산되는 갈대의 생산량과 가격은 大황초평이 20만속으로 시가 3만원, 小황초평은 

8,000속으로 시가 1,200원이었다. 

31)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하자 嘉慶帝는 “일찍이 전혀 없던 未聞의 사건인데 관리들은 무엇을 하였

단 말인가” (≪奉天通志≫卷36 <大事>  747a-b쪽)라고 청 관원들을 질책하며 副都統 策拔(巴)

克 등을 파견하였다. 책발극은 劉文喜 등 주범 6명이 流民들을 모아 놓고 주변을 지나가는 商人

을 약탈하면서 대규모로 벌목을 자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協領 珠琫額, 恒福 등을 파

견하여 벌목 사건의 主犯 유문희 등을 체포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범 유문희 등과 유민 

2,000명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의 薪島로 도주하자 청 정부는 다시 旅順과 岫巖縣의 水軍을 동

원하여 수색하고, 조선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조선 정부에서도 龍川府使 崔朝岳과 彌串鎭 

僉使 韓錫箕 등이 청의 관원과 협조하여 9월 초 신도의 갈대밭에 숨어 있던 劉靑山과 蔡法 등을 

체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純祖實錄≫卷5 純祖 三年 十月 十三日;≪奉天通志≫卷36<大事>  

747a-748b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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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도진에 보내 압록강 하구를 단속하는 규정으로 삼은 지 90년이나 되

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인들의 벌목 사건이 발생하였던 지역은 현재 선

희궁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청의 中江稅務局에

조회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청인 王壽山(혹은 ‘王仁純’)32) 등이 청 동변도

로부터 발급받았다고 하는 ‘地券’33)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였다.34)

[그림 11] 가경제의 유지가 적힌 木牌(일명‘皇牌’)

           ※일본인의 기록에 따르면 폭 1尺 5寸, 길이 4척 정도의 版木

              에 새겨서 薪島鎭 東部洞 呂萬淸의 집에 ‘珍藏’하였다고 한다      

              (≪葦洲所屬係爭一件(1907.7.3.-1907.9.3.)≫第1卷<黃草坪問

              題ニ關連スル鴨綠江下流洲嶼ノ情況及經營ニ關連スル件別紙

              附屬書第4號>, 490쪽)

32) ≪葦洲所屬係爭一件(1922.4.25-1922.5.25)≫第2卷 <照會 1919年 外字 第96號(譯文)>, 35쪽. 

왕수산은 안동현 大狐山 출신으로, 1901년 당시 54세로 安民山에 거주하였다(≪連境關係

(1906-1912)≫ <照會>(1901.3.15), 46쪽).

33) 청대 地券[地照]은 국유지에 대하여 관에서 소작인에게 부여한 소작권을 확인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였다. 이러한 점에서 지권은 좁은 의미로 일종의 ‘소작증서’라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외에 관에서 토지 소유권자에게 발급한 다양한 ‘地券類’가 존재하여 지권과 

혼용되었다(天海謙二郞, 1966 ≪中國土地文書の硏究≫, 勁草書房, 11쪽.). 그러나 동변도에서 왕

수산에게 발급하였다는 지권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성격이나 내용을 알 수 없다.

34) ≪連境關係(1906-1912)≫, 44-45쪽; ≪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1911)≫ <龍岩浦附近鴨

綠江中洲大小黃草坪ニ關スル件>(1906.8.14),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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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황패라는 것은 황초평이 한국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자료가 아니었다. 청 정부는 1803년 고려구 벌목 사건 당시 조선 정부에

벌목 사건의 주범 검거에 협조를 요청하자 조선 정부도 인력과 선박을 동

원하여 협조하였다. 황패의 내용은 바로 가경제가 조선 정부의 고려구 벌

목 사건 처리에 대한 협조를 賞讚하고, 만일 추후로도 조선 관원들이 압

록강을 범월하는 청인들을 발견한다면 즉시 이들을 체포하고 압송하라는

것이었다.35) 이에 따라서 황패는 황초평의 소속이라기보다 압록강 관할권

혹은 ‘犯越’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국 정부가 황패를 제시한 것은 청 정부의 압록강 관할권 주장에 반박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정부는 18세기부터 압록강 하구에서 강을

거슬러 오는 청인 偸採者들의 馬上船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였

다.36) 청 정부는 청인들의 고려구 벌목 사건 당시에도 조선 정부의 협조

덕분에 도주한 주범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 김희선이 가경제의 유지가 황

초평이 한국 소속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한 것은 이전부터 조선에서 압록강

하구를 관할하여 왔기 때문에 황초평은 그 위치상 한국의 소속이라는 의

미였다. 한국 정부는 1883년부터 청 관원이 황초평을 신도진 소속으로 인

정하였기 때문에 황패만으로 황초평이 신도진 소속임을 입증하는데 무리

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 한국 정부는 황초평을 자국 소속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주나 개간을 통한 황초평 점유를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 정확한 이유

35) ≪葦洲所屬係爭一件≫第1卷 <黃草坪問題ニ關連スル鴨綠江下流洲嶼ノ情況及經營愚案等稟申ノ件 

別紙附屬書 第3號 諭旨>, 487쪽에 수록된 유지의 제목은 ‘禮部盛京爲嚴加禁緝以靖邊界’이다. 작

성 연도가 ‘嘉慶 8年(1803)’으로 되어 있으나 年月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盛京 高麗溝 지방은 該國(조선)과 떨어져 있으나 관할하는 지역이 매우 가까워 진실로 奸民이 

越邊하여 시끄럽게 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서 不時로 순찰하여 변경 요지[邊隘]의 肅淸을 

期하여야 한다. 該國의 변경 초소[卡隘]도 매우 엄밀하였으나 목재를 盜伐[偸砍]하는 匪徒가 이

익을 탐하여 몰래 모여들어 近日 薪島[獐子島]로 잠입하여 잠복하면서 목재를 운반하고 있었다. 

이에 該國이 함께 수사하여 체포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으

니 진실로 그에 노력하였음을 인정한다. 이에 大皇帝께서는 병력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여 잔당

[餘犯] 蔡法과 劉靑山 2명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계속하여 이를 체포[弋獲]하여 범인을 신문하

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訊明] 잇달아 覆奏하여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또한 변경을 살피는 문무 

각관의 잘못을 분별하여 治罪하도록 하였다. 이에 善後章程을 정하여 영구히 積弊를 제거하도록 

한다. 이번의 처벌[懲創] 후에 두 번 다시 간범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후 該國의 守土官吏는 한두 명의 불법 民人이 偸越을 할 때에는 즉시 체포하여 內地

로 압송한 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가를 묻고 삼가 대황제의 體恤至意를 따라야 할 것이

다”.

36) 이에 대해서는 李花子, 앞의 책, 188-1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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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상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황초평이 주민들 거주에 부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이주하여 양국 주민들의 접

촉이 증가하면 이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결국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결과 황초평에서 안정된 갈대 채취가 불가

능할 수 있었다. 황초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이 당시 간도

문제에서 보이던 새로운 영토의 확보와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 인식과는

다른 것이었다.37) 한국 정부의 황초평에 대한 입장은 전근대 시기에 백성

을 수취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관할권을 강조한 영토 및 국경문

제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1880년대 공동감계 당시 조선 측은 청 정부에 ‘借地安民’을 요청하였다.

조선 정부가 이러한 제의를 한 것은 간도로 이주한 한인에 대해 계속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면서 징세를 하겠다는 의미였다. 조선 정부의 이러한 의

도를 파악한 청의 길림장군은 1886년 조선 관원들이 영토를 넓히고 월간

한인들을 상대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한인들의 월간을 방치하였음을 지

적하였다.38) 감계위원 이중하도 북변의 주민들이 길림이나 블라디보스토

크로 끊임없는 이주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몇 년 안에 비록 땅을 얻더라도 실제로 백성을 잃는

결과가 되어 우리의 땅은 텅 비고 저들의 땅이 채워지면 결코 나라의 이

익이 되지 않습니다”39)라고 하여 ‘백성이 없는 영토 확장’의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이처럼 전근대시기의 영토 관념에서는 영토 확장보다 수취 대

상으로 백성들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가 더 우선이었다.

한국 정부는 황초평이 무인도였기 때문에 영토보다는 갈대의 가치에 더

욱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황초평이 청과 인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칫 이주한 주민들이 간도 한인들처럼 압록강을 건너 이주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는 앞에서 이중하가 우려하였던 ‘백성이 없는 영토의 확장’과

같았다. 또한 무인도인 황초평에 주민들을 이주시켜 청과의 외교문제를

자초할 이유가 없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황초평 정책 당시 간도정책과

비교한다면 소극적 측면이 있다.

37) 은정태, 2007, 앞의 논문, 106-115쪽 참조.

38) ≪자료선역≫ <3-001 吉林將軍衙門咨文[爲朝鮮墾民越墾, 及覆勘界碑情形, 靜候總署指示的] 광

서 12년 1월 28일>  550-551 참조.

39) ≪자료선역≫ <2-067 [李重夏] 別單初⑴  고종 22년 12월 6일>  5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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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당시 황초평이 무인도라는 사실과 한국 정부가 황초평이

한국의 소속이라는 전제 아래 황초평에 생산되는 갈대에 더 주목하였기

때문이었지 황초평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또한 대한제국 성립

이후 황제 주도의 근대 주권국가를 수립한 이후 예산 편성에서 궁내부 등

황실 관서의 세출과 군부의 세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 당시 한국 정부는 황초평의 갈대 수입을 놓칠 수 없었다.40) 이는 지금

의 영토 관념에서 본다면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일정 정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피

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러한 황초평 정책은 1902년 이

후부터 시작된 간도문제를 둘러싼 청과의 갈등 과정에서 변화되었을 것으

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황초평이 자국 소속임을 주장하면서 황초평 분쟁을 적극

해결하려 하였다. 1901년 1월 한국 정부는 황초평 조회 이후 청 정부에

답변을 재촉하고 사감위원을 파견하였다. 반면에 청 정부는 1901년 1월

한국 정부의 조회에 대해서도 10개월이나 지난 1901년 12월에서야 회답하

였다. 이 동안에도 한국 정부는 3월에 청의 주한공사에게 답변을 재촉하

였고41), 10월에는 다시 궁내부에서 답변을 요청하였다.42) 그리고 1902년

1월 21일 내장원 査監委員 金希善(혹은 ‘金喜先’)43)을 안동현에 파견하기

도 하였다. 안동현에 간 김희선은 안동지현과 함께 황초평을 답사하고 한

국 정부가 황초평에서 갈대를 채취해 간 당사자로 지목한 왕수산을 불러

그의 주장을 들었다. 그러나 황초평이 한국 소속이라는 청 정부의 확답을

얻지는 못하였다.44)

40) 대한제국 성립 이후 재정 운영의 특징에 관해서는 김태웅, 2012, 앞의 책, 329-343쪽 참조.

41) ≪連境關係(1906-1912)≫ <照會>(1901.3.15), 48쪽.

42) ≪宮內府案≫2(8책) <照會>(1901.10.6), 213a쪽.

43) ≪連境關係(1906-1912)≫에서는 ‘김 위원’이라고만 하고 있다.(≪連境關係(1906-1912)≫, 55

쪽). 그러나 다른 자료에는 “善禧宮 宮監 金希善이 안동현과 外部를 왕래하면서 교섭을 진행하

였다”고 하며(≪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1911)≫ <龍岩浦附近鴨綠江中洲大小黃草坪ニ關

スル件>(1906.8.14), 138쪽) 앞에서 나온 김희선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파견된 ‘김

위원’은 이 김희선으로 짐작된다. 한편 1901년 경 의주에서 宣禧宮의 마름을 칭하면서 각 軍土

를 잠식하여 내장원에 의하여 幻弄의 주체로 낙인찍힌 마름 ‘김희선’이라는 인물이 확인된다. 사

감위원 김희선은 1902년 안동현에 파견되어 약 2년 동안 교섭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김희선

은 1903년경 사망하였고, 안동지현도 天津으로 전근되었다고 한다(≪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

調査(1911)≫ <龍岩浦附近鴨綠江中洲大小黃草坪ニ關スル件>(1906.8.14), 138쪽). 

44) 김희선의 안동현 파견과 청 관원들과의 교섭에 대해서는 ≪連境關係(1906-1912)≫, 50-51쪽 

참조.



- 84 -

이에 한국 정부는 1902년 4월 5일 왕수산 등이 황초평에 침입하여 갈대

를 채취하면서도 납세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진실로 매우 놀랍고 무례하

다”며 유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왕수산이 청 정부로부터의 지권을 발급받

은 것을 구실로 황초평에서 갈대를 채취하고도 한국 정부에 납세를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다. 이어서 다시 청 정부에 황

초평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조회하면서 왕수산 등에 대한 처벌과 1895년부

터 1900년까지 6년 동안 채취해 간 갈대에 대하여 蘆稅 12만 냥의 보상을

요구하였다.45)

1883년과는 달리 1901년에는 한국 정부의 황초평 조회로 황초평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한국 정부는 적극 황초평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청

정부와 황초평 소속을 둘러싸고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1895년 이후 한청관계의 변화와 당시 전국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읍지와

읍사례의 수집 및 양전지계 사업을 통한 전국 국토에 대한 파악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지방의 인사와 재정 상황은 물

론 변경지역의 상세한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 1895년 신도진 폐지 이

후 황초평을 잠시 방치하였던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황초평 갈대

의 경제성을 인식하고 1901년 청 정부에 황초평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인

다. 이 당시 한국 정부는 황초평에 대한 배타적 지배보다 황초평에서 안

정된 갈대 채취를 우선하였다. 이는 지금 관점에서 볼 때 당시 한국 정부

의 영토 및 국경문제의 소극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2) 청 정부의 황초평 소유권 주장과 논리

1901년 1월 한국 정부의 황초평 조회 당시만 하더라도 청 정부는 적극

적으로 황초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1901년 1월 18일

청의 주한공사는 한국 정부의 황초평 조회를 받고 안동지현에 邊民이 他

界를 침입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황초평에 들어가 갈대를 채취한 청인들

에 대한 체포와 처벌을 요청하였을 뿐이었다.46) 주한공사의 이러한 대응

45) ≪連境關係(1906-1912)≫ <照會 第16號>(1902.5.5), 61-62쪽. 청의 주한공사는 이에 대하여 

성경장군에게 위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한 후 회신하겠다고 답변하였다(≪連境關係

(1906-1912)≫ <回答>(1902.4.7), 62쪽).

46) ≪連境關係(1906-1912)≫ <黃草坪關交涉經過>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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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황초평이 청의 소속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국 정부의 황초평 조회는 성경장군 曾麒, 동변도대, 안동지현 등 청 관원

들에게 보고되었다. 안동지현은 1901년 3월과 12월 한국 정부가 황초평 

에 침입하여 갈대를 채취하여 간 당사자로 지목한 왕수산과 姜通雲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47)

[그림 12]에서 보듯 황초평의 아래 ‘韓領’으로 표시된 부분이 소황초평

이고 그 윗부분이 대황초평이다. 청인 왕수산의 주장은 황초평 전체가 청

의 소속인데 한인들이 우선 소황초평을 점령하고, 이어서 대황초평까지

침입하여 점선 아랫부분까지 점령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황초평에 갈대를 이식하여 재배하였다고 하는 청인 왕수산과 강통운의 주

장이었다. 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회 이후 왕수산과 강통운은 물론 황

초평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48)

47) ≪連境關係(1906-1912)≫ <照會>(1901.3.15), 46쪽. 왕수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同治

(1860∼1875) 연간에 漢人 강통운이 안동현의 압록강 하구 甜水溝의 江心에 강물이 불어서 생

겨난 황초평의 西南段에 갈대를 이식하였다. 그러나 당시 만주에는 縣이 설치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를 관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채 韓人들에게 점령당하였다. 이후에 최초로 황초평

이 생겨난 지점에서 동북쪽에 새로운 습지가 생겨났지만 1890년에는 황초평이 항상 물에 잠겨 

있어 측량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왕수산은 당시에는 보고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93년에서

야 강통운은 邀同 蔡泉山·弓名과 함께 출자하여 갈대를 이식하고, 1896년 동변도에서 관원을 파

견하여 황초평을 측량하고 1만 8,000여무를 승과하였다. 이어서 1897년 왕수산은 동변도로부터 

토지 증서를 발부받았고, 1901년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1901년부터 한인들이 점령한 

황초평의 서남단과 새로 생겨난 황초평과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인들이 왕수산의 갈대밭까지 

침범하여 갈대를 수확하지 못하게 하자 소송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大小 황초평 중간에는 작은 

도랑이 있어 이를 경계로 삼았다(秋憲樹 編, 1975, ≪자료한국독립운동≫4(2)권 <黃草坪居住韓

人에 관한 盛京將軍의 報告[盛京將軍趙爾巽致外部日人强運黃草坪葦草韓人佔大小柳坪請商日使勘

界文]>(1906.10.18), 연세대학교 출판부, 1363a-b쪽).

48) 일본 자료에 보이는 강통운과 왕수산의 황초평에 대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강통운

은 함풍(1850∼1860) 연간에 宋모, 王모가 합자하여 황초평에 갈대를 이식한 이후 매년 가을이 

되면 한인들이 와서 갈대를 채취하여 갔으나 자신은 그들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였다. 

1891년 다시 동변도대가 그 지역에 대한 토지를 측량을 하였으나 자신은 신고를 하지 않아 지

권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왕수산과 강통운은 이미 40∼50년 전부

터 황초평에 갈대싹을 이식하여 갈대를 재배하였다. 왕수산은 1890년 4월 8일 동변도대에게 황

초평의 토지 측량을 요청하였다가 못하였고, 다시 이듬 해 柳林子 稅局에 출원하여 牌頭 延老命

과 함께 檢分하였지만 토지측량의 사실을 동변도대에 알리지 못하였다. 이에 왕수산은 1892년 

에 다시 蔡泉山 등 24명과 合資하여 인부를 고용하고 황초평에 갈대 싹을 이식하였다. 다시 

1895년 7월 8일 동변도대 衙門에 가서 토지 측량을 요청하고 12월 19일 동변도대는 연로명을 

파견하여 토지 측량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1896년 12월에 자신의 토지 18,000무에 대한 地券

을 교부받았다고 하였다. 이후 황초평에서 갈대를 채취하던 왕수산은 한인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갈대 재배지에 침입하여 마음대로 개간하자 이러한 사실을 中江稅局에 호소하여 韓人들의 개간

을 중지하였는데, 1900년 한인들이 오히려 청인들이 황초평에 침입하여 갈대를 채취한다고 한

국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連境關係(1906-1912)≫ <照會>(1901.3.15), 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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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청 정부가 주장하는 황초평의 영역

  ※≪葦洲所屬係爭一件(1907.7.3～1907.9.3.)≫第1卷 <別紙附屬書 第1號ノ二>, 474쪽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조사 결과 청 안동상부국은 황초평 전체가 청의 소속인 데 한인들이 불

법으로 소황초평을 점령한데 이어 대황초평에까지 침입하여 갈대를 채취

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49) 왕수산의 황초평에 대한 주장의 진위 여부는

쪽).

49) 당시 왕수산과 유사한 주장은 1919년 12월 중국 동변도윤의 조회에도 있다. 즉 “…(상략)…

1889년 경 왕수산은 소황초평 동북쪽에 새로운 습지가 형성된 것을 발견하고 이듬해 이를 동변

도에 보고하고 ‘小照’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물이 깊어서 갈대를 재배하기에 적당하

지 않았기 때문에 갈대를 재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왕수산은 蔡泉山, 王名 등과 함께 25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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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봉천 지역 갈대밭에 대한 승과와 징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말 봉천 지역의 봉금이 이완되자 청 정부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牛莊과 錦州의 갈대밭도 개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9년 성경 工部

侍郞 鍾靈은 당시 河道의 이동으로 塘荒地가 점차 증대하고 있음에도 葦

商들은 여기에 사사로이 갈대를 파종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관청에 보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도 갈대밭을 침탈하여 고발을 일삼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청 정부에 갈대밭과 이외 토지 면적 조사 및 승과를

요청하였다. 청 정부는 1900년부터 봉천 지역의 갈대밭에 대한 조사 계획

을 수립하였으나50) 1906년이 되어서야 우장을 시작으로 갈대밭에 대한

승과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08년에 총 38만 5522畝의 갈대밭이

확인되었다.51)

청의 성경장군 趙爾巽도 자신의 재임 기간(1905년 4월∼1907년 3월)52)

에 奉天省의 鳳凰·岫巖·安東·寬甸 등 4개 縣에 인원을 파견하여 갈대밭과

山荒에 대하여 승과를 요청하였다. 이 당시 안동현의 갈대밭과 습지에 대

한 승과가 실시되었으나 징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53) 한편 이전

부터 성경 工部에서 관리하던 우장, 금주, 동변도의 갈대밭 이외 봉천지역

의 갈대밭은 당시까지 거의 방치 상태에 있었다. 이 세 지역의 갈대밭은

민간에 불하될 당시 개간지와 미개간지로 구분하여 불하되었다. 개간지에

대해서는 1906년부터, 미개간지에 대해서는 1910년부터 토지의 등급을

上·中·下·鹹地로 구분하여 징세하였다.54) 1931년에 간행된 ≪民國安東縣志

공동으로 갈대를 재배하고 이를 ‘同德塘’이라 하였다. 또한 1896년에 동변도에게 관원을 파견하

여 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이듬해  ‘小照’를 대조로 교환한 이후 여러 해 동안 갈대를 재

배하였다. 그런데 1896년부터 한인들이 강통운과 왕수산이 갈대를 재배하는 지역을 점령하여 

부근의 도랑을 경계로 삼아 다른 지역까지 침탈하려 하였다…(하략)…”(≪葦洲所屬係爭一件

(1922.4.25-1922.5.25)≫第2卷 <照會 1919年 外字  第96號>, 31쪽).

50) 鄭毅 主編, 2004, ≪東北農業經濟史料集成≫(四), 吉林文史出版社, 113쪽

51) 孔經偉 主編, 1990 ≪淸代東北地區經濟史≫, 黑龍江人民出版社, 252쪽. 이에 앞서 1900년(光

緖 26) 3월 23일(음력 2월 23일) 성경장군 증기와 성경 工部侍郞 鍾靈은 勘辦葦塘餘地章程 6條

를 상주하였다. 또한 1903년 5월 13일(음력 4월 17일) 청 정부는 봉천부윤 廷杰에게 봉천 각 

지역의 갈대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 받았다. 그러나 러일전쟁의 발발 때문에 시행하

지 못하다가 1903년에 가서야 각 지역에 위원을 파견하여 조사한 일이 있었다(鄭毅 主編, 

2004, ≪東北農業經濟史料集成≫(四), 吉林文史出版社, 113쪽).

52) 章伯鋒 編, 2004 ≪淸代各地將軍都統大臣等年表(1796―1911)≫, 中華書局, 58-59쪽. 

53) ≪退耕堂政書≫卷12, 奏議 <變通奉岫安寬四處葦塘山荒片>  670-671쪽.

54) ≪奉天省現行稅制≫,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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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황초평(일명 ‘同德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청대 황초평에

대한 승과나 징세 여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리고 ≪民國安東縣志≫에

따르면 안동현의 갈대밭에 대한 승과는 1917년에 가서야 실시되었다.55)

청말 봉천 지역의 갈대밭에 대한 승과의 필요성은 1896년이나 그 이전

부터 논의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청 정부 차원이 갈대밭에 대한

승과는 1905년 이후나 혹은 1907년 청 정부의 만주에 대한 ‘建省改制’ 이

후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안동현에서

갈대밭에 대한 승과는 1917년에 가서야 확인된다. 따라서 황초평에서 갈

대를 이식하여 재배하였고 동변도대의 지권까지 발급받았다는 왕수산의

주장도 종영의 보고에서 보이던 위상 상호간의 침탈 차원에서 볼 수도 있

다. 무엇보다 안동지현을 비롯한 청의 관원들은 이후 황초평의 소속과 관

련하여 황초평의 지권이나 승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 관원들은 당시 황초평의 위치에 근거하여 오히려 한인들이

황초평에 무단 침입하여 갈대를 채취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반

박하였다.56) 즉 1902년 1월 한국의 사감위원 김희선이 안동현을 방문하였

을 때 안동지현은 김희선에게 소황초평을 포함한 황초평 전체는 물론 근

처의 柳草坪까지 청의 소속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김희선은 안동지현의

주장에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57) 이에 대하여 안동지

현은 김희선의 이러한 대응이 한국 정부가 압록강의 한국 연안과 압록강

江心, 즉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어느 곳을 경계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확

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58)

이외에도 청의 관원들은 1883년 황초평 교섭 내용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였다. 1902년 1월과 4월 안동지현은 동변도대에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① 생각하건대 前 (안동…필자)지현 耆(齡…필자)가 일찍이 압록강은 청국

55) ≪民國安東縣志≫卷4 <財政>國家稅, 145b.

56) ≪連境關係(1906-1912)≫ <別紙>  62쪽;≪連境關係(1906-1912)≫ <현청 이원 조수봉의 보

고>(1901.12.24), 50쪽

57) ≪連境關係(1906-1912)≫, 50쪽.

58) ≪連境關係(1906-1912)≫, 51쪽. 이후 김희선과 안동지현의 교섭은 이후 약 2년 동안 계속되

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희선이 1903년 경 사망하였고, 안동지현도 天津으로 전근됨에 따라 아무

런 성과가 없었다(≪國境附近島嶼沙洲ニ關スル調査(1911)≫ <龍岩浦附近鴨綠江中洲大小黃草坪

ニ關スル件>(1906.8.14.),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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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것이므로 강중에 있는 섬도 당연히 청국에 속한다고 보고하
였습니다. (1883년 당시…필자) 의주에 조회를 한 상황은 반드시 무엇
인가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위에서 진술한,
현재 한인이 점령하고 있는 부분은 모름지기 한인을 放逐하고 청국에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59)

② 淸韓境界에 있는 江中 無主의 섬은 1883년(光緖 9) 9월 전임 (안동…필
자)지현 耆(齡…필자)가 위원과 공동으로 측량한 끝에 陳(本植…필자)
前任 道臺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생각하건데 압록강은 淸國 관할이므로
강중에 있는 中間은 물론 청국의 領分이므로 청국이 經理하여야 합니
다. 이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은 의주부윤에게도 전달하여 한국민이 침
입하지 말도록 조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의사가 관철될 것
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60)

위의 인용문만으로는 안동지현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1883년의 황초평

교섭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황초평을 청의 소속이

라고 결론지었는지 알 수 없다. ①에서 안동지현은 1883년 동변도대의 황

초평 소속에 대한 조회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다만 당시

동변도대가 황초평 소속에 대하여 조회를 한 것은 무엇인가 근거가 있었

을 것이기에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②에서는 압록강의 관할권이 청에 있고, 그 범위는 한국 연안을 제외한

압록강 수면부터 청 연안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압록강 전체가 청의

소속이기 때문에 황초평도 청의 소속이라는 논리였다. 황초평을 ‘江中 無

主의 섬’이라고 한 것도 이전부터 청 정부가 압록강을 관할하였다는 전제

아래 새로 형성되어 소속이 불분명한 황초평도 당연히 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렇지만 안동지현은 1883년 당시 청의 양화위원 오정

이 황초평을 신도진 소속이라고 인정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三軍府節目이

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채 당시 황초평의 위치에만 근거하여 황초평을 청

의 소속이라고 주장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안동지현 스스로가 한국 정

부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듯이 이는 안동지현의

일방적 주장이었다.61)

59) ≪連境關係(1906-1912)≫, 49쪽.

60) ≪連境關係(1906-1912)≫ <電稟>(1902.4.7=光緖二十七年 十二月 十四日), 49쪽.

61) 청 정부의 황초평 소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1907년 청과 일본의 東沙群島 분쟁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청 정부가 海權 인식의 성장에 따라 종래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섬의 주권 문제에 관

심을 기울이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즉 1907년 일본 상인 西澤吉秀가 새의 분뇨로 형성된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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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부터 시작된 황초평 분쟁에서 청 정부가 황초평을 자국 소속이라

고 주장하는 근거를 검토하였다. 이 당시 청인 왕수산은 1896년 청 동변

도대가 자신에게 지권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 관원들도 왕수산의

주장과 당시 황초평 위치와 1883년 황초평 교섭 당시 동변도대의 조회 사

실을 근거로 황초평이 자국 소속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가운데 지권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 정부의 동변지역 갈대밭에

대한 승과도 1906년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청이 황초

평을 자국 소속이라 주장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당시 황초평 위치가 압

록강을 중심으로 청 연안에 가깝다는 황초평의 위치밖에 없었다.

3) 황초평과 간도문제

청 정부의 황초평에 대한 공식 입장은 1902년 7월 9일 청의 주한공사가

한국 정부에 보낸 조회에 첨부된 ‘別紙抄錄文’62)에 잘 나와 있다. 여기에

서도 청 관원들은 1883년 동변도대의 조회 사실만을 근거로 황초평은 자

국 소속이며 압록강은 청에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大小황초평을 포함한

황초평 전체가 청의 소속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에 황

초평 분쟁 해결을 위한 委員 파견을 제안하면서도 “생각하건대 이 사건은

경계가 분명하지 못한 강토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서 마땅히 신

속하게 대응하여 양국의 경계를 詳査하는 것이 제일의 要義이다. 그러나

대략 國界는 이미 분명하기 때문에 황초평 문제는 논변을 기다릴 필요도

없음은 自明하다”고 하여 황초평이 청의 소속임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

는 황초평 분쟁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서 자

신들의 주장을 강요하여 관철시키겠다는 의미였다.

청 관원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 정부의 황초평 소유권 주장을 반박하였

다. 우선 황패에 대하여 가경제의 유지에 기재된 비문이 한국 연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국의 관할 구역이 아닌 고려구에 설치되었으며, 가

를 채취하기 위하여 동사군도의 섬을 개발하면서 중국 어민들이 설치한 어업설비를 철거한 후 

강제로 내쫓았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고 당시 兩江總督 段方과 兩廣總督 張人駿은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건의 해결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09년부터 양광총독과 일본 영

사 사이에 분쟁 해결을 위한 교섭이 개시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呂一燃 主編, 2007 

≪中國近代邊界史≫, 四川人民出版社, 1059-1069쪽 참조.   

62) 별지초록문의 내용은 ≪沿境關係(1906-1912)≫ <別紙抄錄文>(光緖二十八年 十二月 二十九日

=1902.7.13), 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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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지에 한국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평안북도 용천군의 신도진·

유초평 등도 한국 소속이라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압록강

하구의 섬과 사주들은 한국의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경제

의 유지도 압록강의 경계 문제가 아닌 범월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

에 황초평의 소속과 무관하다고 반박하였다.

이어서 황초평이 정말로 한국 소속이라면 왜 한국 정부는 同治(1862～

1874) 연간에 청인 강통운이 황초평에 갈대싹을 이식할 때 이를 저지하지

않았는가며 반문하였다. 또한 정말 선희궁에서 황초평을 관할하였다면 왜

이전에는 왕수산이 황초평에 갈대를 이식하여 재배할 때 문제 삼지 않다

가 1901년에 이르러서야 황초평이 한국의 소속임을 주장하는가라고 반박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황초평이 청의 소속임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상략)…만일 該 葦塘(황초평…필자)이 該國(한국…필자)의 地面이고 宣
禧宮(원문에는 公이나 誤字임…필자)이 관리하는 곳이었다면 왜 십 수 년
동안 그것을 察門하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겨우 지금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황초평이 한국의 소속임을…필자) 知覺하였는가. (황초평과 관련된…필자)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서는 특히 모순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
하건대 압록강이 원래 중국의 版圖에 속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載
籍에서 입증하는 바이다. 왕수산에게 빌려준 땅(황초평…필자)은 또한 大
江(압록강…필자) 중심의 沙洲로 北岸에 가까우며, 그 한계도 이미 분명하
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말을 구실로 논쟁을 하고, 함부로 侵越을 希圖
하게 그냥 둘 수 있겠는가.63)

위의 인용문에 따른다면 청 관원들은 이전처럼 청 정부가 원래 압록강

을 관할하였고, 당시 황초평이 청 연안에 가깝기 때문에 황초평은 청의

소속이 분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왕수산 등이 황초평에 갈대를 재배하고

채취한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청 정부가 강변에 가까울 정도로 황초평을 자국 소속

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당시 간도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 변경문제의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과 청 양국 정부는 간도

문제와 관련하여 1883년과 1885년 두 차례의 공동감계를 실시하였으나 백

두산정계비에 기재된 ‘土門江’의 위치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하다 회담은

63) ≪沿境關係(1906-1912)≫ <別紙抄錄文>(1902.7.13=光緖二十八年 十二月 二十九日),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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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되었다.64) 이 과정에서 상호간의 불신도 고조되었다.

즉 조선의 위원 이중하는 청 위원들의 태도에 대하여 조선 측에서 “비

록 입 아프게 증거를 대며 설명해도 저쪽에서는 냉소하면서 믿지 않고 항

상 의심스럽다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65) 이라고 하거나 “이미 자문을 보

낸 일에 대하여 저쪽에서 속이고 숨긴다는 따위의 말을 하고 있다”66)며

청의 조선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였다. 한편 청 정부도 길림장군의 지적과

같이 간도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그동안 조선의 관원들이 세금을 거둘 목

적으로 주민들의 월간을 방치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았

다. 그리고 “마침내 아예 界碑(백두산정계비…필자)의 비문이란 논쟁거리

를 만들어 중국의 변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67)이라며 감계회담에

응하는 조선의 저의를 의심하였다.

이처럼 공동감계가 결렬되고 양국의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

록강 중상류 지역과 간도를 포함한 두만강 일대에서는 주민들과 병사들

사이에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수반하는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었다. 이

와 같은 충돌은 황초평 분쟁이 진행되던 1901년과 1902년 사이에도 계속

되었다.68) 또한 당시 양국관계의 변화에 불구하고 존재하였던 한청 상호

간의 부정적 인식도 간과할 수 없다. 당시 한국에는 청일전쟁 이후 압도

적인 독립과 문명 담론 속에서 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각되었다.69)

반면 청은 1895년 이후 양국 관계의 변화에도 조선을 여전히 이전과 같은

‘屬邦’으로 인식하였다.70) 그리고 감계회담에서 불거진 상대방에 대한 불

신은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다. 청 정부의 황초평에 대한 강

경한 입장은 1880년대 이후 공동감계 과정에서 깊어진 상호 불신과 특히

6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론 각주 12) 참조.

65) ≪자료선역≫ <2-067 [李重夏] 別單初⑵  고종 24년 5월 28일>  831쪽.

66) ≪자료선역≫ <2-067 [李重夏] 別單初⑵  고종 24년 5월 28일>  834-835쪽.

67) ≪자료선역≫ <3-001 吉林將軍衙門咨文[爲朝鮮墾民越墾, 及覆勘界碑情形, 靜候總署指示的] 광

서 12년  1월  28일>  550-551 참조.

68) 일본인들이 기록한<1889-1905年韓淸國境紛爭諸記錄>의 ‘淸韓歷年界案表’에 따르면 1889년부

터 1905년까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는 한청 양국 주민과 병사들 사이에 39건의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26 <1889-1905年韓淸國境紛爭諸記錄>, 310-314

쪽). 1901년과 1902년에도 14건이나 발생하였다.

69) 이에 대해서는 백영서, 1997 <大韓帝國期 韓國言論의 中國認識> ≪역사학보≫153; 박준형, 

2005 <1890년대 후반 韓國言論의 對淸自主認識의 성립 배경과 전개>  서울대국사학과 석사학

위논문, 2005 참조.

70) 박정현, 2005 <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고구려연구재

단,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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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황초평 분쟁 시작 이후 1902년부터 간도시찰사 파견으로 시작된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0년에 발발한 ‘義和團의 亂’은 간도문제가 다시 양

국 사이에 외교 현안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71) 봉천 지역은 의화단

의 난이 시작된 산동성 및 직예성과 바다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의 여파는 곧 만주에까지 파급되었다. 특히 봉천 지역은 의화단의 활동이

가장 일찍 시작되었고 활동도 활발하였다. 1900년 9월 성경장군 증기 등

의 관원들이 瀋陽城을 버리고 도주한 이후 심양을 비롯한 봉천 지역의 요

지는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하였다. 또한 난이 수습된 이후에도 ‘逃兵’과 ‘匪

患’에 의한 사회 혼란이 계속되었다.72)

한국 정부는 ‘義和團의 亂’이 발발한 것을 계기로 변경 방어를 강화하였

다. 즉 1900년 6월 평안북도 의주와 강계, 함경남도 북청, 함경북도 종성

에 각각 鎭衛隊를 증설하였다. 그러나 진위대는 러시아와 청의 견제로 두

만강을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간도 한인 보호에는 제약이 있었다.73) 이

에 1901년 3월 한국 정부는 두만강 남쪽 會寧, 鍾城, 茂山에 邊界警務署

(이하 ‘경무서’로 약칭)를 설치하고 간도 한인들에 대한 입법, 사법권을 행

사하였다.74) 그 대신 鎭衛隊는 한인 보호 임무를 경무서에 전담시키고 변

경 수비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

면서 임무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75) 이러한 상황에서 때마침 간도

현지에서는 청 관원과 ‘淸匪’, ‘鬍匪’ 등의 학대와 약탈에 시달린다는 한인

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이 때를 즈음하여 러시아는 한반도에 야심을 품고

서 간도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한국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76)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內部는 1902년 6월 間島視察使 이범윤의 파견

을 결정하였고77), 1903년에는 다시 간도시찰사 이범윤을 ‘北墾島管理使’

71) 이에 대해서는 은정태, 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155-161쪽 참조.

72) 闌東偉, 2008 ≪東北“庚申之變”與奉川地方官員的對應―以≪庚申奉川書簡集≫爲中心―≫, 東北師

範大學 碩士學位論文, 5-8쪽 참조.

73) 은정태, 2009, 앞의 논문, 156-157쪽 참조.

74) 변계경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小林玲子, 2010, 앞의 논문, 345-361쪽 참조.

75) 유병호, 2001, 앞의 논문, 93-94쪽 참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시 상황에서 변계경무서가 청병

이나 ‘淸匪’와 대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은정태, 2009, 앞의 논문, 160쪽). 

76) 러시아가 간도문제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901년 7월 이후부터 간도에서 청의 지방 통

치가 회복되면서 발생한 한청 양국 관원들 사이의 충돌 때문이었다(은정태, 2009, 앞의 논문, 

159-1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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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간도관리사’로 약칭)로 임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미 1897년 西邊

界管理事 徐相懋78)(혹은 徐尙務)79)를 파견한 데 이어 1902년에 간도시찰

사 이범윤까지 파견하였던 것이다.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은 1903년부

터 1904년 러일전쟁 발발까지 한국과 청 양국의 외교적 현안이 되었다.80)

동시에 이 시기는 1903년 ‘용암포 사건’에 따른 대외 위기 의식도 함께

고조되었다. 즉 1903년 5월부터 러시아가 森林會社의 벌채를 구실로 압록

강 하구의 용암포에 들어와 兵站基地를 구축하자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어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에 대하여 ≪皇城新聞≫은 한국 정

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自强論을 역설하기도 하였다.81) 즉 한국

정부가 간도 정책을 적극 추진하던 때는 영토 및 국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서구 열강의 이권 각축 속에서 국권과 영토를 상실할 수 있다는 위

기의식도 함께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대립 측면보다

상호간의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켰다. 황초평 분쟁은 바로 이러한 시기의

77) 한국 정부가 이범윤의 파견을 결정한 직접 계기는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을 맞이하여 池龍

奎가 올린 청원 때문이었다. 지용규는 韓淸邊界인 吉林, 土們, 黑龍 이북 등지의 流寓하는 한인

이 수 만명이므로 이 지역 인구의 多少와 孤寄疾苦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80세 이상으로 加資

에 적당한 노인들을 조사하여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內部에서는 1902년 6월 12일 종3품 이

범윤을 ‘特差視察’하여 해당 지역을 순찰 조사하게 하였다(≪內部來去文≫(奎17794) 제14책 <照

會 4號>(1902.6.13)). 이범윤의 파견 배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정태, 2007, 앞의 논문, 

101-106쪽 참조.

   한편 청 吉林將軍의 1903년 2월 20일자(光緖二十九年 正月 二十三日) 보고에 따르면 이범윤은 

병사들과 함께 다시 두만강을 건너 청의 和龍撫墾局 관할 安遠堡에 들어와 鄕約을 실시하였다고 

한다(≪關係史料≫第9卷 <請展達政府嚴禁邊界官兵越境滋事>(1903.2.29=光緖 29年 正月 23日), 

#3902 5653b-5655b). 또한 청 延吉廳 관원의 1903년 2월 20일자(光緖二十九年 4月 23日) 보

고에 따르면 한국의 金某 警務官은 화룡무간국 관할 34개社에 인원을 파견하고, 군사비로 사용

하기 위하여 人丁을 조사하고 丁당 韓錢 1吊 620文을 징수하여 갔다(≪關係史料≫第9卷 <請電

達政府嚴禁邊界官兵越境滋事>(1903.2.29=光緖二十九年 正月 二十三日), #3902 5653b-5655b).

78)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25)≫, <西間島ニ於ケル不逞鮮人團ノ狀況(朝鮮總督

府警務局:1919.11).

79) ≪議政府來去案≫(奎17793) 제10책, <照會 第4號>(1904.3.7)).

80)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을 포함한 간도문제는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한청 양국의 최대 

외교 현안이었다. 청의 총리아문과 외무부 문서를 정리한 ≪中日韓關係史料≫ 제9권에는 러일전

쟁 기간(1904.2.9∼1905.8.31) 한청관계의 외교문서가 모두 71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청과의 변경문제와 관련 내용이 모두 7건으로 대략 10%를 차지한다. 반면에 한국 외부와 조선

주재 청국공사관과 외교상 왕래 문서를 정리한 ≪舊韓國外交文書≫제9권 <淸案>2에 수록된 러

일전쟁 기간 한청관계 외교문서 총 139건 가운데 변경 문제와 관련 내용은 21건으로 15%를 차

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한청의 변경문제가 최대 외교 현안으로 등장하였음

을 의미한다(권혁수 지음, 2007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혜안, 350쪽).

81) ‘용암포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소영, 2004 <용암포사건에 대한 대한제국의 위기의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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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운데에 있었다.

청 정부는 1899년 통상조약에 따라 간도 한인들을 자국 국민으로 간주

하였다. 이에 따라서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간도 한인들에 대한 호구조사,

징세, 징병 등을 자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

국 정부에 항의하며 이범윤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를 번번이 묵살하였다.82) 청 정부가 간도관리사의 이범윤을 호칭할 때

“管理” 대신 “視察”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83)

그러나 1902년 7월 별지초록문 이후에는 양국 사이에 황초평에 대한 논

의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청 정부가 간도문제를 자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하고 황초평 분쟁보다 간도문제 해결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당시 청인들이 대황초평을 절반 이상 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황초평 분쟁은 청의 주권을 직접 침해하는 사안은 아니었다. 반

면에 간도관리사 이범윤은 간도 한인들에 대하여 징세, 징병을 실시하는

등 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따라서 1902년을 전후한 시기는

한국 정부가 간도시찰사 이범윤의 파견으로 간도문제가 양국의 외교 관계

에서도 쟁점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에 주력한

나머지 황초평 분쟁은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황초평은 다시 양국 정부 사

이에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청 정부는 러일전쟁의 발발로 변화된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외교 카드로 황초평을

활용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황초평에 대해서는 …(중략)…(한국 정부는…필자) 근래 또한 위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김상학을 파견하니 이러한 내용을
안동지현에게 통지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감위원의 파견이 황초평

82) ≪關係史料≫第9卷 <請照會駐韓使及韓政府迅將李範允調回並禁止邊界各官毋再無理取閙>

   (1904.2.13.=光緖二十九年 十二月 二十八日), #3987 5805a-b쪽. 한국 정부는 간도관리사 이범

윤의 파견을 1903년 9월 4일(光緖二十九年 七月 十三日) 청 정부에 통지하였다(≪關係史料≫第

9卷 <韓欲派員駐北墾島擬據約駁覆>(1903.9.28=光緖二十九年 十二月 二十八日), #3943 5692a

쪽.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에 대해서는≪關係史料≫第9卷 <請照會駐韓使及韓政府迅將李範允

調回並禁止邊界各官毋再無理取閙>(1904.2.13=光緖二十九年 十二月 二十八日), #3987 

5803b-5806a쪽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규장각 소장 자료들도 대부분이 청 정부의 조회를 인용하

였다. 

83) ≪關係史料≫第9卷 <請照會駐韓使及韓政府迅將李範允調回並禁止邊界各官毋再無理取閙>

   (1904.2.20.=光緖三十年 正月 初五日), #3989 5807b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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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필자) 일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대신(주한공사…필
자)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저들(한국 정부…필자)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이라도 徐相懋, 李範允의 前轍을 밟는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
다…(하략)….84)

② 大淸欽差出使大臣 許台身의 照覆입니다.
中曆 4월 18일 접수한 귀 대신(한국 외부대신…필자)의 18호 조회는 다
음과 같습니다…(중략)…본 대신(허태신…필자)이 외부의 내문을 보니
이범윤이 派兵 越界하여 屯社를 占據하고 조회를 보내어 관원을 파견
하여 감계할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李範允을 소환하고 兵隊를 撤
退한 후 피차가 각자 고위 관원[大員]을 파견하여 함께 국경을 조사하
여 정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그러나 위의 각 사항은 아직 하나
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勘界를 명목으로 갑자기 관원을
파견하여 온 것이 여러 번입니다. 奉[天]省에서 황초평 처분에 대한 것
을 조사하였지만 아직 吉邊의 일(간도문제를 지칭함…필자)에서 (우리
의 요구…필자)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奉省 沿邊(황초평을 지
칭함…필자)에도 다른 소란이 더해 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대신
은 사감위원을 파견하는 것이 분란을 조장하여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경솔하게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동
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동지현에 조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
안은 처리하기 어려워 귀 대신에게 조회를 하여 우선 吉邊의 모든 사
항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앞서 해당 관원을 파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85)

인용문 ①은 1904년 7월 12일(음력 5월 26일) 청의 주한공사가 사감위

원 김상학의 파견 사실을 성경장군 增祺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그 요지는

주한공사가 사감위원 김상학의 파견을 안동현에 전달하여 달라는 한국 정

부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한국 정부의 사감위

원 파견으로 자칫하면 한국 정부의 계책에 넘어가 황초평 문제가 한국 정

부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사감위원 김

상학의 파견 사실을 무시하겠다는 것이었다.

인용문 ②는 6월 3일 한국 정부의 청 정부 조회에 대한 답변으로, 간도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황초평 분쟁 해결도 불가하다는 청 정

부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 준다. 청 정부가 이처럼 한국 정부의 황초평 사

84) ≪沿境關係(1906-1912)≫, 53쪽.

85) ≪駐韓日本公使館記錄≫20 <鴨綠江口黃草坪 境界線會勘은 李範允調回撤退後 妥辦回答>

    (1904.6.3), 450-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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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위원 파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 것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청 정부의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철수를 묵살하여 온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였

다.

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간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초평에

대한 교섭이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는

황초평 분쟁과 간도문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자국에 유리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초평 분쟁이나 간도문제 가운데 하나의 사안이라도 자국

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결되어 이것이 先例가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

었다. 즉 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압박한 의도는 황초평 분쟁과 간도문제

가운데 하나의 사안이라도 자국에 유리하게 해결하고 이를 선례로 삼아

다른 사안에 적용하려는 데 있었다.

1901∼1904년 한국과 청은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황초평과 간도문제

를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이는 1885년과 1887년에 공동감계가 결렬된 이

후 양국 변경문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간도문제’가 양국의 외교 현안이 되

었기 때문이었다. 청 정부가 1902년부터 황초평을 자국 소속으로 기정사

실화한 이후 한국 정부와 황초평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

다. 이는 청 정부의 입장에서 자국의 영토 주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간

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청

정부는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간도문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 카드로 황초평 분쟁을 이용하였다. 즉 한국 정부의

황초평 교섭 선행 조건으로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철수를 요구한 것이었

다.

2. 러일전쟁과 한·청 국경문제

1) 간도문제 推移와 황초평 査監委員 파견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황초평과 간도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러일전쟁에서 일본군이 만주와 한반도의

주요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고 일본의 승리가 가시화되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어 갔기 때문이었다.

러일전쟁 발발 이후 간도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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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최측근이자 친러파를 대표한 李容翊의 실각이었다.86) 러시아 세력을

배경으로 간도문제를 해결하려 한 이용익은87)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

에 재정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88) 그러나 이용익은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韓日議定書 체결 직전인 2월 23일자로 실각당한 데 이어 탁지부 대신 겸

내장원경, 서북철도국 총재, 원수부 회계국 총장 임시서리 등 모든 직위에

서 해직당하였다. 그리고 2월 25일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었다.89) 이용익의

86) 이용익은 1854년 1월 6일(哲宗 5) 咸鏡北道 明川郡 上加面 石峴洞에서 父 李秉斅와 江陵 劉氏

의 2남으로 출생하였다. 本貫은 全州, 子는 公弼, 號는 石峴, 諡號는 忠肅이다(長澤裕子, 1997 

≪忠肅公 李容翊의 對外認識 硏究-中立路線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0쪽). 일본은 이용익의 출신에 대하여 “이용익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당시 사대부들의 멸

시를 받고 있으며, 자신감이 강하고 베짱이 세어 남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다”(≪駐韓日本公使

館記錄≫18 <李容翊 彈劾件에 관한 上申>(1902.12.5), )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의 직계 조상

은 李成桂의 伯兄 완풍대군 李完桂로 이용익은 그의 17세손이며 조부 李光集(1783∼1854)은 

무과에 급제하였다(오연숙, 1991 ≪大韓帝國期 李容翊 硏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

쪽). 그의 집안도 함경도 일대에서는 대체로 잘 알려진 유교 명문가 출신이었다(長澤裕子, 1997, 

앞의 논문, 10-12쪽). 또한 이용익은 蔭官으로 北靑府使에 임명되었다(崔相敏 編, 1903 ≪明川

郡邑誌合編 ≫ <人物>). 이에 따라서 일본의 주장처럼 이용익이 비천한 신분에서 고종의 총애로 

‘벼락출세’한 인물이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다.

87) 청의 주한공사는 1903년 11월 이용익이 주한 청국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간도에 設兵保民을 

談判하였다’(≪皇城新聞≫(1903.11.30) <墾島設兵議>)고 본국에 보고하였다. 1903년 12월에도 

다시 직접 청의 공사관을 방문하여 간도가 한국 영토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돌아갔다고 보고

하였다(≪關係史料≫第9卷 <韓以俄必不撤兵欲乘揭明佔領之前先攘據間島>(1903.12.6=光緖 二十

九年 十月 十八日), #3963 5737a-5738b쪽). 이용익은 대한제국 초기부터 순수한 친러파로 분

류되었으며, 1902년 당시에도 친러파로 분류되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1 <내각원과 寵臣

간의 알력>(1897.1.20), 222쪽). 따라서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파견은 이용익과 러시아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은정태, 2007, 앞의 논문, 104쪽).

88) 이용익의 간도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당시 일본과 청의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1908년 

1월 통감부에서는 承文院의 문서를 조사하다가 한국 정부가 청 정부의 禮部에 보내는 咨文을 모

아 편찬한 서류철 ‘啓下咨文冊’을 발견하였다. 내용은 주로 1870년부터 1894년까지 국제관계와 

관련된 20책이었으나 1885년 이후의 것은 누락되어 있었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누락된 부분

은 이용익이 가지고 갔으며, 그 부분은 간도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間島의 版圖에 관한 

淸韓兩國紛議 一件≫第6卷(日本外務省, 陸·海軍省 共編, 1990 ≪(極秘)日本의 韓國侵略史料叢書

(이하 ‘侵略史料叢書’로 약칭)≫35, 韓國出版文化院) <韓國 承文院 所屬 文書 중 間島에 관한 書

類 調査結果 回報의 件>(1908.1.21), 1082쪽). 1904년 5월에도 이용익은 고종이 林權助에게 간

도문제를 자문하기에 앞서 전보를 보내어 간도를 청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출장 중인 자신이 

돌아가기 전까지 林과 협의하지 말라는 전보를 보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22 <荒蕪地開拓

에 관한 李容翊의 電報 또는 書信 上奏 件>(1904.5.28), 412쪽). 

89)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전세가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한국 정부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였다. 러일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의 중립화 노력과 高宗의 반발에도 1904년 2월 23일 

일본 정부는 한일의정서를 강압 체결하였다. 주한일본공사 林權助는 많은 어려움 끝에 한일의정

서를 체결하자 반일파 이용익이 국내에 있을 경우 고종의 마음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자신들이 추진할 ‘內政改良’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용익을 비롯한 反日 인사들을 실각시

켰다(서영희, 2005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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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각은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가장 큰 정치 후원자의 상실을 의미하였다.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을 위축시킨 요소는 한국 정부 내부에도 있었

다. 1903년 11월부터 1904년 4월까지 간도관리사 이범윤은 ‘忠義隊’를 조

직하고 청 관원들과의 무력충돌도 불사하였다. 이 시기는 간도관리사 이

범윤 활동의 정점이었으나90) 그 이면에는 간도관리사 이범윤과 현지 지

방관과 사이의 갈등도 잠재되어 있었다. 이는 기존의 간도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 내부의 의견 차이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갈등은 러일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의 변화에 따라 표출되었다.

이범윤은 간도시찰사로 임명되면서 간도문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

다.91) 그러나 간도관리사 이범윤과 간도 현지의 진위대, 변계경무서, 각

군수 등 지방관 사이에는 밑바탕에 간도문제를 비롯한 입장 차이가 깔려

있었다. 간도관리사 이범윤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간도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현지 지방관들이 당시 한국과 청의 국력 차이가 현저

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92) 변계경무서와 진위대

관원들에게 청 관원들은 문서 교섭의 대상이자 ‘淸匪’ 진압을 위해 이들과

협력하여야만 했다. 반면에 간도관리사 이범윤은 청 관원들을 청비와 다

름없는 존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 이 때문

에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한국 정부의 內部와 연계하여 자신의 활동에 대

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다.93) 간도 관리사 이범윤과 현지 지방관들과

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여 이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간도관

리사 이범윤은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이용익의 실각과 충의대의 패전, 청

정부의 방곡령 실시에 따른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충의대의 패전으로 그 동안 누적되었던 간도관리사 이범윤에 대한 비판

이 고조되었다. 원래 이범윤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군대를 조직하려

90) 은정태, 2009, 앞의 논문, 164쪽.

91) 1902년 8월 11일 內部大臣 臨時署理 議政府參政 金奎弘의 건의에 따라 이범윤을 간도시찰사

에 임명하고 전적으로 그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高宗實錄≫43卷 40年 8月 11日). 

92) 당시 한국 관원들은 한국과 청의 국력 차이를 인정하고 청을 두려워하기를 마치 호랑이 같이 

하여 청병들과 마주치면 바로 피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다(≪咸鏡南北道來去案≫

(奎17983) 제1책 <報告書 第1號>(1902.3.22)).

93) 간도관리사 이범윤과 현지 관원들의 갈등에 대해서는 은정태, 2009, 앞의 논문, 162-171쪽 참

조. 간도관리사 이범윤도 이에 대하여 자신이 청 관원들에게 한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조회를 하면 청 관원들은 답장도 하지 않고 모르는 척 더욱 행패를 부

렸다고 보고하였다(≪議政府來去案≫(奎17793) 제10책 <照會 第15號>(19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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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元帥府 등의 비협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94) 이 때

문에 이범윤의 충의대를 ‘私砲隊’라 부르기도 하였다. 충의대는 청병과 자

주 교전하였다. 1904년 2월에도 간도관리사 이범윤은 병사를 거느리고 두

만강을 건너 청의 德化·崇化·尙化·善化社 등 지역을 점령하고 무산에서

두만강을 따라 진격하였다.95) 4월에도 청병과의 교전이 있었다. 이 전투에

서 청병들은 충의대가 패배한 틈을 타서 충의대의 선제 공격에 대한 보복

으로 두만강을 건너와 6진의 마을을 공격하였다. 즉 1904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충의대는 초반에 승리를 거두었으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방

심한 틈에 반격을 당하여 패배하였다. 청병들은 그 여세를 몰아 간도 한

인들을 공격하여 주민들을 살해하고 가옥을 방화한 데 이어 함경북도 茂

山郡의 茂溪社까지 쳐들어왔다. 청병들이 마을을 수색하고 放火하면서 가

옥 34채가 소실되었다. 이때 청병들의 공격으로 간도 일대 100여리 지역

4개 마을이 초토화되었다.96)

그 결과 함경도 현지 지방관들의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에 대한 비

판이 고조되었다. 上江分署摠巡 安壽益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벌어진

충의대와 청병 사이 교전 상황 및 주민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

였다.

…(상략)…今日의 邊情을 總論하면 管理(이범윤…필자)는 강을 사이에 두
고 對坐하여 강함을 보이고 강토를 수복하고자 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
용합니다. 이는 모두 진실로 간절하게 땅을 얻고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
니다. 생각하건대 國計를 欽奉하는 것은 당연하나 査界와 定界가 반드시
양국이 합법으로 결정한 것에 있어야지 한 관리의 寄謀로 가능한 데 있지
않습니다. 淸官이 말하기를 “豆江 일대를 그 한계로 삼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 지키는 것이지 양국 정부가 공포한 信蹟이 없이 일개 管理(간도관리
사…필자)가 마음대로 擅越하는 것이 逼虐이 아니고 무엇이며, 藐蔑이 아
니고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계엄을 평소보다 더욱 엄중히 하여
封疆 外限은 한 척의 땅이라도 違越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모든 분쟁이

94) 1903년 9월 내부에서는 이범윤의 보호를 위하여 간도 일대에 주둔하는 진위대에서 元帥府에 

병사 5명의 파견을 요청하였다(≪皇城新聞≫(1903.9.23) <派兵保護>). 그러나 원수부는 간도에 

邊界察署를 설치하였으므로 그곳의 도움을 받으라며 이를 거절하였다(≪皇城新聞≫(1903.10.1) 

<護兵不許>). 원수부는 1903년 12월 외부에 보낸 조회에서 두만강 일대에 주둔한 병사들의 渡

江을 허락하지 않고 수비에 전념할 것이며, 만일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와 함께 徐相懋와 李範允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였다(≪元帥府來去案≫(奎

17809) 제4책 <照會 第26號>(1903.12.8)). 

95) ≪議政府來去案≫(奎17793) 제10책 <照會 第14號>(1904.5.24). 

96) ≪照會≫(奎17823) 제4책 <照會>(19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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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발생하여 간도 주민[島民]에게 재앙을 옮기고 변경에 해를 끼치
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를 보기를 越䄅(원문…필자)
보듯이 합니다. 간도의 시세를 말한다면 법으로 定界를 하기 전에는 우리
의 통치와 우리의 백성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없는 것을 만들
어 헛되어 불쌍한 백성들로 하여금 부질없이 鴻罹之厄을 당하게 하니 어
찌 송구스럽지 않겠습니까. 邊警에 관계된 일을 이치상 오로지 含黙하여
방관할 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알리지 않는 것도 後悔됩니다.97)

위에서 안수익은 일단 국토를 획득위한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노력을 인

정하면서도 이를 ‘일개 관리의 奇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국경 획정

이나 영토 문제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할 사안이지 일개 관원 혹

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더욱이 간도문

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도 한인들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기 어

렵고, 간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견해였다. 이에 따라서 청 정부를 자

극하는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당시 함경북도 吉州 북쪽의 주민들은 1903년의 흉년 때문에 간도

에서 들어오는 곡식으로 연명하였다. 더욱이 두만강 일대의 6진 지역은

오랜 흉년 때문에 주민들은 간도에서 들어오는 곡식이 없으면 춘궁기를

넘기기 어려웠다.98) 이러한 상황에서 청 정부는 간도에 방곡령을 선언하

여 6진 일대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 1904년 4월 간도관리사 이범

윤은 간도 주둔 청병들이 한인들이 간도에서 會寧, 穩城, 慶源, 慶興 등지

로 운반하는 쌀 한 말, 한 되까지 ‘甚察하여’ 그에 따르는 주민들의 고통

이 “滿目傷心”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청 정부와의 교

섭을 요청하였다.99) 1904년 6월 청 정부는 방곡령이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두만강

일대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한다면 우선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철수시키고

주민들의 두만강 渡江도 중지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100)

咸鏡北道交界官 兼 警務官 車南隆, 鎭衛第5聯隊 3大隊 陸軍參領 金炳若

97) ≪照會≫(奎17823) 제4책 <照會>(1904.4.25). 

98) 함경북도 지역은 오랫동안 흉년이 들어 간도로부터 식량을 들여오고 있었는데 청 정부가 방곡

령을 실시하자 지방관들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皇城新聞≫(1904.6.4) <淸官防

穀>).

99) ≪外部各官廳來去文≫(奎17818) <照會 第16號>(1904.4.26).

100) ≪駐韓日本公使館記錄≫21 <北間島 防穀令 撤銷要請에 대한 回答>(1904.6.3=光緖三十年 四

月 二十日), 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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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방곡령 실시와 충의대 패배 이후의 간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

청의 관원과 병사들이 이범윤을 싫어하여 이범윤의 사포대에 몰래 참여한
간도 한인 100여 명을 체포하여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합니다. 또한 (청 정부는…필자) 두만강 일대에 병력을 파견하여
배치하고 주둔시키면서 “도적을 막고 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선박을 철수
시킨다”고 말합니다. 도적들의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곡물의
유통을 막습니다. 視察(이범윤을 지칭…필자)이 島民을 管理하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정책을 시행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적과 대적합니다. (이 때문
에…필자) 종성군을 떠나 회녕군으로 왔습니다. (이범윤이…필자) 거느린
私砲(隊)는 무산 등지로 가서 자의로 무기를 지니고 강을 건너가 청병과
교전하였으나 불행히도 패배를 당하여 도주하였고, 愚貿한 청병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을 건너…필자) 진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평민 10여
명 피살과 500채 집이 방화되고 엄청나게 많은 군량과 무수한 家産, 汁物,
布木, 穀糧, 錢貨, 牛馬의 대부분이 焚掠당하는 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병의 공격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증가되니 그 화가 墾民으
로 옮겨서 여러 가지 虐討가 빈번하여 이를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101)

위의 인용문은 청 정부가 방곡령을 실시한 목적이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철수시키기 위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데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인용문

에서 보듯 청 정부는 충의대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충의대에 가입한 한

인들을 체포하고 두만강도 봉쇄하고, 한인들 왕래와 식량 운반까지 금지

시켜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을 저지하려 한 것이었다.

러일전쟁 발발 이후 정세는 점점 한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반면

청 정부는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간도문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

결하려 하였다. 예를 들어 1904년 3월 15일 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양국

정부가 관원을 파견하여 두만강 일대를 답사하고 1887년 공동감계 이후

중단된 두만강 국경 획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102) 청 정부가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당시 러일전쟁 발발로 러시아가 만주에서 다른 사건을

일으킬 우려가 없고 한국 정부도 상황이 급박하여 간도에 관원을 파견하

는 등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파하였기 때문이었다.103) 러일전쟁

101) ≪照會≫(奎17823) 제5책 <照會 第48號>(1904.9.29). 

102) ≪間島의 版圖에 관한 淸韓兩國紛議 一件≫第7卷(≪侵略史料叢書≫36) <照會>(1904.3.15=光

緖三十年 一月 二十九日), 211쪽.

103) ≪關係史料≫第9卷 <咨呈交涉李範允案往來照會及日俄接戰情形>(1904.3.19=光緖三十年 二月 

初三日), #3996 5826a-b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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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발 이후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간도문제 해결이 점점

불가능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황초평 분쟁을 해결하려 하였다. 즉

1904년 5월 14일 한국 정부는 金相鶴104)을 黃草坪 査勘委員(이하 ‘사감위

원’)으로 임명하고 안동현에 파견하였다. 한국 정부의 황초평 사감위원 파

견은 1902년에 이은 두 번째였다. 1904년 5월 외무대신 이하영은 김상학

을 사감위원으로 임명하여 파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훈령하였다.

용천군 서쪽의 薪島江의 황초평은 원래 우리의 영토이다. 그러나 최근에
청국 不法之徒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하면서 황초평의 蘆草를 거리낌 없
이 채취하여 황초평에 부과된 公稅를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았다. 뿐만 아
니라 막중한 國土는 한 조각이라도 소중하다. 이에 駐京淸國公使와 여러
차례 교섭하였으나 勘界하지 않으면 그 소속을 분명히 알 수 없다. 이에
貴員(김상학…필자)을 위원으로 특별히 임명하여 파견하고 訓令한다. 따라
서 사정을 잘 살펴 이해하고 앞서 언급한 황초평으로 가서 부근 청 관원
과 함께 조사하여 신도의 갈대밭을 잘 살피고 여러 해의 세금을 모두 요
구하여 배상받아야 할 것이다.105)

위의 인용문에서 외부대신 이하영은 훈령을 통하여 “막중한 국토 한 조

각이라도 소중하다”고 하여 황초평이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며 황초평 분

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外部는 김상학을 사감위원으로 임명

하고 청의 관원과 함께 황초평을 조사하여 황초평이 한국의 영토임을 확

104) 김상학의 인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장각 소장 자료와 ≪官報≫등으로 보건데 

내장원과 상당히 유착된 인물이었다. 김상학은 1900년 3월 경상남도 梁山郡의 院洞浦收稅委員

으로 임명되었지만(≪皇城新聞≫(1900.3.16) <叙任及辭令>) 이듬해 商務視察에게 ‘作弊民間’ 혐

의로 체포되었다(≪皇城新聞≫(1901.6.24) <叙任及辭令>). 그 ‘作弊’란 商務都會를 빙자하여 完

文 1책에 30량을 받고 비용과 여비 10냥 이외에 許多한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100냥 이상을 거

두었다는 것이었다. 김상학은 이 때문에 지역 상인들의 원성을 샀으며, 민간 소송에도 개입하였

다. 그리하여 김상학은 김해군수 李璿敎에게 체포되었다가(≪皇城新聞≫(1901.6.28) <報列商

獘>) 7월에 사면을 받고 임무를 계속하였다(≪皇城新聞≫(1901.7.25) <安恕視察>). 그러나 

1902년 1월에 다시 해임되었다가(≪訓令照會存案≫ <訓令 第1號>(1902.1.19)), 1904년 3월 15

일 평안북도 第1船稅委員으로 임명되었다(≪皇城新聞≫(1904.3.15) <叙任及辭令>).

105) ≪平安南北道去來案>(奎17988) 제8책 <訓令 第1號>(1904.5.14); ≪葦洲所屬係爭一件≫第1卷 

<平安北道龍川郡黃草坪査勘委員金相鶴訓令>(1904.5.14), 616쪽, “용천군 西邊 薪島江 황초평은 

原係 我國 地界라. 挽近 이래로 청국 不法之徒가 自稱 己有하고 該島의 蘆草를 無難 刈伐하여 

所有 公稅를 多年 致缺일뿐더러 莫重 國土가 一片 可惜이라. 駐京淸國公使와 여러 차례 교섭하

였으나 진실로 勘界를 하지 않으면 明辯하기 어렵다. 이에 貴員을 파견하여 別定 위원 하며 이

에 訓令하니 照諒한 후에 前往 該地하여 부근 華官과 會同 勘査하여 該島 芦坪을 期圖覔置하고 

다년 稅款을 一切 追賠함이 爲可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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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고 1901년 이후 청인들이 불법으로 채취해 간 갈대에 대한 배상을 받

아 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어서 龍川郡守에게도 사감위원 김상학의 파견

사실을 알리면서 김상학에 편의를 제공하게 하였다.106)

그 해 6월에 외부대신 이하영은 다시 “我國 土地”인데 최근에 청인들이

“偸䂨蘆草”하고 있다고 하여 다시 한 번 황초평이 한국 소속임을 분명히

하였다.107) 그 해 12월 외부는 김상학을 파견하면서 의주군수에게 김상학

이 도착하면 活人 1명과 사령 1명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108) 김상학은

이때부터 1905년 8월까지 안동현과 서울을 왕래하면서 청 정부와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러일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한국 정부의 간도문제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던 시기였다. 한국 정부는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체결에도

4월까지 전쟁의 추이를 관망하였다. 그러나 5월에 들어와 일본군이 러시

아군과의 陸海戰에서 러시아군에 승리를 거둔 이후 전황은 일본에게 유리

하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한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커져 갔

다.109)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사감위원을 파견한 목적은 황초평

을 답사하고 황초평이 한국 소속임을 최종 확인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청의 주한공사는 한국 정부의 사감위원 활동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였

고110), 사감위원 파견 직후인 그해 6월 변계선후장정을 체결하였다. 청 정

부는 변계선후장정이 체결되어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철수를 비롯한 청 정

부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 상황에서 청 정부는 굳이 한국 정부의 황초평

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

일본 정부도 사감위원 파견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1904년 6월 22일 일

본의 주한대리공사 萩原은 외무대신 小村壽太郞에게 한국 정부의 사감위

원 파견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평안북도 용천군 관하 신도는 종래 청국인에게 유린당하여 그 蘆田의 수
확과 같은 것은 완전히 저들의 영유로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그 公稅를
다년간 상실하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중략)… “本件은 간도문제와 마
찬가지로 淸韓 양국만으로는 해결의 전망이 없기 때문에 시국이 안정되

106) ≪平安南北道來去案≫(奎17988) 제8책, <訓令 第29號>(1904.5.14).

107) ≪議政府來去案≫(奎17793) 제10책, <照會 第21號>(1904.6.7).

108) ≪通牒≫(奎17822) 제1책, <訓令 第29號>(1904.12);≪皇城新聞≫(1904.12.16) <勘界立辦>.

109) 서영희, 2005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03쪽 참조.  

110) 이에 대해서는 2장의 각주 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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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기다려 帝國 정부(일본…필자)가 중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는 내용을 외부대신(이하영…필자)에게 충고하였습니
다. 그러나 大臣은 “政府 部內 다수의 議論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파견하
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本官도 그 문제에 간여하여 위원 파견
을 抑止할 수 없었습니다.111)

위의 인용문은 사감위원 파견이 일본의 반대에도 한국 정부 독자로 이

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일본 정부는 한청 국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러일전

쟁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904년 5월 주한일본공사 林權助

는 외부대신 이하영에게 간도의 정황이 위원을 파견하여 공정하게 조사할

수 없는 사정이고 청 정부도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간도문제는 “러일전쟁의 발전을 기다려 일본의 중

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便宜롭다”고 제안하였다.112) 이어서 7월 28일

일본 정부는 주청일본공사가 內田康哉를 통하여 청 정부에 한청 국경 획

정 논의를 러일전쟁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하였다.113)

변계선후장정 체결 사실이 한국 정부에 알려진 것은 그해 9월이었다.

그러나 주한대리공사 萩原이나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앞서 변계선후

장정 체결 사실을 파악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만일 러일전쟁 이전

간도문제와 황초평 분쟁이 모두 해결되면 추후 자신들이 한청 국경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변계선후장정이

체결되었는데 황초평 분쟁까지 해결된다면 일본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 밖

에 없었다. 일본이 청에 한청 국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러일전쟁 이후로

미를 것을 제안하였고, 황초평 사감위원 파견을 저지하려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이후 간도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하여 온 간도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는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이용익의 실각 등 한국 정부의 변화에 따른 것

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간도문제를 둘러싸고 잠재되어 있던 간도관리사

이범윤과 현지 지방관들과의 갈등이 충의대 패전과 청 정부 방곡령 등을

111) ≪駐韓日本公使館記錄≫22 <黃草坪 韓國勘界內 淸人의 侵入 不法蘆草收去 件>(1904.6.22), 

302쪽.

112) ≪駐韓日本公使館記錄≫23 <間島地域의 韓淸境界査定에 관한 件>(1904.5.21), 258쪽. 

113) ≪駐韓日本公使館記錄≫22 <間島問題에 관한 駐淸 內田 公使의 報告書寫本 轉送件>(1904.8.

    23), 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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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드러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황초평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1904년 5월 황초평 사감위원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해 6

월 변계선후장정이 체결에 이어서 일본과 청이 한청 국경문제 논의를 러

일전쟁 이후로 미루기로 밀약한 상황에서 사감위원 활동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2) 邊界善後章程의 체결과 황초평 査監委員의 활동

간도 현지 지방관들은 1904년 4월을 전후한 충의대의 패배와 청 정부의

방곡령 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을 근거로 변계선후장정 체결의 불가피

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충의대와 청병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에

서 한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였

다. 1904년 5월 14일 한국의 외부대신과 내부대신은 감계협상을 청 정부

에 공식 제안할 것을 의정부에 공동 請議하였다.114) 6월 13일 외부대신

이하영은 간도관리사 이범윤이 “恣意妄動하여 강을 건너 사건을 일으키고

我民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淸韓邊界에 쓸데없이 전쟁을 도발한

다”115)고 하여 소환을 요청하였다. 이보다 앞서 3월에는 서변계관리사 서

상무의 소환이 결정되었다.116)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변계선후장정을 체결을 주도한 현지 지방관들

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다만 保民靖邊之策으로 民苦

와 民饑, 邊擾邊警을 坐收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 관원들의 힐난

을 돌아보지 않고 방곡령을 이완하고 시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上策”

으로 청 관원들에게 변계선후장정의 체결을 요청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들은 “청의 疑嫌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변경에 安日이

없을 뿐만 아니라 島民(간도의 주민…필자)이 魚肉으로 되는 것은 目前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현재 時事의 급무가 다만 감계에 있기 때문에” 간

도관리사의 활동에 대한 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17)

1904년 6월 15일 한국의 차남륭, 김병약, 김명섭 등과 청의 署延吉廳理

事撫民府 陳作彦, 統領吉强軍馬步全隊都閏府 胡殿甲 등의 명의로 변계선

114) ≪皇城新聞≫ <勘界案獻議>(1904.5.17).

115) ≪議政府來去案≫(奎17793) 제10책 <訓令 第23號>(1904.6.13).

116) ≪議政府來去案≫(奎17793) 제10책 <照會 第4號>(1904.3.7)).

117) ≪照會≫(奎17823) 제5책 <照會 第48號>(19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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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장정118)이 체결되었다.119) 변계선후장정에는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철수

와 향후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청 정부가 간도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계속하여 요구하던 사항이었

다. 청 정부는 이범윤의 신속한 철수 이행을 위하여 정부 사이의 비준이

필요한 조약 대신 장정 형식을 취하였다.120) 변계선후장정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兩國의 界址를 ‘백두산정계비[白山碑記]’를 증거로 인정한다. 또한 양
국 정부가 派員 會勘할 것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서 未勘 이전과 같이
두만강[圖們江] 一帶의 물길을 간격으로 하여 이를 각자 준수하고 군사 활
동을 중지하며, 총기를 가지고 潛越하여 소란을 일으킬 수 없다.
제2조 視察 李範允은 이미 여러 차례 사건을 일으켰다. 約定 후 韓國 會寧
에서 만나는 文武 各官이 변경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
다. 만일 다시 청국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 관리들이 아무
런 이유 없이 약속을 어기고[敗約] 故意로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하여
논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3조 視察 李範允이 북간도를 관리하였지만 청국 정부는 아직 허가 문서
를 발급하지 않았고, 청국 관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한
국 경계관도 억지로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중략)…
제5조 회녕에 있는 관리는 반드시 한국 정부에 稟報한 후에 이범윤의 撤去,
이승호 등의 체포 및 引渡를 실행하도록 한다. 단 今回 會議約定을 거친 후
에도 만일 이범윤, 이승호 등이 철퇴하지 않거나, 이들을 체포하여 인도하
지 않고 그 이전에 침범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회령에 있는 한국 관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약속을 어기고 故意로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하여
논의하는 것을 승인한다.…(중략)…
제12조 淸韓 兩界의 교섭이 紛繫(원문…필자)이기 때문에 당분간 일일이 그
것을 伸論하기 어렵다. 단 이미 條約(한청통상조약…필자)에 기재된 것은
모두 조약에 따라 처리하고 조약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모두 공법에 따라
처리한다.121)

118) 1882년 수륙무역장정이 條約에 가까우면서도 당시 청이 조선과의 대등한 외교관계를 부인하

기 위하여 ‘장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변계선후장정은 조선 국왕의 비준이 필요로 하지 않

아(宋慧娟, 2005 ≪淸代中朝宗藩關係遷變硏究≫, 吉林大學博士學位論文, 147쪽.) 본래 장정의 성

격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변계선후장정은 양국 정부의 비준 없이 함경북도의 지방관과 길림 

지역의 청 관원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9) 변계선후장정 체결에 앞서 5월 2일 한국 측의 차남륭, 김병약, 鍾城郡守 金命爕은 두만강 근

처 光霽峪分防經歷 張兆驥의 사무실에서 청 관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측 관원들은 두만

강 또는 토문강의 위치 및 청의 관원들이 초안한 장정의 10개 조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

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散會하였다가 양측이 草案 내용을 교환한 끝에 체

결되었다(≪關係史料≫第9卷, <咨送延吉廳與韓邊官訂立中韓善後章程請査照核辨>(1904年 9月 2

日=光緖三十年 七月 二十三日), #4066 5948a-5950b쪽).

120) 宋慧娟, 2005, 앞의 논문,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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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 변계선후장정 12개 조항 가운데 5개가 간도관리사 이범윤

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청 정부가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을 자국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변계선

후장정 체결 결과 한국 정부는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소환을 결정하였

다.122)

한국 정부의 변계선후장정 체결에 대한 반응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08년 1월 일본의 외무대신 林董이 통감부의 명으로 변계선후장정의 조

항을 찾아 韓國統監 曾彌荒助에게 보고하였을 때 변계선후장정 체결 이후

한국 정부의 반응과 관련하여 “교계관이 외부에 보고한 데 그치고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23)고

보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변계선후장정 체결에 대하여 특별한 대응이 없

121) 이외 변계선후장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李昇昊, 姜保彦, 成文錫 등은 이미 淸國 境界에 入籍한 叛民이다. 공법에 따라 청국 관

리가 索還하고 이전의 예에 따라 징계하는 권한이 있다. 在會의 한국 관리는 신속하게 나포하

여 청국 관리에게 인도하고 管束함으로써 邊界를 안정시킨다’.

    제6조 ‘沿江의 橋船은 民을 위하여 도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의 다리[今橋]를 철거하고 선

박을 설치하여 他意가 없음을 보이도록 한다’.

    제7조 ‘양국 인민의 왕래는 그 자유에 맡기게 한다. 군인이 용무가 있어 兵器를 휴대하고 常服

차림으로 왕래할 때에는 평민과 같이 (처리…필자)한다. 단 병기를 가지고 경계를 지날 때 통행

증[護照] 公文이 없을 때에는 각자 그를 格殺하여도 무방하다’.

    제8조 ‘古間島,  즉 光霽峪 假江 지역은 종래 鐘城 韓民의 소작[租種]을 허가하였기 때문에 지

금도 이전과 같이 처리하게 한다’.

    제9조 ‘兩界의 兵民이 불행하게 殺傷의 變이 있을 때 兩界의 文武官은 照會하여 迅速하게 實際 

眞正의 兇犯을 나포하고, 공평하게 심리하여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 양민을 무고하

고 지연[稽延]하여 공문을 왕복하게 함으로써 법을 어기는 일이[枉縱] 없게 한다’.

    제10조 ‘청국은 종래에 미곡수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淸韓條約 제6조에 기재하였다. 현

재 兩國의 和好에 따라 편의 융통하여 民의 運販에 맡겨 韓民의 食料를 救濟하도록 한다. 그러

나 兇作으로 변경이 不安할 때에는 米穀 수출을 금지한다. 연료[薪草]도 이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沿江을 上下로 巡哨한다는 정약 후 和睦無事할 때에는 酌量하여 철수하도록 한다’(≪間

島問題及満州五案件ニ関スル日, 清協約一件≫ <間島問題調書>(B04013458700)(아시아역사자료

센터), 36-40쪽). 이외 ≪關係史料≫第9卷 <咨送延吉廳與韓邊官訂立中韓善後章程請査照核

辨>(1904年 9月 2日=光緖三十年 七月 二十三日), #4066 5952b-5953b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122) ≪皇城新聞≫(1904.6.18.) <議決召還>. 한국 정부는 1904년 6월 변계선후장정 체결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간도관리사 이범윤에게 소환을 지시하였다(≪議政府來去案≫(奎17793) 제10책 <照會 

第28號>(1904.7.6). 그러나 1904년 12월까지 청 정부가 이범윤에 대한 소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범윤은 그때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皇城新聞≫(1904.12.22.) 

<淸使又照>). 러일전쟁 이후 이범윤은 부하들을 인솔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였다

(≪統監府文書≫3 <原間島管理司李範允ニ關スル件>(1912.5.14), 165쪽). 

123) ≪間島의 版圖에 關한 韓淸兩國紛議 一件≫第6卷(≪侵略史料叢書≫35) <(電) 第10號>(1908.1

     .26), 1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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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그것을 주도한 관원들에 대하여 “妄肆스럽고 놀랍고 원망스럽다”

고 하였다고 보고하였다.124) 한국 정부는 변계선후장정의 체결 사실을

1904년 8월 초순 주한청국공사의 조회를 통하여 알았다.125)

이러한 상황은 러일전쟁 이후 한국 정부가 간도문제를 포함한 한청 국

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 변계선후장정

체결로 한국 정부의 간도 정책은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파견 이전으로 회

귀하였다. 간도문제는 변계선후장정의 체결로 일단락되었다가 1909년 9월

4일 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된 ‘圖們江中韓界務條款’(일명 ‘間島條約’)

에 의하여 마무리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하였기 때문

에 한국 정부는 변계선후장정 체결로 사실상 간도문제를 해결 기회를 상

실한 셈이었다.

변계선후자정의 체결은 사감위원 김상학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청

정부는 변계선후장정 체결로 간도문제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관철하고 한

청 국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러일전쟁 이후로 미루기로 일본과 밀약한 이

상 황초평 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 일본의 의도적 방해와 청 정부의

비협조 이외에도 사감위원의 활동을 어렵게 한 원인들은 한국 정부에도

있었다.

그 가운데 외부대신 이하영은 대표 인물이었다. 외부대신 이하영은 사

감위원의 파견에 미온적이었고 사감위원의 파견 이후에도 활동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의도하였다. 즉 이하영은 청의 주한공사를 만난 자리에서 사

감위원 김상학의 파견이 從子 등 2～3명을 붙인 순시에 불과하다고 하였

다. 또한 청 동변도대에게는 서한을 보내어 사감위원 김상학이 그 뜻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126) 1904년 11월 사감위원 김상학은 외

부에 자신의 안동현 체류비와 여비 처리를 요청하였다.127) 이는 이 당시

124) ≪照會≫(奎17823) 제5책 <第48號>(1904.9.29). 장정의 체결 과정에 참여한 한국 정부 관원

들의 정치 성향은 알 수 없다. 다만≪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에는 1918년부터 1919년

까지 함경북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臨時委員과 鏡興郡 參事를 역임한 ‘金炳若’이라는 인물이 확

인된다. 그러나 동일인 여부는 알 수 없다(≪조선총독부직원 및 고속관서직원록≫(1918∼191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125) ≪議政府來去案≫(奎17793) 제10책 <照會 第38號>(1904.8.4);≪皇城新聞≫(1904.8.6) <待平

勘界>. 변계선후장정 체결을 주도한 차남륭과 김병약의 보고는 9월 29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

때는 변계선후장정 체결로부터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다(≪照會≫(奎17823) 제5책 <第48

號>(1904.9.29);≪議政府來去案≫(奎17793) 제10책 <照會 第48號>(1904.9.29)).

126) ≪沿境關係(1906-1912)≫, 54쪽.

127) ≪平安南北道來去案≫(奎17988) 제9책 <報告 第1號>(1904.11.10). 1906년 3월에는 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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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김상학이 외부로부터 안동현 체재비와 여비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

다는 의미였다. 이는 한국 정부조차 사감위원 김상학의 활동에 미온적이

었음을 보여 준다.

안동현에 도착한 사감위원 김상학은 가능한 한 빨리 동변도대, 안동지

현 등 청 관원들을 만나 교섭을 진행하려 하였다.128) 1904년 5월 서울을

출발한 김상학은 7월경 안동현에 도착하였다. 김상학은 안동현 현지에서

청 관원들을 만나 황초평 현지를 답사하려 하였다. 그러나 동변도대는 북

경으로 출장 가서 몇 개월이나 부재중이었다. 안동지현도 사감위원 김상

학이 요청한 청인들의 황초평에서의 갈대 채취 중지와 황초평 현지답사

요청을 거절하였다.129) 김상학은 파견되고 나서 6개월이나 지난 11월이

되어서야 겨우 청의 관원을 만날 수 있었다.

김상학은 안동현 관원을 만나 양국 관원들의 황초평에 대한 會同勘査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 관원은 황초평이 원래 한국의 “地界”라고 하면서

도 주한청국공사의 공문이 도착한 이후에나 會同勘査가 가능하다고 하였

다. 김상학은 하는 수 없이 우선 혼자서 황초평을 답사한 후 지형도를 그

려 보고하였다.130) 김상학의 이러한 보고를 받은 한국 정부는 다시 주한

공사 허태신을 통하여 교섭을 빨리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131) 그

러나 청 정부는 러일전쟁과 봉천장군의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철수에 보고

를 받고 판단하겠다면서 대답을 회피하였다.132) 이후 사감위원 김상학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후 사감위원 김상학과 청 관원들 사이

의 일진회 원 安用官 등이 외부의 파원 김상학과 결탁하여 同郡 金在熙가 소유한 신도의 갈대밭

을 황무지라고 하여 용천군의 청인에게 늑매하였다는 내용이 있다.(≪龍川港案≫(奎17874), 

1906年 3月 15日). 이러한 사실로 보건데 김상학은 안동과 용천 사이만을 왕래하였거나 사감위

원 임무에 소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1906년 8월 9일에도 김상학은 안동지현과 회동하고 

동변도대와 자신이 담판을 짓기 전까지 황초평에서 양국 주민들의 갈대 채취를 금지하되 다만 

유초평에서 경작만 허용한다고 약정하였다(≪義州市案≫(奎17873의 1) <報告書 第1

號>(1906.11.10))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김상학은 이후에도 황초평 분쟁에 개입하고 있은 것으

로 보인다.

128) 김상학은 “貴 國民이 蘆草를 채취 당하고 있는 때이므로 하루가 늦어지면 하루가 손해이다.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청 관원들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자 하였다(≪沿境關係(1906-1912)≫, 54-55쪽).

129) ≪沿境關係(1906-1912)≫, 56쪽.

130) ≪平安南北道來去案≫(奎17988) 제9책 <報告 第1號>(1904.11.10).

131)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舊韓國外交文書編纂委員會 編, 1970 ≪舊韓國外交文書(淸案)≫ 

2 <龍川黃草坪의 界地會勘에 關한 件>(2541)(1904.11.23) , 高麗大學校出版部, 703쪽.

132) ≪舊韓國外交文書(淸案)≫ 2 <龍川黃草坪界地會勘 提議에 對한 回答>(2548)(1904.12.13), 

7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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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섭에 별다른 진전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05년 8월 이전

김상학은 청 관원들에게 “향후 또 다시 황초평 문제를 둘러싸고 한청 양

국이 다투게 될 것이며,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양국인 사이에 갈등

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귀환하였다.133) 청 관원들이 교섭을 회

피하고 한국 정부는 여비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 사감위원의 활동

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상황에서 김상학 개인의 노력만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었다. 사감위원 김상학이 철수한 이후 1905년 12월 20일부

터 황초평 관련 사무는 義州監理署에서 담당하였다.134)

1904년 5월부터 1905년 8월까지 진행된 황초평 사감위원 김상학의 활동

은 무의로 끝났다. 이로써 1901년부터 시작된 황초평 분쟁은 황초평의 소

속을 결정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사

감위원 파견은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과 함께 한국 정부의 한청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04

년 6월 변계선후장정의 체결로 한국 정부가 한청 국경문제 해결에 독자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사감위원의 활동은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

다. 사감위원 활동의 종결은 간도문제에 이어 황초평 분쟁도 한국 정부의

독자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33) ≪沿境關係(1906-1912)≫, 56쪽.

134) 1905년 12월 20일 義州監理 李民溥는 안동지현에게 추후 황초평과 유초평 문제는 사감위원 

김상학 대신 자신이 담당할 것이라고 조회하였다(≪沿境關係(1906-1912)≫, 57쪽). 監理는 

1883년 8월 19일 당시 개항장이던 부산·인천·원산 등에 설치되었으며 초기에는 주로 개항장의 

해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가 1896년에 復設되었다. 복설된 

감리서는 해관에 대한 관리 기능을 상실하고 지방 외교 담당하는 관서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의 

감리서와 이전 감리서의 업무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외국인과 관련된 토지문제 관련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었다. 의주감리서는 1904년 5월 9일에 용암포감리서와 함께 설치되었다. 

황초평 문제도 청인과의 토지 관련 문제이었기 때문에 의주감리서에서 처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

다. 이외 감리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회수, 2013 ≪한국 근대 開港場·開市場

의 監理署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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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乙巳勒約 이후 일본의 황초평 분쟁 개입 

1. 일본군의 압록강 하구 조사

1)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압록강 하구 장악

1904년 2월 10일 일본의 도발로 러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군은 러시

아군에게 승리를 거둔 후 점령지에 軍政署를 설치하고 軍政을 실시하였

다. 일본군의 군정은 1904년 5월 8일 安東縣軍政署 설치 이후부터 1906년

12월 1일 營口軍政署 폐지까지 약 2년 반 동안 지속되었다. 이 기간에 일

본군은 奉天 및 遼陽 등을 비롯하여 大連, 旅順, 金州, 安東縣, 岫巖, 鳳凰

城, 大孤山, 法庫門, 新民府, 復州, 瓦房店, 蓋平, 海城, 營口, 鐵嶺, 開原,

昌圖 등 만주의 요충지 20곳에 군정서를 설치하였다. 군정서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는 일본군의 兵站司令部, 派遣憲兵隊의 守備隊가 군정서 역할

을 대신하였다.1)

일본군은 점령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군정서 설치를 늘려갔다. 그리고

군정서의 업무를 “警察衛生, 敎育, 交通·物産의 調査, 殖産興業의 獎勵, 淸

國 官憲과의 交涉 등 거의 各般의 행정사무를 장악하여 지방의 安寧 秩序

를 保持하는 것”2)이라고 규정하였다. 군정위원의 역할과 권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상략)…軍政이라는 것은 오로지 점령군을 위하여 食量運送力
및 기타 없어서는 안되는 便宜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과 같다. 그
러나 만주에서 정당한 권력은 지금도 청국 지방권의 손에 있고
아직 아군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공공의 질서 및
中庶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무는 我 군정위원이 담당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다만 청국 지방권이 스스로 그 직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질서가 문란해져 我軍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을 초
래하는 경우에만 이 임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엄밀하
게 말해 군정위원은 점령지에서 행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1) ≪滿洲軍政史≫第1卷(軍政總覽) <序說>, 68쪽.

2) ≪滿洲軍政史≫第1卷(軍政總覽) <序說>,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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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필경 아 군대와 청국 지방관 사이에 발생할 紛議를 조정
하고 항상 양자의 관계를 선량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이라 보아도
大過가 없다. 그리고 그 실제의 임무는 일본군이 그 지방에서 需
用되는 물건의 調辨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을 이끌어 작전상 아군
의 생명에 도움이 되게 하는 데 있다.3)

위에서 일본군은 군정 업무가 점령지에서의 행정이 아니라 청 관원들

의 무능에 따른 질서 문란으로 일본군에게 불이익이 미칠 경우에만 한하

여 군정을 실시한다고 하여 군정 실시를 정당화하고 있다. 군정위원의 임

무에 대해서도 청 관원들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절하는 것

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는 군정위원의

실제 임무는 현지 청인들에게 일본군에게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게 하고

작전상 주민들을 일본군의 생명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는 군정의 목적이 사실상 러시아와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을 만주

에서 조달하고 현지 청인들을 동원하는 데 있었음을 밝히는 셈이었다.

[그림 13]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군정서 배치 상황

   

※≪滿洲軍政史≫第2卷, 上(安東縣) <沿革>  71쪽의<安東縣軍政管區略圖>.

3) ≪滿洲軍政史≫第1卷(軍政總覽) <序說>, 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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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은 압록강 맞은편 安東에 최초로 군정서를 설치하였다.4) 안동은

압록강 맞은편 한국의 義州와 더불어 압록강 하구의 주요한 국경도시였

다.5) 지리상으로는 봉천 지역 동남쪽에 위치하여 “國界의 極邊”이자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東陲의 咽喉”로 교통의 요충지였다.6) 안동은 또한 압

록강의 江流 230㎞가 안동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압록강 일대 물자가

집산되는 무역항이기도 하였다.7) 일본은 1895년 下關條約 체결 당시에도

청 정부에게 봉천 지역의 遼東灣 동쪽과 서해 섬들에 대한 할양을 요구하

였다.8)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일찍부터 이 지역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

여 준다. 청대부터 압록강 하구에서 교통의 요충지이자 국경도시로 기능

한 안동은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중국 침략을 위한 새로운 거점으

로 변모하였다.

1904년 5월 1일 일본군은 러시아 육군 주력과의 九連城 전투 승리 여

세를 몰아 鳳凰城까지 점령하였다.9) 이후 안동은 일본군이 후방과 연락을

4) ‘安東’이라는 명칭은 唐이 高句麗를 멸망시킨 후 平壤에 설치한 安東都護府에서 유래하였다고 한

  다. 1965년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안동을 ‘붉은색의 동쪽 도시[紅色東方之

城]’라는 의미의 ‘丹東’으로 개칭하였다. 단동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全國十代明星城市’로 발

전하였다. 현재는 관광과 경공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 최대의 국경도시이다.(張亮, 2005 <安東

與近現代朝鮮地緣政治的關係硏究> ≪世界地理硏究≫14-4, 92쪽).   

5) 義州는 조선시대 ‘江東 제일의 관문’으로 불리던 요충지였다. 이 때문에 조선시대를 통틀어 漢

  城 북쪽에서 開成과 平壤 다음 가는 중요한 지역으로써 변경 방어를 위한 防禦營이 설치된 전략

요충지로 기능하였다. 또한 의주와 용암포 일대는 조선시대 對淸貿易의 근거지이자 압록강 일대

와 백두산 일대 여러 벽지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였다. 또한 주변 특산물의 집산지로도 중요하였

다(김원수, 2010 <압록강 위기와 러일전쟁> ≪서양사학연구≫제23집, 117쪽). 안동현은 1914년

(民國 3)까지 奉天省 東邊道에 소속되었다. 1929년 東北政務委員會가 성립되면서 동변도가 폐지

되고 봉천성이 遼寧省으로 개칭되자 안동현은 1等縣으로 요녕성에 귀속되었다. 1932년 滿洲國 

省公署 官制 발표로 만주에 5省이 확립되자 안동은 甲類縣으로 봉천성에 다시 소속되었다. 1934

년 12월 지방행정기구의 개편으로 14省이 되자 안동은 安東省 소속으로 省公署의 소재지가 되었

다. 1937년 7월 1일 일본은 다시 제2차 행정기구 개혁을 실시하여 만주를 16省으로 하였다. 이

어 同年 12월 일본은 治外法權을 폐지하고 市制를 실시하면서 안동시를 증설함과 동시에 안동현

을 안동성에 부속시키고, 省公署를 안동시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이후 몇 차례의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안동현과 안동시는 안동성 소속이 되었다. 일본이 패망한 이후 省制는 폐지되었다. 1947

년 6월 5일 東北新省區方案 발표로 만주는 9省이 되면서 만주국 시대의 안동현과 通化縣이 통합

되어 안동성이 되었다. 안동현과 안동시는 안동성 관할이 되었고, 省會는 통화시로 이전하였다. 

그러다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東三省이 회복되었고, 안동시와 안동현은 요녕성 관

할이 되었다. 1965년 2월 안동은 丹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魏琳娜, 2007 ≪自開商埠與丹東市

近代化硏究(1903-1931)≫,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3-4쪽).

6) ≪民國安東縣志≫ <序>, 3a쪽. 

7) 魏琳娜, 2007, 앞의 논문, 4쪽.

8) ≪中外舊約章彙編≫第1冊, 614쪽.

9) 王藝生 輯, 1930年代 ≪六十年來中國與日本≫第3編(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1991 ≪民國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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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제1병참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일본군은 안동 일대에 군수품을

집적하고 鐵道大隊를 주둔시키면서 철도공사까지 진행하자 안동에는 수천

명의 인부들이 모여들었다.10) 여기에 일본 정부가 자국인들의 자유 왕래

까지 허락하자 일본인의 왕래도 증가하였다.11) 안동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증가하자 일본인 거류지도 형성되었다. 일본인들은 러시아군이 패주한 이

후 안동의 七道溝에 公議會를 설립하고 상업에 종사하였다.12) 1905년 안

동지현 高欽과 안동현군정서와 협정에 따라 안동 칠도구에는 일본인 民團

居留地가 설치되었다. 칠도구의 일본인 시장은 면적이 2,800畝로 980무인

청인 시장 면적의 세 배 가량 되었다.

1903년 10월 8일 청 정부는 미국 정부와 通商續定條約을 체결하고 안동

을 ‘自開商埠’로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다.13) 이어서 1907년에 3월 청 정부

는 中日會議東三省事宜條約과 中美續議通商行船條約를 체결하고 안동 및

안동 부근의 大東溝까지 자개상부로 공식 개방하였다. 대동구는 안동현

서쪽 90리에 위치한 압록강 하구의 항구이자 안동현 西南의 수로 요충지

  25), 上海書店, 222쪽.

10) 일본은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의 병참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안동-봉황성에 협궤 열차 

건설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1902년 8월 10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3일 안동부터 봉황성

까지 61㎞ 철도 공사에 이어 1905년 11월 2일 약 116㎞의 봉황성-下馬塘 철도 공사를 완료하

였다. 이 철도 공사의 완성료로 下馬塘 이북의 철로가 요양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군 수뇌부는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이 철도를 봉천까지 연결시킬 것을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1905년 

4월 3일 120㎞ 철도가 연장건설되었다. 이로써 약 303.7㎞의 안봉선 협궤 철도가 구축되었으

며, 12월 15일 완전 개통되었다(魏琳娜, 2007, 앞의 논문, 18-19쪽)

11)≪滿洲軍政史≫第2卷 上(安東縣) <沿革>, 53쪽.

12)≪民國安東縣志≫卷1 <疆域>縣治, 21a쪽.

13) ‘埠’란 원래 나룻터[碼頭]를 의미한다. 대체로 나룻터가 있는 도시를 지칭하였다. ‘商埠’는 불평

등조약에 따라 개방한 ‘約開商埠’, 청이 서구 열강에게 개방의 뜻을 밝히고 개방한 ‘自開商埠’, 

서구 열강에 의하여 강제로 개방된 ‘特殊商埠’ 등이 있다.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에 의해 개방

된 ‘約開商埠’는 租界 혹은 외국인 거류지가 있으며, 행정․경찰 등의 권한도 외국인이 장악하였

다. 1936년 당시 중국 전역에는 ‘約開商埠’ 80개, ‘自開商埠’가 32개, ‘特殊商埠’가 16개가 있었

다. ‘商埠’란 또한 ‘通商口岸’이라고도 한다. 이는 한 국가가 개방한 특정 통상 지역을 말한다. 

‘開埠’란 시장을 개방하거나 도시 주변의 일정한 지역을 개방한 후 관련 정책(地租, 건물, 稅收, 

사법, 경찰 등)을 제정하여 형성된 것으로 대체로 자유롭게 상업 거래와 국내외 무역이 이루어

지는 곳이다(張佳餘, 2008 ≪近代東北開埠問題硏究≫, 首都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3쪽). 한편, 

‘商埠’란 청대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이다. 아편전쟁 이전에는 대체로 通商地域을 통칭하였다. 청

대 “國境互市貿易”이 좋은 예이다. 만주 최초 상부는 1861년 개방된 營口이며 1911년 청조가 

붕괴할 때까지 만주에 모두 28개의 상부가 있었다(費馳, 2007 ≪淸代東北商埠與社會變遷硏究≫

東北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7쪽). 미국 정부의 의도는 러시아의 만주 독점 저지에 있었다. 미국

은 처음에 북경과 봉천 지역에서 봉천 및 大孤山 두 지역을 상부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러나 조사를 통하여 대고산이 항구로서 입지가 좋지 않고 서해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고 大東

溝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다시 안동으로 최종 결정하였다(魏琳娜, 2007, 앞의 논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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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때문에 대동구에는 이전부터 만주의 여러 화물이 집산되었다.14)

상부 개방에 따라 안동과 대동구에는 海關도 설치되었다. 안동해관은 미

국인 代理稅務司 팔렌(L. S. Palen, 巴倫)이 책임자였으나 안동해관의 분

관인 대동구해관의 책임자는 일본인 副稅務司 立花政樹였다.15) 청말 해관

은 선박과 화물에 대한 감독, 징세, 밀수 단속,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담

당하였다. 그러나 1858년 天津條約 체결 이후부터 당시까지 청의 해관 업

무는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장악하였다.16)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

이 안동해관 대동구분관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러일전쟁 이후 압록

강 하구에서의 일본의 지위가 서구 열강과 동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

다.17)

상부 개방은 안동이 근대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18) 상부 개방

이후 안동은 “국내로는 天津과 上海[津滬] 各地, 국외로는 영국과 일본 등

諸邦의 富商大賈가 계속 沓來하여 銀行公司가 잇달아 설립되었다. 그리하

여 繁盛이라 極稱하였으며, 상점이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서양식 건물이

잇달아 들어설” 정도로 번영하였다.19) 상부 개방과 함께 1910년 11월에는

다시 安奉鐵道(안동—봉천)20)의 廣軌化 교체 공사가 압록강 철교의 완공

과 동시에 완료되었다. 안봉철도가 개통되자 안동은 “서양인과 중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형세로 一變”하였다.21) 大小 상점을 합하여 상점은 3만∼4

14) ≪民國安東縣志≫卷1 <地理>潮汐, 38b.

15) 1901년 1월 10일 영국인 海關總稅務司 로버트 하트(Robert Hart, 羅伯特 赫德)는 만주의 해관

을 하얼빈, 봉천, 길림, 안동의 네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안동해관구를 제1구로 삼고 

안동, 대동구, 봉황성 등을 예속시켰다(費馳, 2007 ≪淸代東北商埠與社會變遷硏究≫, 東北師範大

學 博士學位論文, 58쪽).

16) 文松 著, 2005 ≪近代中國海關洋員槪略―以五任總稅務司爲主≫, 中國海關出版社, 22쪽.

17) 1920년대까지 일본은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청과 한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 및 강가 32곳에 

세관을 설립하고, 매년 200만 엔의 세금을 징수하였다(中國邊疆史地硏究中心·遼寧省檔案館 合編, 

2007 ≪東北邊疆檔案選輯≫68(安東關貿易) <安東關監督姚啓元報五十里外內地常稅國卡地點及收

支槪數幷各國卡改組情形及奉天省張劉尙淸呈文>(1927.8.17), 廣西師範大學出版社, 9쪽). 

18) 魏琳娜, 2007, 앞의 논문, 10쪽.

19)≪民國安東縣志≫, 卷6<人事>商業, 194b쪽.

20) 安奉鐵道는 원래 일본군이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건설한 협궤 철도였다. 

그러나 1910년 11월 압록강 철교 건설의 완료와 함께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안봉철도가 완성되

자 안동은 북으로는 장춘과 봉천을 거쳐 곧장 유럽으로 연결되고, 남으로 서울과 동해 연락선을 

통하여 東京까지 연결되었다(佐藤正二郞 編, 1917 ≪安東縣及新義州≫(≪韓國地理風俗誌叢書≫

75), 圖書普及會, 183쪽). 안봉철도의 개통과 거의 동시에 압록강철교의 건설도 시작되었다. 

1910년 4월 4일 중국과 일본은 鴨綠江架設鐵橋協議를 체결하고 압록강철교 공사를 시작하여 

16개월 후 길이 929m의 철교를 건설하였다. 압록강철교는 경부선과 안동철도를 연결시켰으며, 

서울-봉천에는 “滿鮮”이 화물과 사람을 수송하였다(魏琳娜, 2007, 앞의 논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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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戶, 거류민의 숫자는 7만∼8만을 밑돌지 않았다.22) 그리하여 안동은 상

부 개방 이후부터 압록강 일대 화물의 집산지이자 화물 운반의 중심 도시

로 발전하였다.23)

안동이 발전함에 따라 압록강 맞은편 新義州도 발전하였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수륙 교통의 便宜”를 명분으로 京釜線의 종점을 신의주, 안

봉철도의 기점을 안동에 각각 두었다. 신의주는 1904년 6월 軍用鐵道監部

설치를 계기로 일본인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1909년 4월부터 부산

과의 직통열차가 개통되고 平壤, 定州 사이에 매일 3회씩 열차가 운행하

게 됨으로써 상업이 번성하였다. 또한 신의주는 압록강의 水運을 이용하

면 청의 大連, 芝罘로 갈 수 있었다. 기선을 이용하면 안동까지 15분에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24)

러일전쟁을 계기로 안동과 신의주는 이전의 의주 및 구련성을 대신하여

압록강 하구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일본은 안동과 신의주

두 도시에 대하여 “我 동포가 건설한 도시 가운데 가장 저명한 두 곳”이

라고 하였다. 특히 안동에 대해서는 “大和 민족이 만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필자) 최초로 건설한 우리의 植民史上 특별할 만한 市街”25)라고

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안동은 이후에도 상업 발전에 따라 규모가 지속 확장되었다.26) 즉 1860

년대부터 중국 무역을 독점하던 영국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점차 그 지위

21) ≪民國安東縣志≫卷1 <地理>縣治, 21a쪽.

22) ≪民國安東縣志≫卷1 <疆域>江堤修築始末記, 21b쪽.

23) 費馳, 2007, 앞의 논문, 85쪽. 

24) 足立栗園 著, 1910 ≪朝鮮新地誌≫, 積善館, 76-77쪽.

25) 佐藤正二郞 編, 1917 ≪安東縣及新義州≫(≪韓國地理風俗誌叢書≫75), 圖書普及會, 191쪽. 안

동의 무역액은 1907년 약 516만 海關兩에서 1911년 1099만 해관량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

데 수출액은 같은 시기 238만→507만 해관량 수입액은 278만→592만 해관량으로 각각 증가하

였다. 안동의 주요 수출품은 木材, 豆油, 豆粕, 大豆, 藥材, 축산품 등 농산물과 원자재가 주를 

이루었다. 주요 수출국은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홍콩 등 10여 개국이었다. 수입품은 주로 석

유, 밀가루, 화약, 기계, 화장품 등 20여 가지 품목으로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홍콩 등이 주

요 수입국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일본과 한국이 주요 수출국으로 안동의 수입품 가운데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1912년부터 1931년까지 안동의 무역액은 급속히 증가하여 1927년 안동의 

무역액이 1억 601만 해관량에 이르는 등 안동은 만주에서 大連에 이어 제2의 무역항이 되었다

(魏琳娜, 2007, 앞의 논문, 13쪽).

26) 1918년이 되면 이전의 시장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東坎子까지 상부를 확장하였다. 동으로는 珍

珠泡, 남으로는 압록강, 서로는 大沙河, 북으로는 分水嶺에 이르는 등 면적이 약 8㎢였다. 한편 

청인들의 舊시장도 확대되었다. 동으로는 大沙河, 남으로는 압록강, 서로는 칠도구, 북으로는 盤

道嶺에 이르렀다(≪民國安東縣志≫卷1 <疆域>商埠, 58b-59a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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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실하였다. 20세기가 되면서 일본이 이전의 영국을 대신하여 중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다. 러일전쟁 이전 만주에서의 일본 상품 가치

는 200만 해관으로 미국의 1/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상부

개방을 계기로 일본 상품들은 만주로 침투하였다. 그 결과 만주는 일본의

최대 시장이 되었다.27) 안동은 바로 일본 상품이 만주로 침투하는 문호

구실을 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압록강 하구에서 청과 한국의 주요 도시인 안동·

대동구와 신의주를 장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 안동과 신의주는

압록강을 경계로 구분될 뿐 한 지역이나 다름없었다. 1906년 1월 20일

안동현군정관 齋藤季次郞은 韓國駐箚軍司令官이 관할하던 신의주와 용암

포까지 안동현군정서 관할 아래 두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齋藤季次郞

軍政官의 제안은 사실상 당시 일본군이 안동과 신의주를 포함한 압록강

하구를 단일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단면으로 보여준다. 齋藤季次

郞 軍政官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의주와 용암포까지 안동현군정서

管區에 둘 것을 제안하였다.

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안동현과 상대하며 한국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안동이 청국에 속한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그 관할을 달리 한다
고 합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의 市街를 大河(압록강…필자)가 貫流하여 分
割하는 것과 같은 景況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을 동일한 군정관의 관할
에 속하게 한다면 諸般 經營上의 이익이 多大할 것임은 논의할 필요가 없
습니다. 특히 최근 안동현에는 관동총독부가 군정원을 파견하여 군정을 시
행하고 행정 및 위생상 百般의 시설을 勵行하려 합니다. 이에 安逸함을 바
라는 무리들이 왕왕 안동현을 피하여 신의주에 거주함으로써 그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이 때문에 안동현은 영업상 그 失(원문에는 ‘實’이라고 하
나 이는 誤記로 보임…필자)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용암포
와 같이 안동현 및 신의주를 동일 군정관의 아래에 통할함으로써 장래 경
영상의 편의를 얻고자 합니다.28)

위의 인용문에서 齋藤季次郞 군정관은 “諸般 경영상의 이익”을 구실로

신의주도 안동현군정서의 관할 아래에 두자고 하였다. 그러나 그 실제 이

유는 안동현군정서가 관할하던 안동의 청인들이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맞

은편 한국주차군사령관이 관할하는 신의주로 이주하여 상업에 종사하기

27) 費馳, 2007 앞의 논문, 62-63쪽.

28) ≪滿洲軍政史≫第2卷 上(安東縣) <沿革>, 6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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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齋藤季次郞 군정관의

계획은 이 당시 일본이 압록강과 신의주가 압록강을 경계로 구분된다는

것과 상관없이 두 지역을 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압록강 하구를 장악하였다. 일본은 청 정부

와의 조약 체결을 통하여 이전부터 압록강 하구의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

인 안동과 대동구를 개방하게 하고 중국 침략을 위한 거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신의주를 포함한 압록강 하구는 일본의 세력 아래 놓이게 되었

다. 그리고 일본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온 용암포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 과정에서 안동과 신의주로 들어가는 길

목에 위치하고 있는 황초평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입장에서 황

초평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요충지였다. 1906년 안동현군정서의 압록

강 하구 조사와 그 과정에서 황초평에 대한 조사는 러일전쟁 이후 압록강

하구에의 바로 이러한 일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2) 일본의 황초평 전략 가치에 대한 인식

앞의 제2장 2절에서 보았듯이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과

청 양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한청 국경 획정 문제에 대한 논의

를 러일전쟁 이후로 미룰 것을 약속하였다. 1905년 9월 포츠머스 강화조

약 체결로 러일전쟁이 종결되자 1906년경부터 황초평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황초평 교섭의 주체는 한국 정부가 아

니라 韓國統監府(이하 ‘통감부’)와 일본 外務省이었다.

1905년 11월 제2차 韓日協約(일명 ‘乙巳勒約’) 체결로 한국은 일본의 ‘保

護國’으로 전락하고 외교권도 박탈당하였다. 이어서 1906년 1월 19일 한국

의 外部도 폐지되었다. 대신 일본의 外務省과 통감부가 한국의 국제 조약

체결 혹은 批准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해 3월 2일에는

한국 통감 伊藤博文이 서울에 도착하였다. 통감의 임무는 한국의 內政을

장악하여 식민화의 기초를 닦는 것이었다.29) 이제는 통감부가 이전의 한

국 정부를 대신하여 황초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29) 서영희, 2003, 앞의 책, 318쪽. 1906년 1월 19일 한국 외부가 폐지되고 그 대신 의정부에는 

外事局이 설치되고 외부 건물은 통감부에 차압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이미 1월 16일 각국 주재 

일본 대표에게 2월 1일자로 주한 일본공사관 및 영사관을 폐쇄하고 서울에 통감부를, 영사관 및 

분솬 소재지에는 이사청을 개청하였다(서영희, 2003, 앞의 책,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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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초평이 자국 소속이라는 청 정부의 주장은 러일전쟁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청 정부는 압록강 하구를 조사하고 일본과의 교섭을 준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06년 10월 성경장군 趙爾巽의 청 外部에 대한

보고에서 잘 나타나 있다.

安東商埠局의 자문을 살펴보니…(중략)…東邊道臺[職道]의 조사에 따르면
황초평의 지세는 압록강 右岸으로 가깝게 치우쳐 있어 論理와 論勢가 우
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會勘을 하지 않으면 境界[界限]가 분명히 정해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盛京將軍[憲臺]께서는 外部에 咨文을 보
내어 외부에서 日本 林公使(일본의 주청일본공사 林童…필자)가 駐韓 伊藤
統監에게 속히 전보를 보내어 (통감부에서…필자) 한국 지방관을 파견하여
(청의 관원과…필자) 會同 會勘하여 曲直을 가려 줄 것을 요청하여 주시기
를 바랍니다. 또한 황초평 상류에는 大小柳(草)坪이라는 사주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필자) 大柳坪은 오랫동안 한인들
이 점령하였고 小柳坪도 작년 韓民들에게 수 십 무를 점령당했습니다. 8월
에 상부에서는 東邊道臺에게 安寬墾務局總辦 徐令芝, 安東牛馬稅委員 滕令
椿과 함께 이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독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때마
침 황초평 葦草의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30)

위의 인용문은 성경장군 조이손이 安東商埠局의 보고를 인용하여 청 外

部에 황초평의 소속과 관련하여 공동감계를 실시하고 그 소속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통감부에 조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이는 청

정부는 이 무렵에 이미 압록강 하구의 황초평은 물론 유초평에 대하여 자

국으로의 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외교 교섭을 위한 준

비까지 마쳤음을 의미한다.

성경장군 조이손의 이러한 요청에는 당시 봉천 지역 갈대밭에 대한 개

간의 진행과 청 관원들의 일본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용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만주에 부임한 청 관원들 대부분이 만주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견제를 위해 활동하였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北洋軍閥’ 출신의 徐世昌

을 비롯한 趙爾巽 및 錫良등과 程德全·姚福升·吳祿貞·宋小濂 등이었다. 이

가운데 서세창이 초대 東三省總督을 지낸 것을 비롯하여 다른 인물들도

동삼성의 고위 관직을 지냈다. 이들은 1907년 청 정부의 ‘建省改制’를 비

롯한 청 정부의 만주에 대한 개혁을 주도하였다.31) 그 과정에서 봉천 지

30) ≪자료한국독립운동≫4(2)권 <黃草坪居住韓人에 관한 盛京將軍의 報告[盛京將軍趙爾巽致外部日

人强運黃草坪葦草韓人佔大小柳坪請商日使勘界文]>(1906.10.18), 1363b쪽. 

31) 러일전쟁 이후 만주로 부임한 초대 東三省總督 徐世昌을 비롯한 청의 고위 관료들은 일본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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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갈대밭에 대한 승과도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안동상부국의 황초평

조사는 이 당시 청 정부의 갈대밭 승과를 위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진행

되었을 수도 있다.32)

이 시기가 되면 통감부에서도 압록강 국경문제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는

의견이 나온다. 1906년 5월 28일 平壤理事廳33)의 副理事官 菊池武一은 통

감부에 한국의 영토인 황초평과 유초평에 청인들이 진입하여 농경에 종사

하고 있다면서 이를 조사하여 국경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

였다.34) 그해 8월에는 용천군에 거주하는 張景彦이 압록강 맞은편 安子山

에 거주하는 청인 孫鴻賓 등이 申澤坪에 무단 침입하여 갈대를 채취하고

있다면서 평양이사청에 이들의 철수를 요청하였다.35) 그리고 菊池武一 부

이사관은 이를 다시 통감부의 總務長官 鶴原定吉에게 보고하고 통감부가

신택평을 포함한 황초평과 유초평에 대해서도 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36)

이처럼 1906년이 되면 일본과 청에서 러일전쟁 발발 때문에 그 논의가

시아 세력 견제를 위해 활동한 인물들이었다(姜沛竹, 1988 <日俄戰爭後的淸庭東北防務> ≪近代

史硏究≫3, 86쪽). 이 가운데 北洋軍閥 출신의 趙爾巽·徐世昌·錫良 등과 程德全·姚福升·吳祿貞·宋

小濂 등 인물들은 1907년 청 정부의 ‘建省改制’를 비롯한 개혁 이후 만주의 고위 관리로 부임하

여 이 지역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馬安平, 2001 <北洋集團與淸末東三

省新政> ≪中國邊疆史志硏究≫11-4 참조.

32) 1907년 5월 9일 봉천장군 조이손은 봉천 지역 재정 확보를 위하여 안동현, 수암주, 관전현 등

의 갈대밭과 강 연안 및 해안가 충적지에 대한 개간을 실시 요청을 상주하였다. 이에 앞서 조이

손은 1906년 말 우장의 갈대밭에 대한 토지측량을 실시하였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李皓, 

2009 ≪盛京將軍趙爾巽與日俄戰爭後的奉天政局≫, 北京師範大學 博士學位論文, 94-95쪽 참조).  

33)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자로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였고, 서울,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마산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지역에 이사청 설치를 결정하였다. 이사청은 통감부의 설치와 

동시에 서울,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마산 등 주요 개항지의 일본인 거주지에 설치되었

다. 1906년 9월 26일 일본은 다시 한국 내의 지방 폐정을 쇄신한다는 명분 아래 이사청 관할 

구역 내에 지청을 설치하였다. 이사청의 최초 관제에는 1명의 이사관과 2명 이상의 부이사관을 

두고 1명은 주로 법률 사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10곳 이상의 이사청에는 모두 5명의 경시와 

屬(判任), 警部(判任), 통역생(判任) 등 모두 90명을 두었다. 1906년 통감부령 9호로 다시 통감

부와 이사청에는 모두 500명의 순사를 배치하여 이사청의 권한을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1907년 

말 이사관과 부이사관 30명, 屬, 간수장, 통역생을 모두 76명으로 증원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창석, 1987 <통감부 연구―이사청의 조직과 성격을 중심으로―> ≪부산사학≫13, 

31-36쪽 참조. 평양이사청은 1905년 11월과 12월에 공포된 ≪韓國統監府及理事廳設置≫, ≪韓

國統監府及理事廳官制≫에 따라 1906년 1월 31일 진남포영사관 평양분관을 폐쇄하고 1906년 

2월 1일 평양이사청을 개설하였다(강명숙, 2005 <한일합병 이전 일본인들의 평양 침투(일본 거

류민과 평양이사청)> ≪국사관논총≫107, 183쪽).

34) ≪黃草坪關係文書(1906-1909)≫ <理 第481號>(1906.8.29), 2쪽.

35) ≪黃草坪關係文書(1906-1909)≫ <照會 第2號>(1906.8.13), 3쪽.

36) ≪黃草坪關係文書(1906-1909)≫ <理 第481號>(1906.8.29),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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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져 온 압록강 국경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러일전쟁 이전부터 한국과 청 양국이 분쟁 대상이 되어온 황

초평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루어지게 되었다. 1906년 5월부터 8월37)까지

실시된 안동현군정서 용암포파출소장 成田正38)의 압록강 하구 조사도 당

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할 수 있다.

1906년 5월 안동현군정서 군정관 高山公通은 용암포출장소장으로 부임

하는 成田正 소장에게 용암포의 歷史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하였다.39)

이에 成田正 소장은 平北 龍川과 安東縣에 용암포파출소 직원들을 파견하

여 청의 鳳凰城에서부터 한국의 신의주까지 압록강 하구 일대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成田正 소장 자신도 직접 배를 타고 압록강 하구를 답사

하면서 압록강 수로의 깊이와 폭, 통과 가능한 선박의 톤수, 薪島를 비롯

한 섬과 사주들의 有無人島 與否, 이전부터 한국과 청 정부가 분쟁을 벌

이고 있는 황초평과 유초평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였다.40)

일본은 이미 186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침략 의도로 한

반도와 그 주변 지형을 측량하였다.41) 그러나 압록강 하구에 대한 일본의

본격 조사는 러일전쟁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러일전쟁 이전 일

본 陸軍參謀部나 陸地測量部에서 작성한 지도에는 압록강 하구의 섬과 사

37) 成田正 소장의 ≪龍巖浦史≫ <序文>에 따르면 1906년 9월 26일 ≪龍巖浦史≫가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5월부터 9월까지 成田正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38) 成田正 소장의 인적 사항은 알 수 없다. 다만 육군 보병 대위로 용암포파출소장을 지낸 후 

1906년 9월 28일 일본의 관동총독부로 撤還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成田正 소장의 후임으로

는 평양이사청 警部 林和一이 부임하였다(≪龍川港案≫(奎17874), 1906년 9월 29일).

39) 成田正 著, 1906 ≪龍巖浦史≫(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경 951.84 N167t) <第1編>地理槪要, 

1쪽.

40)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1911)≫ <龍岩浦附近鴨綠江中洲大小黃草坪ニ關スル件>

   (1906.8.14.), 130쪽.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에 수록된<龍岩浦附近鴨綠江中洲大小

黃草坪ニ關スル件>등의 문서는 1911년 8월 16일 平安北道 당국이 필사하였다.  

41) 1871년 7월 28일 일본 정부는 참모국을 신설하면서 참모국의 하부 기구로 간첩대를 두어 평

상시에 지리 탐지도의 평성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였다. 이 조직은 육군 中佐를 책임자로 하

는 일본 육지측량부의 산실이었다. 주로 장교와 畵工으로 구성된 간첩대 요인들은 1872년 3월 

15일 육군성이 ‘巡檢參謀將校職務大略’을 예하부대에 하달함으로써 간첩대로서의 임무를 시작하

였다. 여기서 ‘순검참모장교’란 해외를 정찰하기 위해 현지 답사에 임하는 참모장교를 지칭한다. 

그들 가운데 조선조와 만주조는 각각 2∼3명이 하나의 조가 되어 밀정 업무를 시작하였다. 당시 

간첩대의 임무는 측량이 유일한 것이었고, 측량 이외의 업무는 문서 내용에서 밝히지 않아 의도

하여 생략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일찍부터 한반도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일본 

군부는 1869년에 조직된 참모국 간첩대를 활용하였다. 간첩대는 韓服으로 위장하고 주로 三南

地方을 정찰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영우, 2011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법

문사, 33-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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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대한 표시가 간략하다. 예를 들어 일본 육군참모부가 작성하여 1895

년부터 1900년 사이에 간행한 <軍用秘圖>에는 압록강 하구 지역이 누락

되었다.42) 이 부분은 略圖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참모본부 첩보원

들의 지도 작성을 위한 첩보 활동 경로를 보더라도 압록강 하구가 포함되

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43)

러일전쟁 이전에 작성된 <軍用秘圖>는 제작 과정이 단기간에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측량보다 ‘目測’ 즉 스케치에 의존하

였다. 따라서 일본의 첩보원들이 단기간에 압록강 하구의 다양한 섬과 사

주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1장 2절의 [그림 6]

≪朝鮮全岸≫이나 [그림 7] ≪朝鮮全岸(朝鮮西岸鴨綠江)≫등과 같이 러일

전쟁을 전후하여 작성된 압록강 하구 지도는 <軍用秘圖>와 달리 황초평

과 유초평을 포함한 압록강 하구의 섬들과 지형이 대체로 자세하게 표시

되었다. 이는 압록강 하구의 섬들을 포함한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에 의하여 알려지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1906년 成田正 소장의 압록강 하구 조사도 일본이 이전부터 한반

도에서 실시한 ‘측량침략’의 일환이자 이전에 참모부 첩보원들의 미진한

정보 활동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안동현군정서는 당시 압록강 하구 조사 목적에 대하여 “안동현군정서

管內는 한국과 境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 邦人(일본인…필자)과 점차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그 人情, 風俗, 舊慣 등을 조

사하여 그것을 世間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44)고 하였다. 成田正 소장도

“受命의 地인 용암포는 원래 戰役(러일전쟁…필자)의 訴因을 發酵시킨 곳

이다. 이에 地理를 서술하고 沿革 고찰과 現狀을 기록하여 장래를 크게

도모하려 한다”45)고 조사 목적을 밝혔다. 成田正 소장의 이러한 언급은

42) <군용비도>는 일본 육군참모부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제작한 5만분의 1 지

도이다. 정식명칭은 ‘朝鮮略圖’, ‘1次 地形圖’이다(남영우 編著, 1996 ≪舊韓末 韓半島 地形圖≫1

권 <머리말>, 성지문화사, 1쪽).  

43) 일본 육군참모부는 1886년부터 1887년까지, 1893년부터 1894년까지 장교를 파견하여 한반도

를 측량하였다. 1886년부터 1887년까지는 三浦自孝 중위와 柄田鑑次郞 소위가 2년 동안 서해

안을 정밀조사 하였다. 1893년부터 1894년까지는 倉辻明俊이 2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서울-

개성-평양-의주-구련성과 만포 및 만주를 거쳐 귀환하였다(≪舊韓末 韓半島 地形圖≫1권 <머리

말>, 4쪽).  

44) ≪滿洲軍政史≫第2卷 上(安東縣) <沿革>, 155쪽.

45) ≪龍巖浦史≫ <序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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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러일전쟁 이전부터 용암포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1903

년 5월에 발발한 ‘용암포 사건’46)에서 보듯이 러일전쟁 이전부터 용암포는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지역이었다.47)

1903년부터 한국 정부도 용암포의 전략, 경제 가치에 대하여 주목하여

“국내 통상 무역이 挽近 日增一日이온 바 압록강이 실로 서북 일대의 口

門”이 됨에 따라 용암포는 “지세가 요충이요, 항로가 편리”48), 혹은 “地接

大洋에 船路에 편리한 지역”49)이라고 용암포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

다.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2월 25일자로 外部大臣 臨時署理 李址

鎔에 의해 義州郡이 開市된 데50) 이어 한 달가량 지난 3월 23일에 외부

대신 임시서리인 의정부 참정 조병식의 명의로 용암포의 개항이 선언되었

다.51) 그리고 5월 9일자로 다시 용천과 의주에 감리서가 증설되었다. 1906

년 4월에도 龍川監理 魚允迪은 용암포가 “韓淸 交界에서 압록강의 咽喉를

점거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장래 용암포의 발전을 예상하고 용천항

의 戶口 및 상인 숫자와 중요 화물, 특산물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기도 하

였다.52)

1904년 5월 일본군이 안동현군정서를 설치하면서 압록강 맞은편 용암포

에 안동현군정서 관할의 派出所를 설치한 것도 압록강 하구에서 용암포의

전략 가치를 일찍부터 파악하였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兵站司令部가 용

암포의 군정 사무를 처리하였다. 1906년 2월 16일 안동현군정서는 용암포

를 관할 지역으로 편입시켰다가 같은 해 4월 25일에는 용암포출장소를 설

치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1일 안동현군정서가 폐지되면서 용암포파

출소도 폐지되고 모든 업무는 한국의 新義州理事廳으로 이관되었다.53)

46) ‘용암포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소령, 2004 <용암포사건에 대한 대한제국의 위기의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31 참조.

47) 김원수, 2010, <압록강 위기와 러일전쟁> ≪서양사학연구≫23, 117쪽.

48) ≪議政府來去案≫(奎17793) 제10책 <照會 第2號>(1903.11.16). 

49) ≪議政府來去案≫(奎17793) 제10책 <照會 第3號>(1903.11.19). 

50) ≪高宗實錄≫卷41 高宗 四十一年 二月 二十五日.

51) ≪官報≫第2823號(1905.5.11) <勅令 第14號>.

52) ≪龍川港案≫(奎17874) <報告書 第7號>(1906.4.19).

53) 용암포파출소가 폐지되면서 신의주이사청으로 이관된 토지는 21만 1,384평 5合이었다. 이 가

운데 宅地가 6,732평, 境地가 5만 1,488평, 墓地가 358평이었다. 나머지 6만 2,860평은 荒地, 

山林, 沼池, 도로 등이었다(≪滿洲軍政史≫第2卷 上(安東縣) <沿革>, 116-117쪽). 신의주이사청

은 1906년 11월 17일 통감부령 제44호≪理事廳의 위치 및 管轄區域 改正≫에 따라 설치되었으

며, 평안북도를 관할하였다(강명숙, 2005 앞의 논문,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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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9월까지 일본군이 점령한 용암포의 면적은 30여 만 평이었으며 당

시까지 용암포에는 일본군 약 1200명이 주둔하였다. 그리고 용암포에는

일본군 이외에도 일본인 651명, 청인 288명, 한인 57명이 거주하였다. 한

편 용암포 맞은편 大東溝는 일본군 수비대장이 군정 사무를 취급하였다.

그러나 대동구 개방 이후 여러 가지 민정 업무의 발생을 예상하고 1906년

4월 26일 出張所를 설치했다. 그러나 6월 28일 출장소를 폐지하고 헌병

조장을 주둔시켰다.54)

일본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압록강 하구 용암포의 이권을 둘러싸고 러시

아와 경쟁하였고, 러일전쟁 이후에는 안동 및 대동구를 장악하였다. 안동

과 대동구가 상부로 개방된 이후 발전하게 되자 이 지역과 일본의 이해관

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러일전쟁 이전부터 용암포에 주목하던 일본은 용

암포와 인접한 황초평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成田正 소장의 압록강 하구

조사는 일본의 압록강 하구에 대한 이해관계가 긴밀해지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成田正 소장의 압록강 하구 조사는 러

일전쟁 이후 일본의 압록강 하구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는 러일전쟁 이전부터 한국과 청의 분쟁 대상이던 황

초평에 대한 새로운 정보 수집을 위한 활동이기도 하였다.

成田正 소장은 황초평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右의 中洲(황초평…필자)를 地形上 견지에서 左岸 斗流浦의 突角과 相對합
니다. 이 때문에 鴨綠江의 河口를 我(일본…필자) 세력 범위 내로 制扼하
는데 중요지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황초평은…필자) 장
래 용암포의 경영 시설에서도 중요한 토지가 될 것입니다. (황초평의…필
자) 토지에서 나오는 蘆葭의 수익도 상당하기 때문에 유력한 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55)

위의 인용문에서 成田正 소장은 황초평의 전략·경제 가치를 장래 압록

강 하구의 장악, 용암포 경영상의 필요, 갈대의 수익 차원에서 언급하였

다. 그러나 황초평의 가장 큰 가치는 “지형의 견지”라고 하였듯이 황초평

은 위치가 압록강 하구 장악에 유리하다는 데 있었다.

成田正 소장은 자신이 작성한 ≪龍巖浦史≫에서 용암포의 장래 경영과

54) ≪滿洲軍政史≫第2卷 上(安東縣) <沿革>, 70쪽. 

55)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1911)≫ <調査ニ對スル鄙見>,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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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황초평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황초평의 중요

성은 ①용암포의 지형 가운데 平坦 敞開한 流域과 海灣에 따른 전원의 개

간 가능성, ②경의선과 연결되는 철도 부설의 편리성, ③평남 鎭南浦와 청

의 大連을 연결하는 不凍港으로서의 가치, ④용암포 일대 多獅島, 小多獅

島, 獅子島 등의 섬들에 대한 항구로서의 개발 가능성, ⑤薪島 일대 5개

내지 6개의 섬으로 구성된 盤城列島의 개발 가능성 및 어업자원 등 이었

다.56) 成田正 소장의 이러한 언급은 일본이 장래 압록강 하구 개발을 염

두에 두고 용암포를 그 중심에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

에서 장래 용암포의 港灣 건설, 어업 발전 등 측면에서 황초평의 가치를

파악하였다 볼 수 있다.

成田正 소장이 위의 ≪龍巖浦史≫에서 언급한 황초평의 전략·경제 가치

는 단순한 언급에 머무르지 않았다. 1912년부터 용암포는 목재와 쌀 수출,

안동 소재 安東縣昇日公社와 商立洋行의 출장원들 상품 거래, 大坂商船會

社의 기선 출입 등으로 전에 없던 활기를 띠었다.57) 부동항으로 이점을

살린 다사도의 개발도 추진되었다. 1910년대부터 조선총독부는 신의주가

항만으로 협소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사도에 항만 구축을 검토

하였다.58) 1936년부터 1938년까지 다사도 항만 공사가 진행되어 제1차 공

사가 완공되었다. 그 결과 다사도는 용암포, 신의주와 함께 평북 지역의

주요 항구로 부상하였다.59)

1938년 일본은 압록강 하구에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

다. 조선총독부와 만주국 관원들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 개발을 위하

여 함경북도의 羅津·雄基·淸津의 확장, 다사도, 안동 대동구에 대한 관할

문제, 다사도—신의주—안동—대동구 일대 공업지대 건설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이 논의는 1932년 滿洲國 성립 이후 일본의 ‘滿鮮一體의 國策’에

따른 것으로, 압로강 하구를 포함한 한반도 북부 지역의 항만과 공업시설

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계획 아래 남

만주 및 평안남북도의 자원과 압록강의 수력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압

록강 하구에 ‘대공업지역’을 조성한다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60) 1930년대

56) ≪龍巖浦史≫, 1-2쪽.

57) ≪每日申報≫(1912.4.30) <龍巖浦의 活氣>.

58) ≪東亞日報≫(1921.8.20) <多獅島의 築港調査>.

59) ≪東亞日報≫(1939.5.5) <多不凍港多獅島開港 國境資源 開發의 呑吐港>.

60) ≪每日申報≫(1938.10.8) <新京의 鮮滿打合會, 滿洲側에서 重大提案 多獅島、新義州兩港과 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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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행된 일본의 압록강 하구에 대한 대규모 공업단지 개발 계획은 성사

되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成田正 소장의 1906년 당시 황초평의 가치에 대

한 평가가 정확하였음을 보여 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압록강 하구를 장악하게 됨에 따라 일본의 압록

강 하구에 대한 전략·경제 이해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일본은 황초평이

그 위치상 용암포와 인접한 데다 안동 및 대동구에서 신의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황초평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황초평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 압록강 하구의 발전 계획을

염두에 두고 용암포 개발 연장선상에서 황초평의 가치에 주목하였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황초평은 1901년부터 한국과 청 정부가 그 소유권을 둘러

싸고 분쟁을 벌이던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 황초평 분쟁

에 개입할 적절한 명분이 필요하였다. 成田正 소장이 압록강 하구를 조사

하면서 황초평이 이전부터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

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3) 成田正 소장의 황초평 조사와 보고

1906년 5월부터 成田正 소장은 압록강 하구를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成田正 소장은 황초평이 이전부터 한국 소속이었거나 적어도 황초평에 대

한 연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으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成田正 소

장은 龍川郡 관아를 방문하여 공문서를 조사하고, 황초평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언까지 수집하였다.

成田正 소장은 용천군 관아를 방문하여 군수 鄭薰謨에게 여러 가지 질

문을 하고 황초평 관련 서류의 열람도 요청하였다. 그러나 3년∼4년 전

용천군의 토지대장, 租稅人의 名簿類 확인에 그치고 황초평이 한국의 소

속이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61) 황초평 분쟁의 발단에 대해서도 청

인이 말하는 同德堂 대 車項摸의 소송, 한인이 말하는 김희선과 청인 사

이의 係爭 확인에 그쳤다. 그리고 안동현 安民山 부근에서 당시 황초평의

주인이라고 하는 청인 蔡全山의 店員 房盛, 8월 20일에는 안민산 촌장 李

某, 용천군에서는 毛田里 거주 金鳳祿, 용암포에서는 張敬濟 등의 증언을

津、雄基 淸津의 三港施設及行政的管理를 港灣統制上委任要望 多獅島의 築港調査>.

61)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1911)≫, <龍巖浦附近鴨綠江中洲大小黃草坪ニ關スル>

   (1906.8.14),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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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청취하였다.

그런데 황초평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용천군 관아 방문 당시 成田正

소장의 행적이다. 1906년 7월 25일 용천군수 정훈모는 成田正 소장의 방

문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成田正 소장은…필자) ”황초평은 원래 귀국의 강토인데 지금 청인이 점령
하고 있으니, 이치상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우리도 힘을 낼 것인데 만
일 말할 것이 없다면 실로 교섭하기가 어려우니 租借 서류를 작성하여 我
民(일본인…필자)에게 付與한다면 이를 구실로 索還할 것이다”고 하였습니
다. 이에 (저는…필자) “차라리 索還하지 않을지언정 借證을 繕給할 수 없
다. 또한 이미 정부가 派員하여 조사한 것과 淸官과 교섭한 사실이 있으므
로 정부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니 돌아갔습니
다. 황초평이 원래 我國 영토라는 사실은 지형 및 學理上 모두 명확합니
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일본 등의 국가가 제작한 지도에도 我國 국경선
내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청에 讓與하여 할양한다
면 국가 영토상 실로 매우 개탄할 만한 일이기에 보고합니다.62)

위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成田正 소장은 당시 청인

들의 황초평 불법 점령을 구실로 용천군수 정훈모가 한국 정부에 황초평

을 일본인에게 租借한다는 증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成田

正 소장이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명목상 한국 정부가 황초평 조차 제

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청 정부와 교섭하여 황초평

을 한국에 반환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저의는 황초평

반환 협상을 명목으로 일단 한국 정부로부터 황초평을 조차 받고 이를 구

실로 청 정부와의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황초평을 일본의 영향력 아

래 두려 하는 데 있었다. 成田正 소장의 이러한 제안은 비록 용천군수 정

훈모의 거부로 무산되었으나 당시 일본이 황초평을 장악하기 위하여 얼마

나 골몰하였는가를 보여 준다.

위의 인용문은 이 당시 한국 정부가 영국과 일본에서 제작한 ‘海圖’에

근거하여 황초평을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정훈모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해도의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다. 다만 이

와 관련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그림 6] ≪朝鮮全

岸≫과 [그림 7] ≪朝鮮全岸(朝鮮西岸鴨綠江)≫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朝鮮全岸≫에는 압록강에서 경계 표시가 없다. ≪朝鮮全岸

62) ≪龍川港案≫(奎17874), 1906年 7月 2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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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西岸鴨綠江)≫에는 압록강을 경계로 표시하였으나 황초평 주변에는

경계 표시가 없다.63) [그림 6] ≪朝鮮全岸≫은 일본 해군성 측량과가 1904

년까지 러시아와 영국의 측량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 두 해도 이외에

이 당시 다른 해도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훈모가 위의 인용문에

서 언급한 ‘해도’는 이 두 해도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여하튼 이

러한 사실은 당시 한국 정부가 황초평을 분명한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成田正 소장이 압록강 하구 조사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황초평 관련

정보는 일본군 수뇌부와 통감부에 전달되었다. 成田正 소장의 황초평 조

사 보고서는 ≪龍巖浦史(1906)≫, 朝鮮總督府 外事局에서 작성한 문서철인

≪黃草坪關係書(1906～1909)≫, ≪國境附近 島嶼 및 沙洲에 關한 調査

(1911)≫, ≪滿洲軍政史(1916)≫의 <國境問題調査> 등에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자료는 成田正 소장이 조사를 마친 직후

에 직접 작성한≪龍巖浦史≫이다.

成田正 소장은 ≪龍巖浦史≫의 <序言>에서 1906년 9월 28일≪龍巖浦史

≫를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서 다른 자료들은 모두 ≪龍巖浦史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龍巖浦史≫는 내용상 용암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황초평 관해서는 간략하다. ≪滿洲軍

政史≫의 <國境問題調査>도 황초평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이

는 成田正 소장의 원래 목적이 압록강 하구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황초

평 관련 내용은 따로 정리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황초평

관련 내용이 가장 상세하게 수록된 자료는 ≪黃草坪關係書(1906～1909)≫

≪國境 附近 島嶼 및 沙洲에 關한 調査≫이다.

成田正 소장은 ≪龍巖浦史≫를 저술하기에 앞서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모두 안동현군정서에 보고하였다. 자료상 가장 이른 시기의 보고는 1906

년 8월 14일이다.

(安東縣 軍政官의…필자) 명령에 따라 즉시 (용암포파출소…필자) 所員을

63) 한편 1875년부터 1895년까지 일본의 측량과 러시아 및 영국의 측량을 참고하여 작성된 ≪朝

鮮全岸≫(日本海軍省 水路部, 1896)(일본국회도서관)에는 압록강 하구에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섬이 하나 있다. 위치는 정확하지 않으나 압록강 상에서 한국 영토안에 표기되어 있다. 위치상 

황초평보다 위화도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본문에서 정훈모와 成田正 소장이 언급한 해도도 

이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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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의 대안 및 용천 두 방면으로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容易하게 그 要領을 조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은 別紙
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봉황성, 의주, 신도 방면을 조사하였습니
다. 그러나 우선 서둘러 조사한 사항을 기록하여 말미에 조금 卑見을 첨부
하여 進達합니다.64)

위에서 보듯이 成田正 소장은 황초평에 대한 조사 내용을 서둘러서 상

부에 보고하였다. 이는 成田正 소장이 압록강 하구를 조사한 시점에서 한

국과 청 정부 사이에 압록강에서 국경문제가 재론되기 시작하였고, 일본

군의 만주 군정도 거의 종결이 임박하였기 때문이었다.≪黃草坪關係書

(1906～1909)≫에 따르면 成田正 소장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鴨綠江

下流의 國境問題>라는 문서로 작성하여 高山公通 군정관에게 보고하였다.

이 문서에는 “明治 39年(1906년) 前 安東軍政官 送付”라고 기재되어 있

으며, ‘1. 龍巖浦 歷史, 2. 淸韓國境調査書, 3. 淸韓境界關係交涉書類, 4. 鴨

綠江 下流에서의 國境問題’ 등의 목차로 구성되었다. 또한 ‘留意’라는 메모

가 첨부되어 있다.65) 이는 成田正 소장의 압록강 하구 조사와 이에 대한

보고가 모두 일본군의 군사기밀로 처리되었음을 의미한다.

高山公通 군정관은 成田正 소장의 보고서를 근거로 다시 <淸韓境界調

査書>를 작성하여 10월 13일 統監府의 鶴原定吉 총무장관에게 보고하였

다. 안동현군정서는 <淸韓境界調査書>를 작성하기에 앞서 義州에 다시

사람을 파견하여 황초평과 유초평에 대한 한인 관원의 의견을 청취하였

다. 그러나 안동현군정서에서는 한인 관원의 의견을 “문서로 증명이 되지

않아 漠然한 한마디의 談話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다시 안동현에 사람

을 파견하여 한국과 청 정부의 황초평 및 유초평의 교섭 관련 왕복 문서

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교섭의 顚末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取捨

하여 통감부에 송부하였다.66)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일본은 成田正 소장을 통하여 용천군 현지의 황

초평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통감부는 한국 정부가 소장하고 있던 황

초평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본은

황초평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다. 成田正 소장은 용천군 현지에서 황

64)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1911)≫ <龍岩浦附近鴨綠江中洲大小黃草坪ニ關スル件>

   (1906.8.14), 130쪽.

65) ≪黃草坪關係文書(1906-1909)≫ <鴨綠江下流ニ於ケル國境問題>, 94쪽.

66) ≪黃草坪關係文書(1906-1909)≫ <淸韓境界調査書>,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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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였으나 통감부에서는 황초평 관련 자료를 모

두 수집하였다. 일본이 황초평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다는 사실은

1920년대에 작성된 문서철 ≪日支画界問題(1922.1)≫에 수록된 황초평 관

련 <沿革略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沿革略記> 에는 종래 한청의 국경문제 전반에 대하여 설명한 ‘總說’을

비롯하여 ‘황초평의 면적과 호구’, ‘황초평과 江流의 관계’, ‘위치 및 연혁’,

‘교섭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교섭 사실’에는 당시

公文書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1883년과 1901년부터 1904년까지의 황초

평 교섭 과정, 청 관원들의 직함과 이름, 그리고 왕래 문서의 내용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67) 이러한 사실을 보건대 통감부는 이 당시에 이

미 이전부터 한국 정부가 소장하고 있던 황초평과 황초평 분쟁 관련 자료

를 모두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이후 황초평 분쟁에 대한 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통감부 시기와 일제 강점기 일본의 황초평

정책은 사실상 한국 정부의 이전 자료에 근거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이다.

≪國境 附近 島嶼 및 沙洲에 關한 調査(1911)≫의 내용 가운데 황초평

관련 부분은 <龍岩浦 附近 鴨綠江 中洲 大小黃草坪에 關한 件>이다. 이

문서는 ⑴對岸 安民山 附近에서 調査한 事項, ⑵柳草島 調査, ⑶龍川에서

調査한 事項, ㈀30, 40年 前 中洲의 狀態, ㈁6, 7年 前 裁判을 提起한 件,　

㈂韓國政府로부터의 指令 件, ⑷在龍岩浦 敬濟로부터의 聽取書, ⑸調査에

關한 鄙見, ⑹鴨綠江水流略圖68)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목차

의 내용은 成田正 소장의 황초평 조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 준다. 그리고 ≪滿洲軍政史≫의 第1章<沿革> 第8項 <國境問題調

査>69)에도 황초평 관련 내용이 있다. 여기에 조사자의 성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앞에서 언급한 成田正 소장의 보고서와 비슷한 내

용이 많다. 따라서 <國境問題調査>는 成田正 소장의 조사를 轉載하였거

67) ≪日支画界問題(1922.1)≫) <沿革略記>  185-200쪽 참조.

68)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1911)≫, 131쪽.

69) ≪滿洲軍政史≫第2卷 上(安東縣) <沿革>, 156-165쪽 참조.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

≫의 내용이 가장 상세하지만 <國境問題調査>에는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에 없는 

지도<柳草坪竝黃草坪位置圖>가 첨부되어 있다. 成田正은≪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에

도 지도를 첨부하였다고 하지만 현재 지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누락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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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육군에서 成田正 소장의 조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906년 成田正 소장의 압록강 하구 조사와 그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

서는 당시만이 아니라 이후 일본이 한국의 국경문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되었다. 1911년 4월 朝鮮總督府 總務部長官 事務取扱 外

事局長 小松綠은 ≪國境附近 島嶼 및 沙洲에 關한 調査(1911)≫을 작성하

여 總督 寺內正毅에게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압록강 및 두만강[圖們江] 가운데 있는 도서 및 사주는 그 소재 명칭이 문
서 혹은 도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에 따라서는 洪水
때마다 그 위치, 형상이 변하는 것이 있다. 이 때문에 日淸, 日露의 사이에
어느 쪽의 영토에 속하는 것인지 판명되지 않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
서 이러한 도서 및 사주의 소속에 대해서는 古來로부터의 법령 혹은 條約
中 아무런 明記가 없습니다. 다만 관행상 舊 한국의 영역이라고 인정된 것
에 불과합니다. 이에 지금 통감부 설치 이래 淸露 양국과의 국경 및 그 부
근에 관한 從來 사정, 今回 實地를 시찰한 현상을 略述하여 劉覽을 위해
보고합니다.70)

위에서 인용한 문서철 ≪國境 附近 島嶼 및 沙洲에 關한 調査(1911)≫

의수정 전 제목은 “國境에 關한 調査 및 意見”으로 그 내용은 한국과 청

및 러시아와 사이의 국경 지역인 압록강과 두만강의 도서 및 사주에 대한

보고서였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원을 파견하여 압록강과 두

만강 일대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였다.71) 이어 1912년 5월 조선총독부는

다시 두만강 국경획정과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협상을 진

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72) ≪國境 附近 島嶼 및 沙洲에 關한 調査

(1911)≫는 내용으로 보아 이 당시 조선총독부의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成田正 소장이 작성

된 황초평을 포함한 압록강 하구에 대한 보고서도 그 내용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당시 조선총독부의 관원이 압록강 하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906년에 작성한 成田正 소장의 보고서를 참조하였음

을 보여 준다. 즉 1906년 成田正 소장이 작성한, 황초평을 포함한 압록강

70)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1911)≫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書>(1911.4), 

60-61쪽.

71) ≪每日申報≫ <國境의 商況調査>(1911.10.22); ≪每日申報≫ <豆滿江流域 調査>(1911.12.5).

72) ≪每日申報≫ <劃境問題交涉>(1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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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에 대한 보고서는 1906년 당시 황초평 분쟁만이 아니라 1910년 일본

이 한국을 병합한 이후에도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 획정을 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1906년 5월부터 안동현군정서 용암포파출소장 成田正은 압록강 하구를

조사하면서 황초평이 이전부터 한국의 영토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成田正 소장은 용천군 관아까지 방문하여 황초평

관련 자료를 수색하였으나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조사 과정

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통감부와 일본 육군 수뇌부에 전달되어 이후 일본

이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문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되었다.

반면에 통감부는 이 당시 한국 정부의 황초평 관련 자료들을 모두 입수하

여 이후 황초평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점에

서 일본의 이후 황초평 분쟁 개입은 러일전쟁 이전에 있은 한국 정부의

황초평 교섭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통감부의 황초평 갈대 채취권 買入 결정과 그 과정

1) 갈대 채취권 매입의 배경

앞에서 보았듯이 成田正 소장은 압록강 하구 조사 과정에서 황초평이

한국의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成田正

소장의 결론은 황초평이 한국의 소속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었다. 成田正 소장은 자신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직 小官의 희망을 달

성할 만한 有利 確的한 證左를 얻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봉황성, 의주, 신도 방면에서 빠짐 없이 조사한 實狀에 따라 추측하건대

이상의 조사 사항 이외 본 문제를 根底로부터 좌우할 정도로 확실히 유효

한 증빙을 査覈하여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

니다”73)라고 결론지었다. 자신이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도 “상세한 진상은

憑據가 朦朧하고 거의 서로 匹似합니다. 따라서 그 理義上 所決을 하려

하나 漫言放語, 撞着矛盾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

이에서 汎索博求하여 진정한 사실을 찾으려 하였습니다만 마치 抱風捉影

73)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1911)≫ <調査ニ對スル鄙見>,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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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슷하여 그 곤란함이 이루말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74)라고 평가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成田正 소장의 압록강 하구 조사에 대한 결론이 황초평

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成田正 소장은 압록강

하구의 장악, 장래 용암포 경영상의 시설 설치, 황초평에서 생산되는 갈대

의 경제 가치라는 측면에서 황초평을 한국의 영토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황초평을 한국 영토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제시하였다.75) 우선 成田正 소장은 황초평이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

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 용암포 거주 장경제의 증언을 거론하였다. 40년

전 용암포 앞에 鯨洞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그 앞으로 흐르던 압록강을

한국과 청의 경계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를 근거로 황초평을

한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영국 해군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海圖’도 유력한 근거로 간주

하였다. 成田正 소장은 자신이 직접 그 해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서도 과거 용암포 일대를 순시하던 한국의 學部大臣과 일본 해군 예비역

少佐 출신으로 運輸部 소속 雇員이던 三浦가 본 영국 해도에는 황초평이

한국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三浦 소좌가 조사에

따르면 당시 황초평의 수로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는 내용도

황초평의 土堆가 용암포 쪽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장경제의 증언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883년 황초평 교섭에서 청 관원들이 황

초평을 한국 소속으로 인정하였다는 역사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였다.76)

成田正 소장은 청 정부와의 교섭에 대해서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상략)…현실은 그(황초평…필자) 地上에서 實權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우세를 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설령 지금 淸韓(의 입장…필자)을 바
꾸어 현재 한국에서 (황초평을…필자)을 領有하는 실권을 把握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인들은 모든 巧智로 농단하여 줄을 치고 (황초평과…필자) “가
까운 곳부터 영역을 分割한다”고 하고, ”蘆葭를 우리(청인들…필자)가 심은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장된 제언과 이유만으로는 아직
갑자기 그 洲土를 한국으로부터 割取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별지의 조사 항목에 기재된 것과 같이 外部의 훈령이라는 것이

74)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1911)≫ <調査ニ對スル鄙見>, 144쪽.

75)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1911)≫ <調査ニ對スル鄙見>, 146쪽.

76)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1911)≫ <調査ニ對スル鄙見>, 144-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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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한국 측에서도 (황초
평을…필자) 자국의 영역이라고 自認하고 그것(황초평…필자)을 한국령으
로 삼으려는 생각에 상당히 고민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상의
권리를 轉取한다는 방략에 따라 반드시 청국으로부터 그 洲土(황초평…필
자)를 割取獲得하고 그 후에 움직일 수 없는 실권을 수립한다면 후일 한국
정부가 (청 정부와…필자) 담판을 할 때에 청국측에서도 이와 같은 절대
증빙인 영국의 海圖, 일본 水路部의 해도 및, (張…필자)敬濟의 청취서를
반박할 만한 논거를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하략)…77)

위의 인용문에서 成田正 소장은 당시 상황에서 황초평의 “지상에서 실

권”을 장악하는 것, 즉 우선 어떠한 형태로든 황초평을 점령하는 것이 중

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전부터 황초평을 자국의 영토

로 삼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成田正 소장의

주장은 일단 어떠한 형태로든 황초평을 점령하고 장경제의 증언과 황초평

을 한국 소속으로 표기한 해도를 증거로 황초평이 이전부터 한국 소속이

었음을 주장한다면 청 정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통감부는 成田正 소장의 압록강 하구 조사 이후에도 다시 1906년 10월

경에 總務部 外事課 主任 겸 通譯 前間恭作을 파견하여 황초평과 유초평

을 직접 조사하게 하였다. 前間恭作 통역은 황초평과 유초평 일대를 답사

하고 <國境問題調査書>를 작성하여 통감부에 보고하였다.78) 前間恭作 통

역은 <國境問題調査書>에서 황초평의 한국 영토로의 귀속 여부가 압록강

에서 신의주 하류 지역 전체의 한국 영토로의 귀속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청 사이의 압록강 국경문제는 江의 중심을 경

계로 삼는다는 일반 관례에 반대되는 특수한 역사다고 보았다. 또한 古來

로부터 압록강의 도서와 사주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압록

강의 섬과 사주 가운데 靉河 지류 일대에 속한 것 이외에는 청의 영토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 정부와의 문서 교섭에 대

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황초평이 한국 영토라는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켜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前間恭作 통역은 “황초평의 관할권을 사실로 집행하는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유효한 수단이라 믿는다”며 통감부가 황초평을 점령

77) ≪國境附近島嶼及沙洲ニ關スル調査(1911)≫ <調査ニ對スル鄙見>, 144-146쪽.

78) ≪黃草坪關係文書(1906-1909)≫ <鴨綠江ニ於ケル國境問題>(1906.10.10), 99-105쪽. 이하 間

前恭作 통역의 황초평에 대한 의견은 이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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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인들의 반발을 무마하

기 위하여 한국 정부에서 청인들의 거주와 영업에 대한 방침을 정하여 적

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前間恭作 통역의 주

장은 成田正 소장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황초평을 점령해야 한

다는 의견과 일맥상통하면서도 청 정부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청인들

의 황초평에 대한 기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통감부는 황초평 분쟁에 공식적 개입하기에 앞서 황초평의 한국

영토로의 귀속 가능성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청 정부와의 외교 분쟁에 대

한 해결책까지 염두에 두고 황초평을 한국 영토로 삼기 위한 방법을 강구

하였다. 그리고 1906년 11월 16일 개최된 제12회 ‘韓國施政改善에 關한 協

議會’에서 통감부는 황초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

통감 伊藤博文과 한국 정부의 參政大臣 朴齊純 등 대신 6명이 참석하여

간도문제 및 황초평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에 참석한 農商工部 大臣

權重顯은 황초평이 원래 한국 영토이지만 한국 정부의 힘이 미약하여 청

정부에 힘으로 점령당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 정부가 황초

평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伊藤博文 통감에게 황초평을 “상

당히 고려하여 달라고”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伊藤博文 통감도 “알았다”

라고 하면서 황초평이 한국 소속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자

신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청 동변도대와의 담판을 위해 新義州

理事廳을 설치하여 이사관과 안동영사를 겸임하게 하겠다고 하였다.79) 통

감부가 황초평 분쟁을 전담하기 위하여 신의주이사청을 신설한 것이었다.

이어 한국 外部와 안동영사가 보유하고 있던 황초평 관련 문서도 1906년

12월 말 모두 통감부로 이송되었다.80)

79) 이 자리에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은 한국 정부가 인원을 파견하여도 공연히 분쟁만 발생하니 

차라리 황초평을 국제문제로 삼아 그 소속을 확정짓는 편이 좋겠다는 前間恭作 통역의 말도 전

하였다(國史編纂委員會 編, 1988 ≪統監府文書≫1 <韓國施政改善ニ關スル協議會第12回會議

錄>(1906.11.16), 國史編纂委員會, 264쪽). 이사청은 종래 일본의 영사가 관장하던 업무를 계승

하였다. 동시에 외교권이 박탈된 조선에서 기존에 감리가 담당하던 대외국인 관련 업무를 이양 

받았기 때문에 지위와 권한이 높고 강력하였다. 각지의 이사청은 필요한 경우 지청을 설치하여 

조선의 전국 각지를 그 관할 지역으로 분속시켜 지방 행정 권능까지 관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

다. 그리하여 이사청은 감리서 소관이던 각국 영사와의 교섭, 執照 발급 등의 업무 뿐 만이 아니

라 각지의 지방 사정을 탐지하고 일본 통치의 기초를 구축하는 일을 포함하여 한국 침략의 전초

작업을 펼쳐 나갔다(민회수, 2013, 앞의 논문, 189쪽).

80) ≪黃草坪關係書(1906-1909)≫ <鴨綠江葦洲係爭問題ニ關スル交涉資料書類進達差出ノ件>, 12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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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황초평이 위치한 평안북도 현지에서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1902년 이후 선희궁, 궁

내부, 그리고 元帥府 등의 공토 조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一進會와 결탁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 가운데 일진회와 결탁한 주민들은 각 공토의

賭租 상납을 방해하였다.81) 용천군에서도 일진회원이나 주민들이 개인 혹

은 관청이 소유한 갈대밭을 황무지라고 속여 매도하거나, 갈대를 매수하

고 나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사건이 빈발하였다. 특히 “挽延

이래로 浮雜之類가 視作利賣하여 사음을 얻어 그 욕심을 채우고 있다”82)

는 지적과 같이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이 시기에 역둔토와 같은 公土는 침

탈 집중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면 1905년 일진회원이 용천감리로부터 매입하여 경리원에 납부

하여야 할 황초평의 갈대 대금 6,000냥을 愆納하였다.83) 1906년 3월에는

용천군의 일진회원 安用官 등은 外部 파원 김상학과 결탁하여 同郡 金在

熙가 소유한 신도의 갈대밭을 황무지라고 하여 용천군의 청인에게 늑매하

였다. 이에 용천군수가 일진회 본부에 갈대밭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

고 再發 방지를 지시하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84) 이러한 사례들

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한국 정부의 행정력 약화를 틈타 발생한

공토 침탈 사건이었다. 통감부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은 한국 지배 초기에

지방 통치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용납될 수 없

었다. 이에 앞서 평양이사청의 菊池武一 부이사관이 통감부에 한청 국경

획정 협상에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1906년 5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은 황초평의 한국 영토로의 귀속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당시 청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대황초평을 포함한 황초평

전체를 한국 영토로 삼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골몰하였다. 통감부는

황초평 분쟁 처리를 위하여 신의주이사청을 신설하고 한국 정부의 황초평

81) 김종준, 2009 ≪1895∼1907년 평안도 지역 ‘軍土’의 조사 작업과 관련 분쟁≫ ≪동방학지≫

148, 285쪽.

82) ≪平安南北道各郡訴狀≫(奎19159) 제9책, 1907年 1月.

83) ≪龍川港案≫(奎17874) <報告書 第1號 原本>(1906.2.21). 1905년 외부는 편의상 황초평을 용

천감리 관할 아래 두되 세납은 이전과 같이 경리원에 납부하도록 훈령하였다(≪龍川港案≫(奎

17874) <訓令 第6號>(1905.10.17)). 당시 청인들이 대황초평의 일부를 점령하고 갈대를 채취하

면서 이를 청의 영토로 간주하였다(≪자료한국독립운동≫4⑵ <盛京將軍趙爾巽致外部日人强運黃

草坪葦草韓人佔大小柳草坪請商日使勘界文>(1906.10.18), 1363쪽). 

84) ≪龍川港案≫(奎17874), 1906年 3月 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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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를 통감부로 이관하게 하였다. 그러나 현실상 이전부터 청인들

이 대황초평을 점령하고 갈대를 채취하여 왔다는 상황은 무시할 수 없었

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황초평 점령에 따른 청인들의 반발이

나 황초평 분쟁이 외교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

었다. 한편 통감부는 을사늑약 이후 황초평 현지 주민들의 소황초평 등에

대한 공토 침탈과 세금 체납이 계속되는 상황도 해결하여야만 하였다. 통

감부는 황초평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대 채취권 매

입을 결정하였다.

2) 일본 安東領事館의 갈대 채취권 매입 착수

통감부는 1906년 12월까지 갈대 채취권 매입과 관련된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과 관련된 실무는 통감부 총무장관

鶴原定吉과 駐淸安東領事 岡部三郞이 담당하였다. 안동영사관은 안동현군

정서 관할 지역의 군정 업무를 그대로 인수받았기 때문에 岡部三郞 영사

는 황초평 분쟁을 둘러싼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85) 통

감부가 岡部三郞 영사에게 신의주이사청 부이사관까지 겸임하게 하면서까

지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진행하게 한 것은 이러한 岡部三郞 영사의

경험을 높이 샀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86) 통감부의 鶴原定吉 장관은

岡部三郞 영사와 통감부 사이의 서신 왕래를 담당하면서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하였다.

황초평 관련 자료에서 일본 정부의 황초평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이는 일본 정부가 갈대 채취권 매입 등 황

초평 관련 정책을 직접 입안하기보다 통감부나 안동영사관 관원들이 황초

평 현지의 사정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일본

외무성에서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에

서 岡部三郞 영사의 의견이 가장 최우선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岡部三郞 영사의 외무대신 林董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일본 정부의 황초평에 대한 입장을 추측할 수 있다. 1906년 11월 17일 岡

85) 군정 당시 復州·蓋平縣·海城縣·營口廳은 牛莊領事館에서, 岫巖州·安東縣·鳳凰城·寬甸縣·桓仁縣·輯

安縣·通化縣·臨江縣은 안동현영사관, 그 나머지는 봉천총영사관에서 관할하였다(≪滿洲軍政史≫

第2卷(安東縣) <沿革>, 71-72쪽. 안동영사관의 공식 업무는 1906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인

수인계 작업은 이미 5월부터 진행되었다(≪滿洲軍政史≫第2卷(安東縣), <沿革>  71쪽).

86)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所屬問題に關する件回答>(1906.11.28), 109-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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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三郞 영사는 외무대신 林董에게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황초평은 아주

작은 갈대밭에 불과하지만 압록강 하구의 수로 장악과 통제, 장래 안동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이익에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

였다. 이에 대하여 외무대신 林董은 이를 伊藤博文 통감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상략)…이에 현재 帝國 政府가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위원을 임명하고
청국 정부의 위원과 會同하여 조사한 후 본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합니
다. 또한 청국 측에서는 該島에 이해관계가 있는 청국 인민의 이익만을 오
로지 중시합니다. 그러나 수로와의 관계는 아직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봄 해빙 시기를 기다려 稅官吏를 파견하여
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
니다. 본건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結氷 이전에 바
로 청국 측이 아직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금일의 기회를
틈타 신속하게 담판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 측의 주장이
박약한 점이 있고 多少 代金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지금 該島(황초평…필
자)를 한국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急務라고 믿습니다.87)

위에서 외무대신 林董은 岡部三郞 영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청 정부가

황초평의 소속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압록강 수로에서 황초평의 중요

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서 통감부가 황초평이 한국

소속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청 정부와 신속히 협상을 개시

하여 황초평을 매입하고 한국 영토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갈대 채취권의 신속한 매입을 위하여 1906년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인원

을 파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외무대신 林董은 伊藤博文 통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서라도 황초평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까지 청인들이

황초평을 점령하고 갈대를 채취하여 왔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하여서라

도 청인들의 이러한 권리를 매입하여 외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입장은 岡部三郞 영사의 의견에서도 확인된다.

岡部三郞 영사는 갈대 채취권 매입 계획에 대하여 “관할권을 사실로 집행

하는 것이 간편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하였다.88) 그러나 갈대 채취권

87) ≪葦洲所屬係爭一件(1904.7-1910.12)≫第1卷 <鴨綠江口葦洲に關する件>(1906.11.17.), 605-

   608쪽; ≪黃草坪關係書(1906-1909)≫ <第188號>(1906.11.19), 106-108쪽.

88) ≪黃草坪關係文書(1906-1909)≫ <鴨綠江ニ於ケル國境問題>(1906.10.10), 104-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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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岡部三郞 영사의 이러한 입장은 1906년 11월 16, 17일 통감부와 일본

외무성에 보낸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本官은 어쨌든 청국 관헌 및 近藤(일본인 近藤敬政…필자)에게는 本件의
사실이 명료해지기 전까지는 양국 인민 모두 갈대의 예취를 중지할 것을
말하여 두었습니다. 본건은 該島(황초평…필자)의 주권 분쟁과 관련된 것
이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것이 물론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갈대 채취권은 중국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하나의 관례로 인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권문제에 불이익이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
문에 이때 拓植協會에 청국 인민에게 직접 교섭하게 하여 多少의 金錢을
주고 예취권을 買收하여 우선 청국 인민으로부터 아무런 불평이 없게 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주권문제에 관한 귀견을 본일 외무대신, 林
공사에게 電文합니다.89)

위에서 岡部三郞 영사는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 계획에 대하여 신중

한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는 당시 황초평이 한국 영토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황초평에서 갈대를 채취하여 온 청인들의 권리

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서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이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청 정부와의 외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拓植協會’를 내세워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능한 한 청인들의 황초평에 대한 기존 권리를 인정

하여 외교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도 황초평을 한국 영토로 만들겠다

는 계획이었다.

岡部三郞 영사는 이러한 계획 아래 1906년 12월 말부터 통감부와 협의

하여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진행하였다. 岡部三郞 영사의 계획은 갈대

채취권을 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다시 한인에게 이전하여 황초평을

점유하되 이 과정에서 황초평 소속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능한 한 피한다

는 것이었다.90) 岡部三郞 영사는 처음부터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 위에서 보듯이 岡部三郞 영사가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기

에 앞서 척식협회라는 단체가 등장한다. 척식협회는 통감부의 영향력 아

89) ≪葦洲所屬係爭一件(1904.6.22.-1907.5.3)≫第1卷 <第72號左ノ通リ鶴原總務長官及林公使ヘ電

報セリ>(1906.11.16), 609-611쪽;≪黃草坪關係書(1906-1909)≫ <淸韓境界調査書>, 95-98쪽;

≪統監府文書≫3, 91쪽. 

90) ≪葦洲所屬係爭一件(1904.7-1910.12)≫第1卷 <顚末具報ノ件)>(1907.4.9), 570-5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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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있던 단체로 통감부는, 당초 척식협회를 통하여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

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06년 11월 당시 황초평은 용천군 주민 安景夏가 일본인 嶺八郞, 北村

敬介 등과 함께 설립한 척식협회에서 경영하고 있었다. 1906년 5월 안경

하는 황초평에 식목을 하면 “國稅도 收納하고 民業도 발달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該 地段(황초평…필자)이 空間이요 公私 無碍이며 또한 외국인의

간섭이 없거든 依願 許可”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4개 항의 ‘認許規則’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91) 이어서 안경하는 황초평을 척식회사의 경영

범위에 포함시키고, 척식회사의 대표에게 용천군의 ‘교우바우公司’ 대표

近藤政敬92)과 계약을 체결하여 황초평 갈대를 채취하려 하였다. 近藤政敬

도 한인들을 이끌고 황초평으로 들어가서 ‘척식회사’라고 쓴 표지를 황초

평 곳곳에 설치하였다. 이처럼 척식협회가 황초평 갈대를 독점하려 하자

안동현 당국은 이 사실을 동변도에 보고하였고, 동변도에서는 다시 일본

안동영사관에 교섭을 요청하였다.93)

표면상 척식협회는 한인과 일본인의 합작 회사였으나 실제는 통감부의

지원을 받거나 그 영향력 아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경수와 함께

척식협회 설립에 참여하였던 嶺八郞, 北村敬介 등의 경력을 통하여 추측

할 수 있다. 嶺八郞은 宮城縣 仙臺 출신으로서 러일전쟁 이전에 변호사,

仙臺市參事會員, 東北法律學校 설립자, 對露同志會 동북지역 幹事(1897)

91) 안경하는 황초평에 식목하면 “國稅도 收納하고 民業도 발달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該 地段(황

초평)이 空間이요 公私 無碍이며 또한 외국인의 간섭이 없거든 依願 許可”를 요청하였다. 그 허

가 내용은 제1항 허가장의 典當權을 외국인에게 매도하거나 제반 간섭이 없도록 할 것, 제2항 

허가 후 1년 이내에 식목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폐지할 것, 제3항 허가장을 본국인에게 전급할 

경우 이를 농상공부에 청원하여 허가를 받을 것, 제4항 1항과 3항을 위반할 경우 허가 내용을 

시행하지 않으며 위반자는 엄중 처벌할 것 등 4개항의 ‘認許規則’을 조건으로 황초평에 갈대를 

재배한다는 ‘植木請願書를 農商工部’에 제출하였다(≪黃草坪關係文書(1906-1909)≫ <淸韓境界

調査書>, 114-116쪽). 

92) ≪黃草坪關係文書(1906-1909)≫<淸韓境界調査書>의 96쪽에는 ‘近藤セイケイ’라 기재되어 있

다. 또한 1906년 11월에 近藤政敬 등 다수의 인원이 황초평에 들어와 갈대 500∼600석을 채취

해 갔다는 내용으로 보아 ‘近藤セイケイ’는 ‘近藤政敬’와 동일 인물이다(≪統監府文書≫3, 100

쪽).  

93) ≪葦洲所屬係爭一件(1904.7-1910.12)≫第1卷 <第72號左ノ通リ鶴原總務長官及林公使ヘ電報セ

リ>(1906.11.16), 609-611쪽;≪黃草坪關係文書(1906-1909)≫ <淸韓境界調査書>, 95-96쪽. 한

편 이 과정에서 1904년 5월 사감위원으로 파견된 김상학의 관련 사실이 확인된다. 1906년 음

력 6월경 김상학은 안동지현과 회동하고 동변도대와 자신이 담판을 짓기 전까지 황초평에서 양

국 주민들의 갈대 채취를 금지하되 유초평에서의 경작만을 허용하기로 약정하였다(≪義州市案≫

(奎17873의 1) <報告書 第1號>(19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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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활동하다가 1904년 러일전쟁 때 한국으로 건너와 동양척식회사 설

립을 주도하였다.94) 北村敬介는 일찍부터 한국으로 건너와 부산을 근거지

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1905년 8월 北村敬介는 일본영사관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궁내부가 불하하던 황무지 매입에 참여하여 부산 일본인 거류지

근처의 속칭 ‘佐須土原’이라는 곳을 매입하기도 하였다.95) 통감부는 척식

협회를 통하여 갈대 채취권을 매입한다면 이는 형식상 청인과 척식협회

사이의 거래가 되어 통감부가 개입 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

이었다.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안동현군정서의 주장에 따르면 안경하 등이 일진

회와 연계되었다는 설도 있었다. 즉 안경하가 황초평을 한국 영토라고 하

면서 평양이사청에 청인들의 철수 교섭을 조회하였고, 평양이사청은 이를

다시 통감부에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경하가 황초평 문제를 통

감부에 보고한 배후에는 ‘어떤 운동가’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운동가가 바

로 일진회라는 설이었다.96) 당시 척식협회와 관련된 이러한 설들은 통감

94) 嶺八郞은 이후에도 동양척식회사의 秘書長, 調査部長과 東洋協會 朝鮮支部 幹事 등으로 활동하

였다(川端源太郞, 1913 ≪朝鮮在住內地人實業家人名辭典≫第1編, 川端源太郞, 229-230쪽). 동양

협회는 1898년 4월 일본이 원활한 臺灣 식민지 통지를 위하여 설립한 臺灣協會가 전신이었다. 

1907년 대만협회는 러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대만과 한국, 만주에까지 확

대시키기 위해 명칭을 동양협회로 변경하였다. 1907년 2월 3일 개최된 동양협회의 창립대회에

는 한국 伊藤博文 통감을 비롯하여 일본 내각의 대신, 일본 귀족원과 중의원의 의원들, 신문기

자, 실업가, 유력 정당인 憲政本黨과 政友會員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伊藤博文 통감은 

“동양협회는 현재 일본의 희망인 한국에서 일본의 세력을 부식하고 부원을 개발하기 위해 이것

을 연구하고 사람을 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최혜주, 2007 <일본 東洋協會의 식민활동과 

조선인식-≪東洋時報≫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51, 96-101면 참조). 이처럼 동

양협회는 한국을 포함한 대만과 만주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확대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다.

95) 1904년 劉達文과 李圭明이 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궁내부로부터 東萊 釜山의 ‘牧位田畓’을 불하 

받은 것이 佐須土原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개간 허가를 받자 일본인 北村敬介에게 엽전 6,000

∼7,000냥에 몰래 매각하였다. 그리고 매각 사실이 발각되어 투옥당하고, 궁내부는 두 사람의 

지권 발급을 취소하였다. 이에 주한일본공사는 北村敬介의 거래는 정당한 것이라며 한국 외부대

신에게 항의하고 궁내부가 지권을 발급하게 압력을 가하여 지권을 발급 받았다(≪大韓每日申報

≫(1906.9.8) <釜港牧土事實의 續聞>;≪駐韓日本公使館記錄≫25<釜山日人 北村이 買入한 宮內

府所屬 佐須土原에 대한 地契發給催告>, 294쪽. 1905년 11월 北村敬介는 한국 통감 伊藤博文이 

일본 樞密院議長 자격으로 한국 방문 당시 부산에 들렀을 때 부산 거주 일본인 거류민회에서 개

최한 환영회에 日本居留民會 議員 겸 商業會議所議員 자격으로 참석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

錄≫25 <別紙2 伊藤大使 往復日誌>, 194쪽). 이후 北村敬介는 1912년까지 일본 58은행 지점장

을 지낸 후 부산으로 전직하였다(≪每日申報≫(1912.4.3) <來人去人>).

96) ≪黃草坪關係文書(1906-1909)≫ <淸韓境界調査書>, 94쪽. 일진회는 황무지 개간을 목적으로 

‘國民農業會社’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 洪肯燮이 안동현영사관을 통하여 奉天省 

巡撫(원문에는 ‘安東省長’)가 한국 소속 황초평을 청인들에게 불법 대부하였다고 소송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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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일본인과 한인들에게 척식협회를 조직하고 척

식협회를 이용하여 황초평 분쟁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척식협회가 통감부의 지시를 어기고 청인들과 담합하여 황초평

의 갈대를 채취하다 발각되었다.97) 岡部三郞 영사는 청인들이 황초평에서

계속 갈대를 채취할 수 있게 하면 갈대 채취권 매입에 지장이 있다고 판

단하고 황초평에서의 갈대 채취를 금지하였다. 통감부는 척식협회가 청인

들과 담합하여 황초평의 갈대를 채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척식협회가

식목권 발급 당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척식

협회의 식목권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안경하 등이 갈대 채취

권 매입보다 황초평 갈대 수익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으로 보인다.98) 이어

서 통감부는 갈대 채취권 매입을 척식협회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99)

1906년 12월 말부터 통감부는 岡部三郞 영사의 주도 아래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에 착수하였다. 통감부의 원래 계획은 한인과 일본인의

합작회사인 척식협회를 내세워 갈대 채취권을 매입한다는 것이었다. 통감

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황초평 갈대 채취권의 매입을 한국과 청의 민

간인 사이 거래로 가장하고 통감부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러

한 사실은 당시 일본이 황초평을 한국의 영토로 삼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

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감부는 척식협회가

황초평에서 갈대 채취 금지 방침을 어기고 갈대를 채취하다 발각되자 척

식협회의 식목허가권을 취소하고 岡部三郞 영사의 주도 아래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에 착수하였다.

고 한다(≪黃草坪還付出願釋明書≫ <聽取書>).

97) ≪黃草坪關係書(1906-1909)≫, <□□□□39號>(1906.12.7), 118쪽. 

98) ≪黃草坪關係書(1906-1909)≫ <暗號>(1907.1.28), 141쪽;≪統監府文書≫4 <暗號>(1907.1.

   28), 39쪽. 岡部三郞 영사는 척식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명목 아래 이익에 눈먼[餓利] 邦人들이 

공상적으로 該島(황초평…필자)에 침입하였다”면서 “실제 多少의 失費를 부담한 자는 小川光藏 

1명”(≪黃草坪關係書(1906-1909)≫ <機密金送付ノ件>(1908.5.8), 329쪽)이었다고 하였다. 

99)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所屬問題に關する件回答>(1906.11.28.), 110쪽;≪沿境

問題≫ <黃草坪所屬問題に關する件回答>(1906.11.28),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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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황초평 분쟁의 귀결과 압록강 국경문제

1. 일본 安東領事館의 갈대 채취권 매입 시도

1) 淸人 孫景堂의 저항과 갈대 채취권 매입의 차질

통감부는 1906년 11월 ‘시정개선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이라는 형식

을 빌려 황초평 분쟁 개입을 결정하였다. 이후 신의주이사청을 신설하고

안동영사관의 岡部三郞 영사에게 신의주이사청 부이사관을 겸임하게 하는

등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외무대신 林董의 신속하게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는 의견

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렇게 하여 갈대 채취권 매입을 위

하여 일본 정부—통감부—안동영사관의 협력 관계가 형성된 셈이었다. 여

기에서 현장 실무 책임자는 岡部三郞 영사였다.

岡部三郞 영사는 통감부와의 협의를 거쳐 1906년 12월부터 황초평의 갈

대 채취권 매입 작업에 착수하고 그 경과를 통감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

였다.

客年 12월 중 拙官(岡部三郞 영사…필자)은 本件(黃草島 분쟁…필자)에 관
하여 특별히 出府의 명을 받고 몸소 面諭를 받들어 大體의 方針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영사관으로 돌아온 후 다시 前後의 관계와 장래의 계획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충분히 신중한 태도로 드디어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當館(안동영사관…필자)의 청국 관계 사무를 담임하게 한
野口 兼任屬에게 직접 그 운동의 임무를 적극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
고 拙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이에 개입하여 指示 開導하였습니다. 혹
은 중간에서 지난 1월 27일부 전보로 葭葦 채취권 매수 가격의 增額 및
운동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상신한 것에 대하여 허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
다.1)

위에서 보듯이 岡部三郞 영사는 통감부와 갈대 채취권 매입 계획에 대

1)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ニ關スル運動將ニ不成功ニ終ラシトスル情勢ニ入到リ

  タル顚末具報 ノ件(이하 ‘顚末具報 ノ件’)>(1907.4.9), 145쪽. 동일한 제목의 문서가≪葦洲所屬係

爭一件(1904.7-1910.12)≫第1卷, 570-581쪽에 수록되어 있지만 인쇄 상태가 고르지 않아≪黃草

坪關係書(1906-1909)≫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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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협의하고 안동영사관으로 돌아와 갈대 채취권 매입을 위한 사전 준

비에 착수하였다. 岡部三郞 영사와 함께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는 外務書記生 兼任 新義州理事廳屬(이하 ‘兼任屬’) 野口

多內였다.2) 野口多內 겸임속은 1906년에는 안동영사관 開館事務擔任으로

안동영사관에 근무하고 있었다. 신의주이사청이 신설될 때는 그 屬을 겸

임하면서 開廳 사무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안동과 신의주의 규모 획정에

도 참여하였다.3) 이러한 점에서 野口多內 겸임속은 압록강 일대 안동현과

신의주의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岡部三郞 영사가 자신의 임무를 “指示 開導”라고 하였듯이 野口多內 겸

임속이 현지에서 갈대 채취권 매입과 관련된 정보 혹은 상황을 보고하면

岡部三郞 영사는 이를 수합하여 통감부, 외무성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였

다. 岡部三郞 영사는 비밀 유지를 위하여 안동현 현지에서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협력한 청인 王化成을 고용하여 황초평 주주들과의 교섭을 담당

하게 하였다.4)

岡部三郞 영사의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은 1907년 5월 3일 안동영사가

일본의 외무대신, 주청일본공사, 통감부의 鶴原定吉 총무장관에게 갈대 채

취권 매입 교섭을 ‘일시 중단’을 공식 건의할 때까지 약 5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5) 이에 앞서 岡部三郞 영사는 4월 9일자 보고서에서 “실제 여력을

남김없이 奮躍 健鬪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初料에 예상하지 못한 困

難에 遭逢하여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情勢에 이르렀습니다”

2) ≪黃草坪關係書(1906-1909)≫ <報告書>(1907.11.20), 249쪽. 자료상에 보이는 野口多內의 직

책 ‘兼任屬’은 약칭이다.

3) 野口多內는 1876년 新瀉縣 출신으로, 1897년 외무성 유학생 시험에 합격하여 北京에 유학했다. 

  1900년 義和團의 亂 당시 북경 일본공사관에서 농성하였으며, 당시 교민단 대장으로 의용군에 참

전하였다. 野口多內는 이 기간에 안면 부상을 입고 이후 북경공사관에 근무하였다. 1902년 福建

省 福州領事館 근무 중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발틱 함대의 대만해협 통과를 감시하였다. 1909년 

외교관을 사직하고 실업계에 투신하여 1916년 南滿洲太興合名會社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15

년 동안 天□鐵道, 老頭溝 탄광, 弓長嶺 철광, 도문강 국제철교 등 太興合名會社 경영과 관계된 

거의 모든 사업에 간여하였다. 1930년부터 奉天居留民會長, 全滿朝鮮人民會聯合會長 등을 역임하

였다(≪野口多內履歷書≫(CJA0002342)(국가기록원 소장)).

4) ≪黃草坪關係書(1906-1909)≫ <顚末具報ノ件>(1906.12.7.), 150쪽. 그리고 野口多內 兼任屬과 

  함께 岡部三郞 영사의파견원 ‘요우카세이[ヨウカセイ]’이도 등장한다(≪葦洲所屬係爭一件

(1904.6.22-1907.5.3)≫第1卷 <受電 第4139>(1906.12.19.), 586쪽)는데 이는 ‘王化成’의 일본식 

발음으로 양자를 동일인으로 보았다. 

5) ≪葦洲所屬係爭一件(1904.6.22.-1907.5.3.)≫第1卷<黃草坪問題ニ關スル紛爭一時中止ニ至リシ顚

  末禀報>(1907.5.3), 562-5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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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이 보고에 따르면 岡部三郞 영사는 이미 1907년 4월부터 갈

대 채취권 매입 작업의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岡部三郞

영사는 1906년 12월 말부터 1907년 4월까지 약 3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에 청인들을 상대로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진행한 셈이었다.

岡部三郞 영사는 갈대 채취권 매입을 3시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1

기는 野口 겸임속 및 岡部三郞 영사의 파견원들이 안동현의 청인들과 접

촉하면서 황초평의 가격 및 청인들의 동향 등을 탐색하던 시기였다. 1906

년 12월 12일 岡部三郞 영사는 외무대신 林董에게 황초평 갈대 채취 건과

관련하여 그날 안에 자신이 파견한 密使가 안동으로 돌아올 예정이기 때

문에 2, 3일 안에 갈대 매입 가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12월 14일 岡部三郞 영사는 통감부의 鶴原定吉 총무장관에게 통감부가 지

불할 수 있는 매입 가격을 문의하였다.6) 그리고 아직 갈대 채취권 매입

가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청인을 통하여 탐문 중이라는 암호 電文을 보내

었다.7)

그런데 12월 19일에도 통감부의 鶴原定吉 총무장관은 岡部三郞 영사에

게 “(황초평 갈대의…필자) 刈取權을 年限付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絶對

매수의 의미로서 大至急으로 權利者의 內意를 탐문하여 대략의 가격을 말

해 달라”8)는 電文을 보내었다. 鶴原定吉 총무장관의 이러한 반응은 왕화

성이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는 대신 10년 혹은 3년을 기한으로 매입하여도

지장이 없는가의 여부를 문의하여 왔기 때문이었다.9) 이러한 상황은 안동

현 현지에서의 갈대 채취권 매입 교섭이 순조롭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한

다.

당시 황초평의 갈대 채취권은 청인 여러 명이 그 권리를 분할하여 소유

하고 있었다. 즉 황초평 갈대 채취권은 25개주의 ‘柱式’으로 분할되었고,

여러 명이 한 주의 주식에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청인 ‘權利

者’ 34명이 갈대 채취권 권리를 분할 소유하였다.10) 더욱이 황초평 주주들

6) ≪黃草坪關係書(1906-1909)≫ <暗號>(1906.12.8), 119쪽.

7) ≪黃草坪關係書(1906-1909)≫ <暗號>(1906.12.14), 120쪽;≪沿境關係≫ <電受(暗號)>

   (1906.12.24), 78쪽. 

8) ≪沿境問題≫ <電發暗號>(1906.12.19), 78쪽.

9) ≪葦洲所屬係爭一件(1904.7-1910.12)≫第1卷 <受電 第4139>(1906.12.19), 586쪽.

10) 황초평 주주 36명의 명단은≪黃草坪關係書(1906-1909)≫ <別紙 第1號>(1908.4.9.), 321-322

쪽;≪葦洲所屬係爭一件(1904.7-1910.112) 第2卷 <黃草坪問題ノ終決之件 別紙第1號>, 356-357

쪽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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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동현의 大弧山, 대동구 등과 안동현 주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岡部三郞 영사의 파견원들은 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

는 대신 황초평 주주들의 ‘總支配人’이라고 하는 孫景堂(혹은 ‘孫敬塘’)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주들로부터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려 하였다. 이는

손경당이 갈대 재배로 수십 만원의 재산을 축적한 인물로서 황초평 주주

들 사이에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11)

그런데 문제는 손경당이 岡部三郞 영사 등의 협조 요청에 순순히 응하

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岡部三郞 영사의 파견원들은 손경당을 만나 그를

설득하려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오히려 손경당은 안동영사관 파견원들에게

황초평이 완전히 중국의 영토이며, 한인과 일본인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

라며 저항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손경당의 저항으로 그의 영향력을 이용

하여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려 한 岡部三郞 영사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

었다.12) 앞에서의 岡部三郞 영사가 4월 9일자 보고서에서 “初料에 예상하

지 못하였던 困難”에 직면하였다는 상황도 이러한 손경당의 반발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화성은 次善策으로 3년 혹은 10년 단

위로 하는 갈대 채취권의 매입 여부를 岡部三郞 영사에게 타진하였고, 이

에 대하여 鶴原定吉 총무장관은 원래의 계획대로 갈대 채취권 매입을 진

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손경당의 저항으로

갈대 채취권 매입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실무자들 사이의 일

종의 불협화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12월 22일 안동영사관은 청인들에게 막연하게 갈대 채취권의 매입 가격

을 문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청인 주주들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황초평

은 결국에는 일본의 소유가 될 것이므로 차라리 이번 기회에 갈대 채취권

을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설득하자는 현지 파견원의 보고를 岡部三郞 영

사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 파견원은 당시 상황에서 갈대 채취권을 매

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70∼80% 정도라고 하였다. 한편 왕화성도 1907년

11)≪葦洲所屬係爭一件(1904.7-1910.12)≫第1卷 <顚末具報ノ件>(1907.4.9), 573쪽).  

12) 또한 손경당은 동변도대와 안동지현 등이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어 신문을 하려 하자 이들을 꾸

짖으면서 “(황초평 문제에 대하여…필자) 日韓人의 위압을 두려워한다면 청국 관헌은 무엇을 위

하여 (淸…작성자) 인민의 조세를 먹는가. 나는 이미 늙었고 餘命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나아가 

청국 이권을 위하여 옥중에서 죽을 것이다”라면서 청의 관원들을 꾸짖었다. 이에 동변도대나 안

동지현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한다(≪黃草坪關係書(1906-1909)≫ <顚末具報ノ件>(1907.4.9),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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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대 수확량 절반을 황초평 주주들에게 분배한다면 갈대 채취권 매입

가격은 1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13)

또한 황초평 부근에 파견된 안동영사의 파견원은 청 관원이 이미 황초

평 문제에 주목하여 開墾局의 事務總辦이 주주들과 황초평 매입을 상담하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하고 우선 청인의 명의로라도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

고 그 권리를 다시 한인이나 일본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문의

를 하였다.14) 이는 손경당의 반발로 갈대 채취권 매입 계획이 뜻밖의 난

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청 관원도 황초평 매입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갈

대 채취권 매입 계획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

12월 25일 岡部三郞 영사는 통감부의 總務部 外事課長 鍋島桂次郞에게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왕화성의 황초평 문제에 관한 內報에 따르면 “(황초평의…필자) 권리자는
多數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들이 (갈대 채취권을 매각하게…필자) 승인
하는데 성공하기 위하여 아직 어느 정도의 日字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
간국 徐 總辦은 近頃 荒蕪地 整理를 명분으로 황초평의 토지에 대해서도
1畝에 2테이루(원문…필자) 5錢의 가격으로 인민에게 다시 매각하여 지권
을 발급하려 합니다. 그러나 人民(청인…필자) 가운데에는 이미 불확실하
나마 지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있어 徐의 희망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만일 우리가 前記의 가격으로 淸國人 혹은 會社의 명의로
該島(황초평…필자) 토지를 買收한다면 그것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갈대 채취권도 徐의 盡力 때문에 그 轉換도 용이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該島(황초평…필자)의 매수가 어떨까 하
고 문의하려고 생각합니다. 토지 매수의 일은 장래 주권 소속을 다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갈대 채취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捷徑
이라고 생각됩니다. 可否를 至急으로 回訓을 부탁합니다. 또 총판은 우리
의 계획에 대해 조금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보고하였
습니다.15)

위 岡部三郞 영사의 보고는 청 開墾局 ‘徐總辦’이 황무지 정리를 구실로

황초평을 매각하고 지권을 재발급하려 하여 이전부터 地券 없이 황초평의

갈대 채취권을 소유하고 있던 청인들은 자신들의 권리 상실을 우려하여

서총판의 황초평 매각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岡部

13)≪統監府文書≫3 <黃草坪 蘆草收穫權 買入을 위한 密使派遣 承認의 件>, 99쪽.

14) ≪統監府文書≫3 <黃草坪 蘆草收穫權 買入을 위한 密使派遣 承認의 件>, 99쪽.

15) ≪統監府文書≫3 <黃草坪 蘆草收穫權 買入 與否 請訓의 件>(1906.12.25), 99-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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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郞 영사는 당시 황초평 주주들이 청 정부가 자신들의 황초평에 대한 권

리를 몰수하려는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청 개간국에

서 제시한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황초평 소유권까지 매입하여야 하지만

우선 외교 분쟁의 가능성 때문에 갈대 채취권만이라도 매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통감부는 1906년 12월경부터 안동영사관 岡部三郞 영사의 책임 아래 안

동현 현지에서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을 진행하였다. 岡部三郞 영사의

원래 계획은 황초평 주주 가운데 유력한 인물인 손경당을 회유하여 청인

들에게 갈대 채취권을 매각하도록 설득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岡部三郞

영사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손경당의 저항으로 갈대 채취권 매입이 난관에

부각치자 손경당을 압박하기 위하여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서 활동한 玄

洋社 출신 柴田麟次郞 등을 끌어들였다. 그 결과 岡部三郞 영사의 갈대

채취권 매입 계획은 폭력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 柴田麟次郞의 개입과 갈대 채취권 매입 중단

앞에서 보았듯이 岡部三郞 영사의 갈대 채취권 매입 계획은 예상치 못

한 손경당의 저항으로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에 岡部三郞 영사는 “청인들

을 壓服하여 事態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한편 은

밀하게 청국인으로부터 (황초평의 갈대 채취권을…필자) 買收하는 계획을

강구하겠다”16)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

여 玄洋社 간부 출신으로 러일전쟁 당시 ‘滿洲義軍’17)에서 활동한 대륙 浪

人 柴田麟次郞(1877∼1956)18), 野中宇一19) 등 일본인을 끌어들였다.

16) ≪黃草坪關係書(1906-1909)≫ <顚末具報ノ件>(1907.4.9), 573-574쪽.

17) 의군은 일명 ‘花大人’이라 불리던 일본 육군 少佐 花田仲之助가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군의 후방 

교란과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조직한 諜報部隊였다(山名正二 著, 1942 ≪滿洲義軍≫, 日刊滿洲

東京出版社, 86쪽).

18) 柴田麟次郞은 자료에 따라서는 ‘柴田鱗次郞’이라고 하지만 이는 誤記이다. 그의 兄 柴田又十郞

도 현양사에서 활동하였으며 <玄洋社員名簿> 37쪽에는 1956년 9월 80세로 사망하였다고 나온

다(石瀧豊美, 2010 ≪玄洋社·封印された實像≫, 海鳥社).≪滿洲義軍≫에서는 柴田麟次郞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福岡 현양사 출신의 간부이다. 1877년 1월 福岡에서 출생하였다. 1893년 中學 修猷館을 중퇴하

고 豊國炭坑에서 製圖, 測量術을 연구하였다. 1896년에는 東京修學院, 工手學校 등에서 수업하

였다. 1899년 7월에는 農商務省海外實業 練習生이 되어 揚子江 연안을 시찰하였다. 1900년 同

文書院에서 中支 방면의 연구에 힘썼다. 의군에 가입하여서는 勇敢果敢한 동작을 보여 주었다. 

義軍은 堿廠을 점령하고 나서 부근의 산에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런데 이는 柴田이 

제일 먼저 부하를 독려하여 壕를 구축하였으므로 당시 ‘柴田山’이라 불렀다. 러일전쟁 이후 功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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柴田麟次郞이 황초평 문제에 개입하게 된 직접 동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1908년 2월 갈대 채취권 매입 계약이 성립되고 신의주이사청 부이사

관으로서 이사관대리를 맡았던 三穗五郞 부이사관이 안동영사관에 제출한

柴田麟次郞에 대한 ‘기밀수당’ 2,000원의 지불 요청서에서 그 배경을 추측

할 수 있다.

생각하건대 當初 岡部三郞 理事官이 柴田麟次郞으로 하여금 갈대 爭奪의
生死修羅場에 투신하게 한 것은 완전히 國家問題라는 고상한 미명 아래
그 호기심을 발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굳이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쟁탈로부터 발생하는 갈대 매각 대금[葦價]만을 이득으로 삼
았습니다. 그리하여 장래 본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본 문제에 관한 권리
및 이익의 획득에 진력하겠다는 내용을 柴田에게 聲言한 일도 있습니다.20)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柴田麟次郞을 황초평 분쟁에 끌어들인 당사자는

岡部三郞 영사이었음을 알 수 있다. 岡部三郞 영사는 우선 “국가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柴田麟次郞의 功名心과 義俠心을 자극하였다. 여

기에 岡部三郞 영사는 황초평이 한국 영토가 된다면 황초평의 갈대를 매

각한 대금을 보수로 지급할 것이며, 柴田麟次郞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

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즉 柴田麟次郞은 일종의 공명심과

황초평 분쟁이 해결되면 그 대가로 받게 될 2,000엔의 기밀수당에 이끌려

황초평 문제에 개입한 것이었다.

柴田麟次郞은 러일전쟁 당시 만주의군에 협조한 馬賊을 사주하여 황초

평에 갈대를 채취하러 들어온 청인들을 습격하게 하였다.21) 岡部三郞 영

으로 勳6等 單光旭日章을 받았다. 그는 중국의 혁명 지사들과 왕래하면서 중국의 혁명 운동을 

원조하였다. 그리고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이상실현을 위하여 奔走하였다. 1942년 당시 동경

에 거주하면서 변함없이 이 목적을 위하여 盡瘁하고 있다(山名正二 著, 1942, 앞의 책, 277쪽).

   柴田麟次郞은 의군의 결성 당시부터 활동한 ‘血盟 16士’ 가운데 한 명이었다(山名正二 著, 1942, 

앞의 책, 86-87쪽).

19)<滿洲義軍日本人幹部及部員一覽>에 總統本部의서 本部附로 陸軍通譯으로 되어 있다(山名正二 

著, 1942, 앞의 책, 678쪽). 또한≪東亞先覺志士記傳≫(葛生能久 著, 1933 ≪東亞先覺志士記傳

≫下, 黑龍會, 822쪽)에 長崎 출신의 ‘野中右一’이 있는데 野中宇一과 동일인으로 짐작된다. 그러

나<玄洋社員名簿>(石瀧豊美, 2010, 앞의 책)에서는 野中宇一, 野中右一 등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20)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一進會對柴田ノ契約先後ニ關スル件>(1908.2.26), 

278-279쪽. 한편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제목 미상의 1908년 4월 6일자 문서에는 “완전히 國家

問題라는 고상한 미명 아래 그 義俠心을 발동시킨 것”이라 하였다.  

21) 馬賊의 大頭目 楊二虎는 러일전쟁 때 일본군이 堿廠에서 승리한 이후 의군의 존재가 알려지자 

의군에 가담하였다. 양이호가 청의 自衛民兵 조직을 지휘하였다는 사실(石瀧豊美, 2010,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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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안동영사관의 일본군을 동원하여 황초평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청인들을 위협하였다. 이에 앞서 岡部三郞 영사는 일본인 片桐 某 등에게

韓人 100여명을 이끌고 황초평에 들어가 갈대를 채취하러 온 청인들을 쫓

아 내기 위하여 청인들의 오두막을 습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

려 청인 인부 300명이 낫 등을 들고 협박하자 겁을 집어 먹고 도주하였

다. 이에 다시 岡部三郞 영사는 柴田麟次郞과 野中宇一 등에게 “비밀리에

부탁”하여 다시 한인 100여명을 이끌고 가서 무력을 행사하여 청인들을

협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한인들이 총기를 든 청인들의 저항에

부닥쳐 모두 도주하자 岡部三郞 영사는 안동현 수비대장 富田 少佐와 함

께 일본군 2개 중대를 동원하여 군사 훈련을 구실로 황초평에서 기관총

사격을 실시하고 인부들의 오두막을 모두 징발하였다. 그리고 청인 인부

들을 황초평 밖으로 내쫓고 만일 다시 들어온다면 실탄 사격의 피해를 볼

것이라며 협박하였다.22)

한편 1925년 5월 26일자 ≪每日申報≫는 황초평과 관련한 현양사 출신

들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此島(황초평…필자)가 조선의 □地로 확정되기는 日露戰爭 종식한 후 未
幾이었던 당시 干戈를 己收하고 風雲이 己霽하였다 하되 鮮晩의 野에는
오히려 醒風이 未收하였다. 그 때 戰時에 花田 中佐가 영솔하였던 義軍이
중견이 되어 압록강 연안의 마적과 相交하여 함께 활약을 試하던 幾千百
人의 중에는 玄洋社 一派의 豪傑輩도 있었다. 이들 豪傑의 一團은 頭山滿
씨의 명령에 의하여 更히 만주에 잔류하게 되었다. 其中에는 龍山瑞龍 禪
師로 今에는 已爲 入寂한 竹田端巖, (판독불가), 竹田某와 野田大塊翁의 甥
野田某 등 豪□ 無此의 志士로 자임하던 諸氏는 時의 奉天總領事의 의뢰
를 受하여 同島 황초평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록강 하구로 향하여 發
程케 되었다.23)

위의 ≪每日申報≫ 기사는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는 황초평 관련 자료 이외에 현양사 간부 출신 일본인들의 황초평 분쟁

개입 사실을 언급한 자료이다.24) 다만 황초평 분쟁에 개입한 인물들에 대

책, 208쪽)로 보아 柴田麟次郞이 동원한 마적은 양이호일 가능성도 있다.

22) ≪黃草坪關係書(1906-1909)≫ <顚末具報ノ件>(1907.4.9), 147쪽.  

23) ≪每日申報≫(1925.5.26) <鴨綠江 下流 國境의 朝鮮領 黃草坪(上) 鐵槍 呻吟의 支那富豪와 張

作霖의 橫暴無道, 中野氏의 運動을 果何>.

24)<玄洋社員名簿>(石瀧豊美, 2010, 앞의 책)에서 ‘竹田乙麿’, ‘竹田祿之助’가 확인되나,  竹田乙麿

는 1918년, 竹田祿之助는  1963년에 각각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서 여기의 ‘竹田某’라는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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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柴田麟次郞과 野中宇一 등이 아니라 ‘竹田 某’와 ‘野田 某’ 등을 언급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每日申報≫의 이러한 기사는 적어도 이

당시 현양사로 출신으로서 만주의군에서 활동한 일본인들이 어떠한 형태

로든 황초평 분쟁에 개입하였음을 의미한다.

岡部三郞 영사가 일본군을 동원하여 황초평에서 청인 인부들을 쫓아대

고 집까지 징발하는 등 손경당을 압박하였으나 손경당은 계속 저항하였

다.25) 이에 岡部三郞 영사는 청인 인부들을 협박하는 한편 채취한 갈대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황초평에서 물러나게 하고 한인들을

황초평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나 岡部三郞 영사는 당시 황초평을 둘러

싼 이러한 상황이 자신의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손경당의 인부들이 일본인 大久保善彦, 宇土照

造과 한인 인부들을 감금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岡部三郞 영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不幸中 多幸이라고 할 만한 사건”26)이라고 하면서 岡部三

누구인지 알 수 없다(石瀧豊美, 2010, 앞의 책,  42-43쪽). 또한 <玄洋社員名簿>에서 ‘野田’이

라는 성을 가진 인물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野田大塊는 1892년경부터 井上馨, 伊藤博文 

등 일본 정계의 실력자들과 知人 관계였다. 1895년 한국에 온 이후 1906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창립위원,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창립위원 및 감사, 1914년 동양척식회사 부총재 등을 역임

하였다(坂口二郞, 1929 ≪野田大傀傳≫, 野田大傀傳刊行會, 885-891쪽). 한편 ≪每日申報≫에 

따르면 竹田과 野田의 일행은 황초평으로 들어가 청인들의 갈대 채취에 항의하다가 충돌을 일으

켜 淸兵 150명에게 체포되어 안동현으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의군 출신으로 花田의 부하

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의 관원들은 후환을 두려워하여 이들을 봉천으로 호송하였다. 그러나 

호송 도중에 野田은 청군들과의 충돌 도중에서 입은 타박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이에 청 정

부는 폭행자의 처벌에 대한 약속과 배상금 40만원을 지불하는 한편 황초평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하였다고 한다(≪每日申報≫(1925.5.27) <鴨綠江 下流 國境의 朝鮮領 黃草坪(下)>). 그러나 이러

한 내용은 ≪每日申報≫에만 기재된 내용이다. 그리고 柴田麟次郞 등이 황초평 문제에 개입하던 

때보다 20년 가까이 지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기사의 신빙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25) 일본군은 손경당의 가옥을 몰수하며 그를 협박하였으나 손경당은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일본군

에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라고 일본군을 힐난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60여 년이나 살

았으므로 여생이 두렵지 않으므로 황초평과 생사를 함께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황초

평은 타인의 손에 속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黃草坪關係書

(1906-1909)≫ <顚末具報ノ件>(1907.4.9), 148쪽). 

26) 안동현 거주 일본인 大久保는 사업차 안동현의 대호산으로 가는 도중에 황초평 문제에 간여하

고 있던 宇土와 함께 황초평을 방문하였다. 때마침 손경당이 집에 있었다. 이 때 “言語의 行爲 

때문에 쌍방이 憤激”하자 손경당은 30여명의 인부들에게 大久保善彦과 宇土照造는 물론 동행하

였던 한인 2명까지 포박하였다. 이어서 “심한 학대와 모욕[凌虐]을 가한 후 안동현으로 호송하

여 동변도대에 인계하였다. 그러나 동변도대는 이러한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즉시 

大久保 등을 석방하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岡部三郞 영사는 새벽에 野口多內 겸임속과 外務 通

譯生 三浦稔에게 순사를 동변도대 관아에 파견하여 손경당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에 동

변도대는 손경당과 大久保 일행을 억류한 청인 인부 9명을 체포하여 안동지현 衙門의 감옥에 투

옥하고 이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이 사이에 岡部三郞 영사는 자신들이 황초평 문제에 개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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郞 영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의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였다.

岡部三郞 영사는 이 감금 폭행 사건의 원인을 “言語의 行違로 雙方이

憤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자료상 그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안동

영사관 직원들이 신속하게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岡部三郞 영사가 배후에

서 사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1908년 5월 신의주이

사청 三穗五郞 부이사관은 갈대 채취권을 매입이 성사된 이후 통감부에

기밀비에서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에 도움을 준 인물들에게 기밀 수당 지

급을 요청하였을 때 폭행 사건 연루자인 野中右一, 宇土照造 등도 포함시

켰다. 그러나 岡部三郞 영사는 野中右一, 宇土照造 등이 “최초 柴田麟次郞

등과 함께 공동으로 운동에 착수하였을 당시 이미 小官으로부터 상당한

운동비를 지급받은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지급할 기밀수당 400

엔에 대한 지급 요청을 삭제하였다.27)

또한 안동영사관 직원들은 사건이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개입한 점도 의문스럽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인 인부들의 일본인

감금 폭행 사건은 岡部三郞 영사가 당시 손경당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갈대 채취권 매입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野中宇一, 宇土照造 등의 일

본인들을 사주하여 청인들을 도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岡部三郞 영사는 일본인 등 감금 폭행 사건으로 손경당이 인부 9명과

함께 투옥되자 “威嚇的 방면에서는 충분한 成效를 보았다. 따라서 이때

더욱 懷柔 방면에도 힘을 기울여 다른 중요한 葭葦 種植 권리자에 대한

매수의 遊說를 하였다”고 하듯이 다시 청인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러나

岡部三郞 영사가 직접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였기 때문에 왕화성에게 황초평 주주들을 설득하게 하였

다.28) 손경당의 투옥 이후 岡部三郞 영사는 손경당이 없는 틈을 타서 황

초평 주주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그러나 손경당이 이미 청 관원들에게 뇌

물을 쓰고 감옥을 나와 “別室에 安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안동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청인 왕화성을 고용하여 황초평 주주들과의 교섭하게 

하였다. 그러나 왕화성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협조한 전력 때문에 청 관원들의 憎惡를 사고 

있었으므로 왕화성을 통한 교섭은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葦洲所屬係爭

一件(1904.6.22.-1907.5.3.)≫第1卷 <顚末具報ノ件>(1907.4.9.), 576-578쪽; ≪黃草坪關係書

(1906-1909)≫ <顚末具報ノ件>(1907.4.9), 149-151쪽 참조. 

27) ≪黃草坪關係書(1906-1909)≫ <機密金送付ノ件>(1908.5.8), 331쪽. 

28) ≪黃草坪關係書(1906-1909)≫ <顚末具報ノ件>(1907.4.9),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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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은 순사를 파견하여 손경당을 감시하였다.

또한 野口多內 겸임속과 三浦稔 통역생은 大久保善彦 일행이 손경당 인

부에게 체포당할 당시 휴대하고 있던 현금 1만 5,000엔을 손경당의 인부

들에게 약탈당하였다며 손경당에게 그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다시

황초평 주주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손경당의 보복을 우려한 청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변도대의 청 관원들이 중재에 나

섰다. 즉 동변도대는 왕화성에게 岡部三郞 영사가 청인 개개인의 명의로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고 난 이후 사정에 따라서 이를 한인의 명의로 변경

할 것을 제안하는 대신 大久保善彦가 분실하였다고 하는 1만 5,000엔의

배상금은 황초평의 갈대를 판매한 금액으로 충당하겠다고 하였다.

岡部三郞 영사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갈대 채취권 매입이 성사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손경당은 다시 동변도의 상급 기관인 盛京과 북경에 사람

을 보내 한인 및 일본인들의 횡포와 동변도대 및 안동지현 등 청 관원이

무능하여 “淸國의 영원한 이해에 障害가 있다”고 호소하였다.29) 이 때문

에 상부의 문책을 두려워한 동변도의 관원들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제2기의 갈대 채취권 매입 시도도 실패로 끝났다.30) 그러

나 岡部三郞 영사가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중단한 실제 이유는 일본

정부가 당시까지 갈대 채취권 매입을 둘러싼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이를

중지하였기 때문이었다.31)

岡部三郞 영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성공의 경로에서 멀어졌기 때

문에 다시 원래의 정세로 돌아갔다”고 보고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이 실

패로 끝날 경우를 대비하여 野田多內 겸임속, 柴田麟次郞, 三浦 통역생 등

29) 청인 李毓忠과 林玉璞 등이 岡部三郞 영사의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 과정에서 손경당에 대한 

협박과 구금   등에 대한 사정을 안동상부국에 보고하였다. 이는 다시 성경 당국에 보고되었다

(≪統監府文書≫10 <黃草坪問題ニ關スル件 附屬書 甲號 寫>(光緖三十三年 五月 初三日

=1907.6.13), 99쪽.

30) ≪葦洲所屬係爭一件(1904.7-1910.12)≫第1卷 <顚末具報ノ件>(1907.4.9), 569쪽;≪黃草坪關係

書 (1906-1909)≫ <顚末具報ノ件>(1907.4.9), 152쪽. 손경당은 청 관원들에게 “日韓人의 위압

을 두려워하여 도대체 청국 관헌은 무엇 때문에 人民의 租稅를 먹는가. 나는 이미 나이를 먹어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청국의 이권을 위하여 옥중에서 죽을 것이다”라며 저항하였다. 

31) 1907년 6월 15일 駐淸臨時代理公使 阿部守太郞은 岡部三郞 영사에게 “해마다 갈대 채취 시기

에 爭奪奮鬪의 活劇을 연출하는 것은 매우 옹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일단 황초평 

갈대를 공동 채취하고 황초평의 소속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황초평을 소유하는 쪽에서 갈대를 

소유하기로 한 청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였다(≪統監府文書≫10 <黃草坪問題ニ關

スル件>(1907.6.15.), 97-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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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끼리 협의하여 “실질상 섬(황초평…필자)의 利權을 强覇할 策”을

강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 30여척의 戒克船을 임대하여 황초평에

서 청의 인부들이 채취한 갈대의 대부분을 한국 쪽으로 운반한 후 청인들

에게 직접 매각함으로써 그동안 갈대 채취권 매입에 들어간 비용에 충당

하였다. 또한 장차 한인들을 황초평으로 이주시켜 갈대가 자라는 이외의

지역은 水田으로 개간하는 한편 1907년 봄과 가을에 다시 갈대 채취권 매

입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32)

이로써 1906년 12월 말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통감부의 갈대 채취

권 매입 작업은 잠시 중단되었다. 岡部三郞 영사는 그동안의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實際 餘力을 남기지 않고 奮躍 健鬪하였

다”33)고 평가하면서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손

경당의 저항과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의 진행이 비밀리에 이루어디면서

일본 측이 직접 청인과의 교섭에 나서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

면서도 “아직 절대 절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계속할 의지를 밝혔다.34)

岡部三郞 영사는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중단하고 駐淸臨時代理公使

阿部守太郞의 중재안에 따라 안동영사관 직원을 황초평에 파견하였다.35)

이에 따라 1907년 4월 23일 “황초평 문제의 査理”를 위하여 통역생 三浦

稔이 황초평에 파견되었다. 이에 앞서 三浦稔 통역생 “査理의 大綱”으로

“갈대를 共同 保管할 경우 韓淸 雙方이 部署를 정하여 보관할 것, 葭葦를

채취할 경우에는 쌍방의 인부로 刈取에 從事하게 할 것, 葭葦 賣却의 경

우에는 쌍방의 명의로 팔고 쌍방의 명의로 賣價를 領收한다”는 등의 비밀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三浦稔 통역생은 24일 오전 황초평에

도착하여 25일 청의 관원과 협약한 후 26일 귀환하였다. 이에 앞서 三浦

稔 통역생은 “淸·韓 양측은 대표를 정하여 채취하고 남은 갈대의 무게를

조사할 것, 황초평 내 현존하는 가옥 17채에 한인과 청인이 동일한 인원

32) ≪黃草坪關係書(1906-1909)≫ <顚末具報ノ件>(1907.4.9), 152쪽.

33) ≪黃草坪關係書(1906-1909)≫ <顚末具報ノ件>(1907.4.9), 145쪽.

34) ≪黃草坪關係書(1906-1909)≫ <顚末具報ノ件>(1907.4.9), 152-153쪽. 손경당의 문제는 외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岡部三郞 영사는 투옥된 손경당의 석방을 반대하였으나, 駐淸臨時代理

公使 阿部守太郞은 손경당의 투옥이 갈대 채취권 매입에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 석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統監府文書≫10 <黃草坪問題ニ關スル件>(1907.6.15), 

98쪽).

35) ≪統監府文書≫10 <黃草坪問題ニ關スル件>(1907.6.15),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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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거주할 것, 채취한 갈대는 양측 대표가 합의한 후 양측의 명의로 매

각할 것, 갈대 판매 수익은 인부들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

여 양측이 공동 보관하고 갈대는 양측 누구도 임의로 매각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청 관원들과 약정하고 한인 金凡紀, 청인 王長生을 각각 양

측의 위원으로 임명하였다.36)

1906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岡部三郞 영사의 황초평 갈

대 채취권 매입 작업은 청인 손경당의 예상치 못한 저항으로 중단되었다.

岡部三郞 영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안동영사관의 일본군과

柴田麟次郞 등 현양사 출신들을 동원하는 한편 손경당 인부들의 일본인

감금 폭행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그리고 손경당이 岡部三郞 영사

의 이러한 횡포를 성경과 북경에 호소하여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이 일본

과 청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려 하자 1904년 4월경 일본 정부는 일단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그러나 岡部三郞 영사는 갈대 채취

권 매입을 잠시 중단하는 대신 무인도인 황초평에 한인들을 이주시켜서

개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 一進會와 황초평

1) 일진회의 ‘황초평 共同經營案’ 참여

岡部三郞 영사는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중단하고 이후의 대책을 수

립하였다. 岡部三郞 영사는 1907년 4월 23일 황초평을 조사한 三浦稔 통

역생의 5월 3일자 보고서와 함께 4월 9일자로 된 자신의 보고서를 통감부

에 기밀로 보고하였다. 岡部三郞 영사가 이 두 보고서를 “황초평 갈대 쟁

탈 후 전망 및 장래 경영 방침 등의 大體를 稟申한 것”37)이라고 하였듯이

이 두 보고서를 바탕으로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 중단 이후 새로운 대책

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1907년 8월 岡部三郞 영사가 작성한

<鴨綠江 下流 洲嶼의 狀況 및 經營愚案>38)(이하 “經營愚案”)이다.

岡部三郞 영사는<經營愚案>의 세부 내용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고 그

36)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出張ニ關スル復命書>(1907.5.3), 258-259쪽. 

37) ≪黃草坪關係書(1906-1909)≫ <經營愚案等稟申ノ件>(1907.8.10) 155쪽.

38) ≪黃草坪關係書(1906-1909)≫ <經營愚案等稟申ノ件>(1907.8.10),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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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狀況’, ‘案’, ‘結案’, ‘別紙’ 등으로 구성하였다.<經營愚案>은 황초평

만이 아니라 주변의 유초평과 신도, 그리고 어업 발전39)까지 포함한 일종

의 ‘압록강 하구 종합개발 계획’이었다. 岡部三郞 영사는 통감부에 검토를

요청하면서 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일본이 적어도 안동현 신의주에

서 압록강 하류에 대한 國際 하천 상의 권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40) 즉 이러한 계획을 통하여 압록강 하구를 개발하고 그 권리를

선점하여 일본의 압록강 하구에 대한 권리를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압록강 하구의 주요한 섬과 사주들을 하나씩 점령하는

과정에서 우선 황초평부터 일본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것이었다. 이러

한 계획이 바로 ‘황초평 共同經營案(이하 공동경영안)’이었다.

<經營愚案>의 목적은 일본이 압록강 하구에 대한 권리를 선점하는 것

이외에도 청 정부에 대한 견제도 있었다. 7월 4일에도 岡部三郞 영사는

다시 山田熙 技手, 工藤 通譯과 “황초평 문제에 深緣이 있는” 柴田麟次郞

및 일진회 義州支部長 金振泰 등과 함께 황초평부터 압록강 하구의 신도,

유초평을 직접 답사하였다. 그리고 岡部三郞 영사는 통감부에 다음과 같

이 답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상략)…실지에 대한 그 정황 조사를 수행하여 小官(岡部三郞 영사…필
자)이 새로이 참고할 만한 재료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의 완전
한 독점물로 思惟하고 있던 柳草坪의 소유초평에 대한 처분안에 대해서는
가장 (대책…필자) 강구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물며 청국 정부가 황
초평 문제와 유초평을 동시에 爭議로 삼으려는 의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39) 어업에 대해서는 ‘盤城列島의 漁業’이라는 보고서에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즉 ‘目下 形勢는 완

전히 淸人 때문 에 그 이익을 壟斷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挽回 方法을 반드시 강구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면서도 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선 1.청국인의 이익을 완전 

배척하고 그 전부를 日韓合同事業에서 회수하도록 한다, 1.淸韓合同 혹은 日淸韓 三國合同組合

을 세워 漁利의 균분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상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良案이 

없는 것 같으므로 제1안에 대해서는 堅實한 日韓漁業組合을 조직하여 前顯 어장의 이익을 독점

하고 청국인의 어업을 완전히 배척한다. 그리고 일한조합에서 어획한 어류는 일단 모두 용암포

로 運出하여 용암포를 어류의 ‘메카’로 삼도록 한다. 용암포에서 청국인에게 어류를 매각하여 한

편으로는 용암포의 번영에 도움이 되어 일거양득의 사업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갈치의 수출은 

매우 濃厚한 젓갈[鹽漬品]이므로 용암포에서 시장을 열도록 하지만 부패를 초래하는 등의 우려

가 없도록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 제1안에 대해서는 일한어업조합을 조직하여 반성반

도 어장의 이익을 독점하고 청국인의 어획을 완전 배척한다. 그리고 어획한 어류는 일단 모두 

용암포로 운반하여 용암포가 어류의 중심 시장[마켓]이 되고 청인은 용암포에서 어류를 판매한

다면 용암포의 번영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계획이었다(黃草坪關係書≫(1906-1909)≫ <鴨綠江下

流洲嶼ノ狀況及經營案>(1907.8), 167-168쪽). 

40)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鴨綠江下流洲嶼ノ狀況及經營案>(1907.8), 177-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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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至急으로 어떤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
니다.41)

위에서 岡部三郞 영사는 청 정부가 황초평과 소유초평을 연계하여 이를

외교 분쟁화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岡部三郞 영사 자신이 수립한 <經營愚案>의 ‘案’42)에

서 황초평에 대한 세 가지 ‘經營細案’을 제시하였다. 이 ‘經營細案’에 따르

면 제1안은 大農 組織으로 황초평 전체를 적극 개간한다, 제2안은 소규모

로 개간을 도모하여 한인의 이주를 점차 도모한다, 제3안은 중대한 수입

의 기초를 갈대에 두고 淸韓 양국의 이익 均分主義에 따라 황초평을 斷割

하여 兩國이 절반씩 소유한다는 것이었다.

우선 제1안은 황초평의 분쟁 원인이 황초평에서의 갈대 채취에 있다고

보고 그 ‘禍根’인 황초평의 갈대 뿌리를 모두 파내 황초평을 농경지로 만

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경비가 문제였다. 岡部三郞 영사는

“大農 조직이 개간을 적극 시도한다 하여도 經費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기 때문에 성립의 전망이 서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설령 경

비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황초평의 소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에서 투자 위험성도 있었다. 또한 황초평 주변 水流에 대한 연구도 충분

하지 않아 조류에 의한 황초평의 침식 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서 제1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었다. 岡部三郞 영사는 제1안보다

소규모인 제2안과 제3안이 수지 타산이 맞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에 따

라 岡部三郞 영사는 “가장 소규모로 섬의 일부분을 개간하고 서서히 한인

의 利殖을 계획할 것입니다. 이로써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材料의 一助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案은 가까운 장래에 착수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

다”43)라고 하여 제2안에 중심을 두었다.

제3안은 제1안과 제2안의 豫備案으로, 두 가지 안이 모두 불가능할 경

우를 염두에 둔 일종의 ‘황초평 분할론’이었다. 즉 “彼我間에 외교상 관계

로 불가피하게 청국에 대하여 一步 양보하여야만 하는 경우를 예상하고

本島를 斷割하여 청한 양국 각자가 그 일반을 영유하여야 할 때에는 이익

의 根底를 葭葦에 두고”, 황초평의 중간을 橫流하는 小流를 중심으로 황

41) ≪黃草坪關係書(1906-1909)≫ <經營愚案等稟申ノ件>(1907.8.10.), 155-156쪽.

42) ≪黃草坪關係書(1906-1909)≫ <鴨綠江下流洲嶼ノ狀況及經營案>(1907.8), 172-176쪽.

43) ≪黃草坪關係書(1906-1909)≫ <鴨綠江下流洲嶼ノ狀況及經營案>(1907.8), 173-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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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을 분할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갈대의 품질은 압록강 상류 쪽 갈대가

더 우수하며, 황초평의 수전 개발이 불가능하면 황초평의 갈대를 재원으

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청 정부와의 교섭 과정에서 황초평을 횡단하는 小

流 위쪽도 일정 부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岡部三

郞 영사는 “시일의 遷移 및 기회 適否에 따라 (세 가지 안 가운데서…필

자) 變通하여야 할 것”이라며 황초평 분쟁의 해결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세 가지 案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44) 즉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황초

평을 청에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였다.

岡部三郞 영사가 최종 선택한 <經營愚案>은 제2안이었다. 岡部三郞 영

사는 제2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柴田麟次郞과 일진회에 황초평에 대한 공

동경영안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45) 계약은 1907년 7월 3일 柴田麟次郞

과 일진회 京城支會 全權總代 김진태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김진태는 당

시 일진회장 이용구가 소개한 인물로, 일진회 義州 支部長를 지냈다.46) 공

동경영안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7)

44) ≪黃草坪關係書(1906-1909)≫ <鴨綠江下流洲嶼ノ狀況及經營案>(1907.8), 174-176쪽.

45) 일진회는 오랜 일본 유랑 생활에서 돌아온 宋炳俊이 1904년 8월 前 독립협회원 尹始炳, 尹吉

炳, 兪鶴柱, 廉仲模 등과 함께 결성한 후 9월 손병희와 이용구가 전국의 舊 동학도들을 결집시

킨 진보회와 결합하여 조직하였다(서영희, 2003, 앞의 책, 375쪽).

46)≪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に關する件>(1907.10.16), 222-223쪽. 

47) ‘立合同證單’과 ‘契約 證’이라는 제목으로 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암포 對面 압록강 江心을 가로지르는 葦洲 황초평(중국인들은 ‘大磧子’라 부른다) 경영에 관한 

日人 柴田麟次郞과 韓國 一進會의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日人 柴田麟次郞은 황초평 경영의 우선자이므로 경영상의 企劃 方針에 대하여 主寄의 권리를 

가짐을 일진회에서 인정하고, 일진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柴田麟次郞이 경영에 加入하고 柴

田麟次郞이 기획방침의 협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柴田麟次郞이 그것을 認諾한다. 2. 柴田麟

次郞은 지금까지 이미 경영의 端緖를 열고 4,000엔의 자금을 注入하였으므로 이것을 임시로 총

자본 1/3로 간주하여 일진회는 柴田麟次郞의 出資額 두 배를 출자하도록 한다. 3.葦子 채취 외

에 황초평 溝內 및 연안에서 어업 및 수전을 개간할 것, 표류 목재의 拾收 등을 경영사업의 중

요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의 실행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을 제정하고 官府의 認可를 

받도록 한다. 1.右 경영에 필요한 人夫는 가능한 한 永經을 목적으로 하여 일진회에서 韓人을 

移植하도록 한다, 1.황초평 경영 범위의 권리 및 物件은 모두의 名義로 한다.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 혹은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1.경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收支總收益의 1/2는 柴田

麟次郞이 收得하도록 하며 1/2는 일진회가 收得하도록 한다, 1.회계는 일진회가 保擧하는 한인 

1명과 柴田麟次郞이 保擧하는 日人 1명을 主任으로 하여 協同査理하도록 한다, 1.계약서는 3통

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각 1통을 소지하고 1통은 新義州理事廳에 보관하도록 한다.

     1907년 7월 3일 安東縣 5蕃通 2丁目 4番地 柴田麟次郞 

                     韓國 京城 一進會 本部內 全權摠代 金振泰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ニ關連スル鴨綠江下流洲嶼ノ狀況及經營愚案等ニ稟

申ノ件> (1907.8), 195-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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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 체결 당시까지 柴田麟次郞의 투자금 4,000엔을 황초평 자본

금의 1/3로 간주하고 柴田麟次郞을 경영의 ‘우선자’로 인정하며, 일진회는

향후 柴田麟次郞이 투자한 금액의 두 배인 8,000엔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익 분배에 대해서도 柴田麟次郞과 일진회가 半分하고, 會計도 양측에서

추천한 1명씩을 임명하게 하였다. 계약서에는 통감부의 山田熙 技手가 작

성하여 岡部三郞 영사에게 보고한 <黃草坪設計豫算書>도 첨부되었다.48)

岡部三郞 영사는 공동경영안 계약이 체결되자 다시 황초평부터 압록강 하

구 신도까지 답사하였다.49)

그렇다면 통감부가 굳이 柴田麟次郞과 일진회를 공동경영안의 계약 당

사자로 지목한 배경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당시 황초평의 갈대가 매년 높

은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황초평의 갈대 처분권을 가지는 공동경영에 참

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였다. 1910년 당시 大小 황초평에서 생산되

는 갈대의 양과 가격은 각각 20만속에 시가 3만元, 8000속에 시가 1,200元

이었다.50) 1920년대에도 상황은 비슷하였다. 1925년 당시 황초평 갈대 수

익은 純益 약 10여 만 엔, 평균으로 넉넉잡아 4만∼5만 엔을 밑돌지 않았

다.51) 그러나 1928년 당시에도 황초평 갈대 채취권 사용료는 연 5,000엔에

불과하였다.52) 당시 가치로만 보아도 황초평 갈대 채취권은 적어도 8～10

배, 많게는 20배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었다.53) 더욱이 통감부는 처음부

터 柴田麟次郞과 일진회 양자 모두 황초평 개간과 관련하여 “충분을 다할

힘이 없다”54)는 평가에도 4,000엔을 투자한 柴田麟次郞과 투자가 全無한

일진회에 공동경영안을 일임하였던 것이었다.

48) 이에 따르면 황초평의 總豫算金은 都合 81만 8,280엔이다 여기에는 개간비, 築堤費, 水門設備

費, 建築費 등 14가지 항목의 비용이 포함되었다. 매년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은 각각 28만 

5,287엔 60전, 지출은 23만 4,278엔 60전으로 每年 5만 609엔 20전의 黑子를 예상하였다(≪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開墾設計>, 199-207쪽).

49)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ニ關連スル鴨綠江下流洲嶼ノ狀況及經營愚案等ニ稟

申ノ件>(1907.8.10) 155-156쪽, 194쪽.

50)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島調査ニ關スル件>(1910.4.2), 364쪽.

51) ≪鴨綠江採水件≫ <鴨綠江下流黃草坪葦洲問題ニ關スル件>(1925.9.28), 253쪽.

52) ≪東亞日報≫(1928.8.1) <鴨綠江口黃草坪 蘆草의 伐採權, 猛烈한 競願을 排斥하고 平北道가 直

營決定?>.

53) 평안북도 당국도 황초평 갈대 채취권을 민간에 매각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1931년 평안

북도 당국이 황초평 갈대를 민간에 매각한 비용은 2만 4,000원이었다. 갈대의 작황이 좋았던 

1935년 평안북도 당국이 압록강 일대에서 생산되는 갈대를 판매한 수익은 12만원이었다(≪每日

申報≫(1936.9.8) <國境沿岸産蘆草 賣却方法을 改善 各地서 需要가 旺盛>). 

54)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處分ノ件電報案>(1908.3.9.), 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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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1절에서 보았듯이 岡部三郞 영사는 柴田麟次郞의 황초평 분쟁 개

입 당시 금전 보상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서 岡部三郞 영사가 柴田麟次

郞을 공동경영안의 게약 당사자로 참여하게 한 것은 그 당시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진회가 공동경영안에 참여하게 된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통상 일진회의 친일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55) 당시 일진회를 둘러싼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추측

할 수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일진회가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공동경영안에 참여하

였을 가능성이다. 일진회는 일찍부터 自治計劃에 따라 ‘식산흥업에 의한

민력배양’을 주장하여 왔다.56) 일진회는 1902년이나 1903년경부터 궁내부

경리원으로부터 갈대 처분을 위탁받았다고 하며57), 이에 앞서 안동영사관

은 일진회를 척식협회의 배후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건

대 일진회는 일찍부터 황초평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일진회 본부는 설립 초기의 재정을 모두 탕진하고 재정난에 봉착하자

1906년부터 광산, 황무지 경영에 참여하였다.58) 일진회의 農業部는 ‘國民

農業會社’를 조직하고 평북 의주의 白馬山에 대한 벌목 허가를 받기도 하

였다.59)

55) 일진회는 1907년 5월 2일 박제순 내각 탄핵문을 제출하고 총사직을 권고하였다. 박제순 내각

의 경질을 결심한 한국통감 伊藤博文은 차제에 더욱 강력한 친일 내각을 구성하기로 결심하였

다. 이에 고종의 폐위 문제에 열심이었던 이완용을 參政에 발탁함과 아울러 송병준을 농상공부

대신을 입각시켰다. 내각에 들어간 송병준은 더욱 맹렬한 친일 행위로 일본의 기대에 부응하였

다. 특히 일본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해온 고종의 폐위 문제에 적극 뛰어들었다(서영희, 2003, 앞

의 책, 377-378 참조).

56) 정애영, 2008 <러일전쟁 직후 일본의 간도조사와 지역구상―나카이 키타로(中井喜太郞)를 중심

으로―> ≪일본역사연구≫28, 70쪽.

57) ≪日支劃界問題一件(1922.1)≫ <沿革記略>  210쪽. 그러나 일진회의 설립이 1904년 8월이기 

때문에 이는   오류로 보인다. 

58) 일진회의 재정 상태는 1906년 9월 26일 內田良平이 伊藤 통감에게 보낸 ‘宋秉畯 入獄의 顚末 

및 일진회의 현상에 관한 조사 보고서’라는 서한에 잘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일진회는 성립 

이후 사용한 금액은 15만원을 上回하였는데 일진회가 소유한 자산은 토지가 5만원이었으며, 10

만원은 송병준과 이용구 등이 私財를 醵出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5만원 이외의 자산은 “창립비 

및 한인의 通弊인 불규칙 난잡한 방법으로 사라져 버렸으며” 일진회는 일정한 수입이 없이 학교 

경영이나 본부 유지가 불가능하였다.(黑龍會 編, 1966 ≪日韓合邦秘史≫,  原書房, 31-32쪽). 한

편 1906년에는 일진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송병준이 玉璽 盜用事件으로 유죄가 결정된 李逸植을 

숨겨 주었다가 구속되었다. 1906년 8월 23일 송병준은 罪人隱匿罪로 警務廳에 투옥되었다(≪日

韓合邦秘史≫, 24-25쪽). 일진회 고문 內田良平이 이러한 일진회의 재정 상황은 일진회가 “장차 

멸망할 지도 모를 궁지에 빠져있다”고 할 정도였다(≪日韓合邦秘史≫, 30쪽). 

59) ≪黃草坪還付出願釋明書≫ <聽取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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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가능성은 일진회의 정치적 위상 제고를 위한 참여 가능성이다.

1907년 11월 岡部三郞 영사는 황초평 공동경영안 계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진회 평의원 한교연을 방문하였다. 이때 岡部三郞 영사는 한교연에게

일진회의 생각처럼 황초평을 한국의 영토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당시 일진회 일부에서는 한국 소속인 황초평에 대한 경영을 일

진회가 주도하여야 한다고 주장이 있었다.60) 이에 앞서 1906년 3월 일진

회는 서간도와 북간도의 개척을 요구하였고61), 5월에는 통감부에 다시 북

간도에 관리를 보내 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토지를 개간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62) 1907년 통감부의 간도파출소 설치 이후 일진회는 통감부의 간

도정책에 적극 협력하였다.63) 즉 일진회가 통감부의 간도파출소 설치에

적극 협력한 사례에서 보듯이 공동경영안을 통하여 한청 국경문제에 참여

하고 통감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

하여 궁극으로 국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岡部三郞 영사는 갈대 채취권 매입을 일시 중단하고 그 대신 황초평 공

동경영안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압록강 하구의 섬과 사주를 점령

하기 위하여 우선 무인도 황초평에 한인들의 이주와 개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1907년 7월 岡部三郞 영사의 주도 아

래 일진회 의주지회장 김진태와 柴田麟次郞 사이에 양자를 甲과 乙 관계

로 설정한 황초평 공동경영안 계약이 체결되었다. 공동경영안은 황초평에

대한 실질 점유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한국 정부의 황초평 정책

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 측은 명분상 일진회를 공동경영안에 참여시키

기는 하였으나 그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통감부를 위시한 일본 측에 있었

다. 이러한 사실은 공동경영안 계약이 체결된 지 석달이 채 안되어 진행

된 계약의 변경 추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

60) ≪黃草坪關係書(1906-1909)≫ <報告書>(1907.11.20), 241-242쪽. 

61) ≪황성신문≫ <一會提案>(1906.3.30). 

62) ≪대한每日申報≫ <一進勸告>(1906.5.13.). 그러나 통감부는 일진회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통감부가 청 영사와 직접 교섭하겠다고 일축하였다(≪대한每日申報≫ <行將交涉>(1906.5.19).

63) 이에 대해서는 김춘선, 2009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 ≪근대 변경의 형성

과 변경민의 삶≫, 동북아역사재단, 200-2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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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경영안 계약 내용의 변경

통감부는 일진회가 8,000엔을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공동경영안 계약서

상 갑의 지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계약서상 일진회의 이러한 지위는 명

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岡部三郞 영사가 주도하고 진행한 공동

경영안 계약 변경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채 석 달이 되지 않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갑작스러운 이유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일진회의 지위와 황초평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1907년 10월 岡部三郞 영사는 공동경영안의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감부에 보고하였다.

그동안 일진회는 (황초평에 대하여…필자) 何等의 干與나 貢獻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도 柴田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또한 본 문제(황초평 문제…필자)에 관한 일진회의
대표자는 회장 李容九가 소개한 舊 義州支部長이르는 자로 이 사람은 권
력이 전혀 없고 일일이 본부의 지휘를 받아 전혀 決斷을 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無權力者는 대표로 機敏을 要하는 문제에 대해 도저히 敏速하
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작업상 심히 澀滯를 초래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서 부디 閣下께서 일진회장에게 至急으로 전권 대표자를 當
地에 파견하지 않는다면 금년의 작업만은 일진회가 干與하게 하지 말고
小官의 直轄下에 遂行하였으면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공동경영안의 진행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일진회는 계약 당시 약속한 8,000엔 투자를 전혀 이행하

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진회는 8,000엔 투자 약속 이외에도 황초평에서 갈

대 채취에 필요한 오두막을 건설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岡部

三郞 영사는 일진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황초평 경영에 일

진회는 필요 없다고 힐난하였다.64) 다음으로 계약 당사자 김진태가 공동

경영안 진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전혀 실권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

문에 岡部三郞 영사는 일진회에 회장 직권으로 김진태를 대신할 인물을

파견하여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우선 일진회가 8,000엔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처음

부터 예상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岡部三郞 영사

64)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に關する件>(1907.10.16), 22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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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갑자기 이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었다. 즉

岡部三郞 영사는 당시 공동경영안을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혼란[紛紜]’

혹은 ‘내분[內輪喧譁]’65)이라고 표현하였다. 岡部三郞 영사의 당시 상황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표면상 일진회가 계약서 상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대한 불만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진회와 岡部三郞

영사 혹은 통감부 사이에 공동경영안의 둘러싼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있었

다. 그리고 이는 공동경영안과 황초평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

되었다.

무엇보다 岡部三郞 영사나 통감부 등 일본 측은 황초평 분쟁이 이미 한

국 정부나 한인들이 독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다.

…(상략)…이에 장래를 경계하여 설령 그에게 그 경영을 一任한다하더라도
이 점은 충분히 叱斥하여 두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본건과 같은 國境爭議
문제는 설령 유력한 단체라 하더라도 한국인에게 일임하는 것은 외교상
충분한 成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同會(일진회…필자)의 近狀을
비추어 보건데 同會의 操縱은 중앙의 정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
다. 이와 같으면 외교관계가 더욱 障碍가 많을 기회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
다. 그러므로 가능한 소관의 具陳과 같이 柴田 對 일진회의 범위 내에서
小유초평의 경영을 수행하였으면 합니다.66)

위에서 岡部三郞 영사는 통감부에 황초평과 관련하여 한인들과 일진회

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이면서 일진회가 한인들의 유력한 단체라고 하여

도 황초평과 같은 국경 문제를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岡部三郞

영사는 1907년 11월 일진회 평의원 韓敎連67)에 대해서도 황초평을 한국 영

토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68) 岡部三郞 영사는 이때 황초평

만이 아니라 이미 한국 영토가 분명한 소유초평까지 공동경영안에 포함시

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일진회원들의 반발을 샀다.69)

65) ≪黃草坪關係書(1906-1909)≫ <報告書>(1907.11.20), 244-245쪽. 

66) 岡部三郞 영사는 김진태와 함께 유초평을 시찰할 때 신의주이사청 관원이 柴田麟次郞과 일진회

가 하루라도 빨리 소유초평을 공동 경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였다. 그런데 김진태가 이러한 

말을 듣고 일종의 猜疑心으로 유초평 경영안을 출원하였다고 보았다(≪黃草坪關係書

(1906-1909)≫ <小柳草坪問題ニ關スル件>(1907.10.16), 220-221쪽). 

67) ≪駐韓日本公使館記錄≫21 <一進會現況에 관한 調査報告 附屬書1 一進會 및 進步會役員名

單>(1904.11.22), 302쪽.

68) ≪黃草坪關係書(1906-1909)≫ <報告書>(1907.11.20), 241쪽. 

69) ≪黃草坪關係書(1906-1909)≫ <報告書>(1907.11.20), 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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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岡部三郞 영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가 岡部三郞 영사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1908년 4월 17일 통감부의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이 성사되었을 때 三穗五郞 부이사관은 柴田麟次郞의 공

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柴田麟次郞이 황초평 경영에 전력을 기

울였다고 평가한 반면에 일진회는 당시까지 허송세월만 하였다고 힐난하

였다.70) 1907년 11월 20일 野口多內 겸임속이 三穗五郞 부이사관에게 보

낸 <報告書>에도 일본 측 인사들의 일진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보인

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인 野口多內 겸임속은 11월 8일 통감부의 명으로

岡部三郞 영사, 柴田麟次郞과 함께 서울로 출장와서 황초평 문제에 관한

논의를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갈대 채취권 매입을 담당한 실무자들의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岡部三郞 영사는 황초평 문제의 처리를

‘外交 處分案’과 ‘外交에서 內政으로 이전한 후의 處分案’으로 구분하고 다

음과 같은 황초평 분쟁에 대한 처리를 주장하였다.

외교 기간에 運動은 神速機敏을 중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영사가 그것을
頤使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한편으로는 직접 경영에 종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舊 의주의 일진회 대표자와 같이 일일이 본부의 명령이 있
어야만 大事를 결행할 수 있는 자는 도저히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
다. 이에 따라서 별지 계약 제7항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甲, 즉 일진회는
이 기간에 경영의 萬般 등을 柴田麟次郞에게 위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71)

위의 인용문에는 岡部三郞 영사의 일진회에 대한 불만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즉 황초평 문제는 “神速機敏”한 처리가 중요한데 공동경영안의 당사

자인 김진태가 실권이 없기 때문에 일진회 본부에 일일이 의견을 문의하

고 있고, 이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어 일진회는 공동경영안의 경영권을

柴田麟次郞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김진태가 공동

경영안의 명목상의 계약자에 불과하며, 그 실권은 일진회 본부가 장악하

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일본 측의 일진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기

본적으로 약속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정

부와 한인들의 외교 능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다. 통감부나 岡部三郞

영사는 황초평이 한국의 국경문제이기 때문에 일진회를 한국 정부를 대신

70)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ニ關連スル一進會對柴田ノ契約ニ關スル件>

   (1908.4.17), 311-312쪽.

71) ≪黃草坪關係書(1906-1909)≫ <報告書>(1907.11.20),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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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동경영안에 참여시키기는 하였으나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일진

회의 독자 행동은 용납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이러한 대응에는 일종의 조급함도 엿보인다. 이러한

대응의 원인을 당시 청 정부의 황초평에 대한 동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에 앞서 岡部三郞 영사는 당시 청 정부가 황초평과 소유초평을 동시에

외교 분쟁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수립을

강조하기도 하였다.72) 이는 청 정부가 황초평과 관련하여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소유초평을 이용한다고 파악하였기 때문이었다.73) 이 당시 청

정부는 황초평과 관련하여 이전과 다른 동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1907

년 10월 동변도대 수행원의 서울 파견과 청 정부의 ‘압록강 河身改修計劃’

이었다.

1907년 10월 청 동변도에서 동변도대 수행원을 서울에 파견하였다. 이

는 손경당과 황초평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74) 岡

部三郞 영사는 동변도대 隨行員을 準九信과 陳英福이라 보고한 데 이어

10월 16일 이들의 안동현 도착을 보고하였다.75) 그리고 동변도대 수행원

들의 서울행이 청의 주한영사와의 회담이라고 하지만 그 실제 목적은 청

의 東三省 總督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76) 그리고 다시 이튿날에는 안동영사관 밀정들의 보고를 인용

하여 동변도대 수행원들의 서울행 목적이 황초평 갈대 채취 시기가 되어

서 통감부와 황초평 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통감부는

72)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ニ關連スル鴨綠江下流洲嶼ノ狀況及經營愚案等ニ稟

申ノ件>(1907.8.10), 156쪽.

73)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ニ關聯スル小柳草坪經營ニ關スル上申>(1907.9.27), 

215쪽. 

74) 1907년 8월 당시 岡部三郞 영사가 황초평 갈대를 압류하고 청인들의 황초평 출입을 금지하였

기 때문에 갈대 채취에 종사하던 청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中日韓關係史

料≫10 <請催日使派遣韓員與地方官會同履勘黃草坪塘界限以安葦戶生業並指明應定江界俾會勘之員

胸有成竹>(1907.8.20=光緖三十三年 七月 十二日), #4454 6494a-b쪽. 한편 1908년 2월의 신의

주이사청 三穗五郞 부이사관은 통감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당시 황초평 주주들이 청 정부의 

힘을 빌려서 황초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경, 심양, 서울 등에 사람을 파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동변도대 수행원들의 서울행은 황초평 주주들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黃草坪關係書(1906-1909)≫ <至急請訓ノ件>(1908.2.26.), 274-275쪽). 

75) 岡部三郞 영사는 10월 16일 동변도대 수행원 準九信과 陳英福의 안동현 도착을 보고하였다. 

이들이 이름은 ≪黃草坪關係書(1906-1909)≫ <復命書>(1907.10.21), 238쪽에서 확인된다. 이 

당시 동변도대의 通譯이던 진영복은 안동영사에게 500엔에 매수되어 황초평 문제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는데 일조하였다. 

76) ≪黃草坪關係書(1906-1909)≫ <暗號>(1907.10.17), 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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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황초평 관련 요구에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을 요청하였다.77)

청 동변도대의 수행원 서울 파견과 거의 같은 시기에 청 정부는 다시

‘압록강 河身 改修 計劃’도 추진하였다. 岡部三郞 영사는 1907년 10월 2일

청 정부의 이러한 계획을 통감부에 보고하면서 일본 정부는 청 정부의 이

러한 계획에 대하여 國際河川인 압록강에서 자국과의 利害 관계에 관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청 정부가 ‘압록강 河身改修計

劃’을 주도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에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한 협의를 주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8)

이처럼 岡部三郞 영사가 공동경영안을 진행하던 1907년 7월 이후 동변

도대 수행원의 서울 파견이나 ‘압록강 河身改修計劃’에서 보듯이 청 정부

는 황초평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더욱 구체화한 동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

리고 그 대상이 황초평만이 아니라 압록강 하구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 당시 압록강 하구에서 일본의 이익을 위하여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

에 주력하던 岡部三郞 영사나 통감부는 청 정부의 이러한 동향에 주목하

지 않을 수 없었다. 岡部三郞 영사가 황초평 분쟁과 관련하여 “神速機敏”

이나 “상대방의 임기응변에 따른 敏活한 행동”을 강조한 것도 청 정부의

이러한 동향에 대한 불안감이나 조급함의 표현으로 보인다. 일본측이 갈

대 채취권 매입 담당자를 岡部三郞 영사에서 三穗五郞 부이사관으로 교체

하고 갈대 채취권 매입을 재개한 것도 대략 이 시점이었다.79)

77) ≪黃草坪關係書(1906-1909)≫ <暗號>(1907.10.18), 230쪽. 안동영사는 자신의 조사에 근거하

여 이들 동변도대 수행원의 서울행 목적은 한국의 상황과 인심 경향 파악에 있고(≪統監府文書

≫4 <復命書>(1907.10.21), 226쪽) 소문에 따르면 이들의 목적이 일본 황태자의 한국 방문에 

대한 정보 탐지에 있다고 보고하였다(≪黃草坪關係書(1906-1909)≫ <暗號>(1907.10.17), 229

쪽). 일주일 후 岡部三郞 영사는 직접 다시 동변도대를 방문하여 이들의 서울행 목적이 황초평 

문제 해결에 있음을 확인하였다.≪葦洲所屬係爭一件(1904.10.24.-1908.9.23.)≫第1卷 <第79

號>(1907.10.24.), 440-44쪽;≪黃草坪關係書(1906-1909)≫ <暗號 第199號>(1907.10.24), 

226쪽. 岡部三郞 영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변도대 수행원들의 서울 일정과 숙박 장소 등은 확

인되지만 서울 도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78) 당시 안동은 營口, 大連과 함께 만주의 ‘三口’라 불릴 정도로 남만주 일대의 중요한 항구였다. 

그러나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얕은 여울이 많아 10톤 이상의 선박은 정박이 어려워서 규모가 

큰 선박은 한국의 多獅島에 정박하는 상황이었다. 압록강 준설 계획은 당시 청 정부의 安東署理

稅務司인 미국인 베렌의 계획에 따르면 의주와 구련성 사이의 압록강 지류를 막아 본류로 모으

고 얕은 여울들을 준설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이 계획에 따라 압록강 준설 공사가 시행되면 그 

결과 한국 쪽의 압록강 지류들이 모두 막혀 겨우 木船이나 다닐 수 있거나, 食水, 灌漑用水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不便과 不利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岡部三郞 영사의 보고였

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黃草坪關係書(1906-1909)≫ <鴨綠江河身改修ニ關スル淸國政府ノ

計劃>(1907.10.2), 232-2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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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의 의도와 달리 일진회는 황초평이 한국 소속이고 자신들이 계

약서 상 갑의 지위이기 때문에 공동경영안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감부나 岡部三郞 영사는

일진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황초평 분쟁을 처리하는데 방해가 된다

고 보았다. 이에 岡部三郞 영사는 일진회가 8,000엔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

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공동경영안의 甲乙 관계를 변경하고 추후에 일

진회가 공동경영안에 대한 간섭을 사전에 차단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07년 11월 野口多內 겸임속이 다음과 같은 보고에서

추측할 수 있다.

생각하건대 일진회측이 前 계약의 이행을 주저하여 분란이 발생한 원인은
柴田麟次朗의 4,000엔 出資額에 대하여 일진회가 8,000엔 출자의 의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該 계약(황초평 공동경영안…필자)을
訂結할 때 岡部三郞 영사는 단순히 외교상 상대방의 임기응변에 따른 敏
活한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하여 그 편의상 柴田麟次朗을 경영의 主
宰者로 삼는 것에 注意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모두 柴田麟次朗
과 일진회의 임의 계약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직 決定되지 않은
係爭地(황초평…필자)의 이익관계에서 내분[內輪喧譁]을 시작하는 것과 같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정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岡部三郞 영사는
일진회가 부담해야 할 8,000엔을 4,000엔으로 줄이고 그 출자의 의무를 끝
내도록 승낙하였습니다. 일진회는 전 계약에서 乙者의 지위에 있던 柴田麟
次朗을 主宰者, 즉 甲으로 함으로써 권리에 일보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
습니다. 이로써 同等하지 못했던 갑을의 지위를 권리가 평등한 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위와 같은 분란을 해결하였습니다.80)

위의 인용문은 1907년 11월 20일 野口多內 겸임속이 공동경영안의 갑을

관계 변경에 대하여 안동영사관의 三穗五郞 부이사관에게 보고한 내용이

다. 내용의 요지는 일진회가 공동경영안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

생한 상황이 계약서 상 일진회와 柴田麟次郞의 갑을 지위를 변경하는 것

79) 岡部三郞 영사의 뒤를 이어 갈대 채취권 매입을 진행한 三穗五郞 부이사관은 1908년 2월 26

일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이 성사되었음을 통감부에 보고하면서 “몇 번이나 원고를 교체하고  

字句를 수정하여 거의 반년 동안 심혈을 傾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은 대략 1907년 8월경부터 비밀리에 再開된 것으로 보인다(≪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葭葦刈取權買收運動ニ關シ變更シタル形式ニ於ニ成功シタル付至急請訓ノ件(이하 ‘至急請

訓ノ件’으로 약칭>(1908.2.26.), 271-273쪽. 이와 동일한 내용은≪葦洲所屬係爭一件

(1908.2.24-1908.9.23)≫第1卷, 374-383쪽에 동일한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의 

순서가 바뀌어 있으므로≪黃草坪關係書(1906-1909)≫에 수록된 문서를 참조하였다.

80) ≪黃草坪關係書(1906-1909)≫ <報告書>(1907.11.20), 244-2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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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단락되었음에 대한 보고이다.

그런데 野口多內 겸임속은 공동경영안의 진행 과정을 보고하면서 황초

평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내분이 시작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공동경영

안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 갈등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野口多內 겸임속이 언급한 ‘내분’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일단 계약서상 일진회의 투자액을 8,000엔에서

4,000엔으로 경감하고 대신 계약서 상 그 지위가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결국 명목상으로나마 일진회에 있던 황초평 공동경영

안의 주도권은 柴田麟次郞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공동경영안의 계약서 내용의 변경도 岡部三郞 영사가 주도하였다. 1907

년 11월 岡部三郞 영사는 공동경영안의 계약서 변경을 위하여 일진회 평

의원 한교연을 면담하고 11월 8일 三穗五郞 부이사관, 柴田麟次郞 등과

함께 서울로 왔다.81) 서울에 온 岡部三郞 영사는 공동경영안의 계약서 변

경을 위하여 통감부 관원의 입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통감부는 출장 중인

間前恭作 통역관 대신 통감부 촉탁이자 일진회 고문 內田良平을 파견하였

다. 11월 11일 岡部三郞 영사는 계약서의 당사자인 柴田麟次郞, 일진회장

이용구, 內田良平 고문 등과 함께 의견을 조율한 후 野口多內 겸임속에게

황초평 계약 체결의 감독 및 소유초평 계약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후 13

일 안동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일진회 내부에서 황초평에 이어 소유

초평까지 왜 공동경영안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

러나 16일 野口多內 겸임속은 일진회장 이용구, 柴田麟次郞과 함께 농상

공부 대신 송병준과 협의하여 소유초평까지 공동경영안에 포함시키고82)

그에 대한 覺書83)도 교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안의 주도자는 최종으로 통감부와 岡部三

81) ≪黃草坪關係書(1906-1909)≫ <報告書>(1907.11.20), 241-242쪽. 

82) 공동경영안의 변경의 쟁점은 계약서 상 甲乙의 지위 변경이 아니라 소유초평을 공동경영안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일진회 일부에서는 한국 영토가 확실한 소유초평까지 

공동경영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野口多內 겸임속은 황초평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일본인의 힘을 빌린 이상 소유초평의 경영에도 일본인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하

면서 일진회가 소유초평에 대한 “急速한 占領의 實”을 거두는데 외교 원조를 하고 싶다며 설득

하였고, 이를 일진회가 받아들였다(≪黃草坪關係書(1906-1909)≫ <報告書>(1907.11.20), 

245-246쪽). 

83) ≪黃草坪關係書(1906-1909)≫ <報告書>(1907.11.20), 252-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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郞 영사의 지원을 받는 柴田麟次郞으로 변경되었다. 최초 岡部三郞 영사

가 주도한 공동경영안 계약서 상 일진회와 柴田麟次郞은 갑을 관계로 규

정되었지만 계약을 체결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아 양자의 계약서 상 지위

가 변경되었다. 岡部三郞 영사가 일진회를 공동경영안에 참여시킨 이유는

황초평 분쟁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岡部三郞

영사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일진회를 명목상 한청 국경문제의 주체로

내세웠지만 계약서 상 일진회가 약속한 투자액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석연

찮은 이유를 구실로 갑을 관계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양자 사이에

공동경영안과 황초평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

공동경영안의 목적이 한국 정부나 한인들의 황초평에 대한 권리 주장을

사전에 합법으로 차단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

경영안 계약서 변경은 한국의 황초평을 포함한 압록강 하구에 대한 권리

상실을 의미한다.

3. 통감부의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과 그 의의

1) 갈대 채취권 매입 성사와 황초평의 한국 영토화 진행

통감부는 1907년 7월경부터 일시 중단된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

을 再開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三穗五郞 부이사

관의 보고서를 통하여 추측할 수 있다. 84) 그러나 三穗五郞 부이사관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다만 진행 과정과 결과만을 보

고하였다. 三穗五郞 부이사관의 보고에 근거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1907년 8월부터 岡部三郞 영사를 대신하여 안동영사관의 부이사관

으로서 三穗五郞이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담당하였다. 三穗五郞 부이

사관은 인수인계 당시 岡部三郞 영사로부터 종래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

입 작업의 진행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野口多內 겸임속과 협의하여 새

로운 계획을 세웠다. 三穗五朗 부이사관은 岡部三朗 영사의 갈대 채취권

매입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長久緩行” 방침을 정하였다. 즉, 三穗五郞

84) 이에 대해서는 각주 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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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은 종래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의 실패 원인이 우선 代價를 지불

하고서라도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려 한 시도가 청인들의 猜疑心을 샀으

며, 갈대의 매각 수입도 多大하였으므로 청인들이 갈대 채취권을 헐값에

매각하려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안동현 각지에 거주하는 36

명의 황초평 주주들을 한곳에 불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우선 황초평 주주들의 의견을 傾聽하고 그들을 안동현으로 불러들여 협

의하여 줄 수 있는 청인을 물색한다, 둘째 어디까지나 청인들이 강압 수

단으로 갈대에 대한 권리 옹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셋째

만일 이러한 방법에도 청인 주주들이 황초평 갈대 매각에 따른 수입을 포

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갈대 뿌리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지주인 36명의

주주를 통감부의 소작인으로 삼아 통감부에 조세를 납부하게 한다는 방침

을 다시 정하였다. 그리고 넷째 갈대 채취권 매입 운동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만 권리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갈대 채취권 매입 이후

에는 갈대의 채취와 판매를 청인들에게 맡긴다는 방침이었다.85)

이러한 계획 아래 三穗五郞 부이사관은 우선 종래의 岡部三郞 영사와

같이 황초평 주주들의 설득을 위하여 황초평 주주 가운데 유력자인 吳新

源이란 인물을 선발하였다. 오신원은 당시 60세로 17년 동안 안동현 候選

知縣, 大東溝木稅局 總辦 등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경력 덕분에 오

신원은 청인 주주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野口多內 겸임속

은 안동현에서 오신원과 그의 아들 吳敬明을 면담하고 당시 한국과 청의

관계상 황초평은 청의 영토가 될 수 없다면서 황초평 주주들이 갈대 채취

권을 매각할 경우 오신원과 청인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오신원이 황초평 유력 주주들을 설득하여 줄 것을 요

청하였다. 三穗五郞 부이사관은 오신원 부자와의 면담에 대하여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서를 얻었다”86)라고 하였듯이 오신원의 승낙이

갈대 채취권 매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오신원이 갈대 채취권 매각으로 황초평이 한국 영토가

된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野口多

內 겸임속은 다시 계약서의 본문을 수정하고 字句를 수정하는 등 반 년이

85) ≪黃草坪關係書(1906-1909)≫ <至急請訓ノ件>(1908.2.26), 270-271쪽. 

86) ≪黃草坪關係書(1906-1909)≫ <至急請訓ノ件>(1908.2.26), 270-271쪽. 



- 172 -

나 걸려 오신원을 설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마침내 1908년

2월 21일 오후 3시에 안동영사관 제1호 관사에서 野口多內 겸임속의 立會

한 황초평 주주 36戶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각 거

래가 성사되었다. 岡部三郞 영사는 청인 36명의 주주 가운데 다시 대표자

4명을 선발하여 앞으로 매년 한국 정부에 납부할 稅額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三穗五郞 부이사관이 오신원을 비롯한 청인들을 어떻게 설

득하였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다. 자료에는 갈대 채취권의 매각 결과만이 기재되어 있다. 岡部三郞 영사

와 청인 주주 대표자들은 갈대 채취권 매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증서를 작성하였다.

제1호 증서는 장래 36호가 여전히 갈대를 채취한다는 조건 아래 갈대를 한국
재산으로 (인정…필자) 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매년 한국 정부에 납세할
것을 동의한다는 선언서로 현상을 유지하고 10년 후에 한국 정부가 토지 사
용에 필요를 요하는 때에는 그 필요에 따라 조금도 지장이 없음을 表明하게
한다.
(注) 塘照, 즉 봉천장군이 발급한 地券狀은 본 문제 발생 후 청 관헌에게 압
수를 당하였다고 하므로 입수할 수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은 계약이 완료되었
기 때문에 지권을 영유할 필요는 없다.
제2호 前顯의 내용[意味]을 영사에게 선서하게 한다.
제3호 납세의 액수를 보여 주고,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한다.
(注) 본 증서에서는 세액을 매년 2,000원으로 한다. 그러나 통감부[貴府]에서
全案을 승인한 후에는 다시 500엔 정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87)

위의 인용문에서 증서의 조항은 세 가지이며 그 要旨는 황초평 주주 36

명이 황초평 갈대의 소유가 한국 정부에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10년 동안

매년 2,000원을 한국 정부에 납부하는 대신 황초평에서 갈대를 채취한다

는 것이었다. 岡部三郞 영사는 주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자기 앞에서 선

서하게 하고, 종래의 청 정부에서 발행한 지권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88)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청인들의 황초평에 대한 권리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岡部三郞 영사는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암호로 작성하여 3월 8일, 12일에 통감부와 한국의 농상공부 대신 및 일

87) ≪黃草坪關係書(1906-1909)≫ <至急請訓ノ件>(1908.2.26), 271-273쪽. 

88) ≪黃草坪關係書(1906-1909)≫ <至急請訓ノ件>(1908.2.26),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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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外務省에 보고하였다.89)

岡部三郞 영사의 보고를 받은 일본의 외무대신은 다시 안동영사 代理에

게 10년이 경과한 후 한국 정부가 황초평의 개간 및 기타 목적에 사용하

기 위하여 ‘갈대 뿌리를 이식한 토지’를 몰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협의하게 하였다.90) 三穗五郞 부이사관은 갈대

채취권 매입을 완료하고 1908년 2월 26일 다음과 같이 통감부에 보고하였

다.

소관이 삼가 생각하기에 본 문제 발생 이래 전후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러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청국인의 種植하였다고 하는 葭葦를 우리가
약탈하고 그 빈민을 괴롭혀 원망을 사는 것 이외 금일에 이르기까지 아직
아무런 국면의 발전을 보지 못하고 시간만을 낭비하는 이와 같은 枝葉 문
제에 대하여 蝸牛角上의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근본 목적인 江口
를 扼守하는 일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한편 국경문제를 결정짓지 못하였고
소식도 없습니다.…(중략)…요컨대 문제는 有耶無耶하는 사이에 현안이 된
금일에 최초의 매수 운동과는 형식이 다르지만 그 실질에서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돌아온 이상 설령 당초의 예산 2萬金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번
에 성립한 覺書의 금액은 넘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2만금을 투자하
여 매수의 성과는 매년 거두어들이는 수익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하건대 국가가 본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갈대가 아니라 국경입니
다. 갈대를 買收하려 한 것은 국경문제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국경의 일은 용이하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매년 갈대를 둘러싼 爭
奪紛擾로 양국의 교섭을 방해한다는 것은 大局에 得策이 아니라 생각합니
다.…(중략)…다행히 今回의 협상이 成效되었습니다. 이번에 성립한 覺書로
갈대 쟁탈의 소요에 대하여 10년의 小康을 保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
고 해가 지남에 따라 우리가 收稅 관행에 따라 권리를 점점 확정할 것으
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상권의 취득이 국가통치권의 범위를 결정짓는 것
은 아닙니다. 前記 결정은 양 국경 상 토지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청국 정부에 대하여
본건과 별개로 언제라도 국경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
나 이미 36호의 청국 소작인들은 토지권이 한국 정부에 귀속되었음을 인
정한 이상 그 실제 결과는 국경을 정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 문제의 遂行上 성공이라 인정해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思
考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디 본 문제의 일단락을 고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貴府(통감부…필자)의 의견으로 다시 수정할 점
이 있다면 그 수속을 밟는 것도 꼭 곤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
라서 승인을 위하여 別紙寫의 각 本書에 대하여서도 본관 혹은 안동영사

89)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處分ノ件>(1908.3.8), 284-290쪽;≪葦洲所屬係爭一件

(1908.2.24-1908.9.23) 第1卷 <第18號>(1908.3.12), 371쪽. 

90) ≪葦洲所屬係爭一件(1908.2.24-1908.9.23)≫ 第1卷 <電送 第624號>(1908.3.11), 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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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책임자에게도 이와 같은 허가 및 보증의 지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하략)….91)

위에서 三穗五郞 부이사관은 이에 앞서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 증서

가 황초평의 한국 영토로의 귀속과 관련하여 자세한 언급은 없었음에도

이를 일단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파악하였다.

즉 三穗五郞 부이사관은 갈대 채취권 매입은 압록강 국경문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그동안 마치 황초평의 갈대를 목적으로 한 것처럼 되었다

고 평가하고 갈대 채취권 매입으로 향후 10년 동안 황초평을 둘러싼 갈등

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일본이 갈대 채취권 매입으로 황초평의 지상

권을 확보한 이상 언제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청 정부와 압록강 국경문제

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三穗五郞 부이사

관은 갈대 채취권 매입 완료와 그것이 압록강 국경문제에서 차지하는 의

의를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통감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이 압록강의 국경 획정과 같다는 三穗五郞 부이사관 개

인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후 통감부나 일본 정부에서도 三穗五郞 부이

사관의 이러한 의견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또한 통감부의 갈대 채취권

매입 이후의 대응을 보아도 三穗五郞 부이사관의 의견은 일본의 입장으로

굳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황초평 갈대 채취권의 매입으로 일

단 압록강 국경문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한편 통감부의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 과정에서도 공동경영안 계약과

같이 일진회 간부들이 개입하였다는 설이 있었다. 1907년 4월경 雲峴宮의

한석범은 황초평이 운현궁의 소유라는 龍川府尹 兪鎭哲의 ‘土地保存證明

契約書’(이하 ‘계약서’로 약칭)를 가지고 서울역에 도착하였다. 이 때 일진

회원 200명 정도가 한석범을 竹洞의 일진회 사무실로 납치하였다. 그리고

송병준, 이용구, 李謙濟가 계약서를 자신들에게 넘길 것을 강요하였다. 그

러나 한석범은 이들에게 계약서를 넘기지 않고 버티다가 이튿날 석방된

후 李埈(혹은 李埈鎔)에게 건네주었다. 이때 “政府의 要路”에서는 이준용

에게 연회를 베풀고 황초평에 대하여 청 정부와 교섭이 있기 때문에 “그

교섭을 거절하면 隣國과의 交誼에 영향이 있습니다. 비록 이 토지는 운현

궁의 토지입니다만 今後 10년간 정도 사용 수익을 保留하고 중국 측에 요

91) ≪黃草坪關係書(1906-1909)≫ <至急請訓ノ件>(1908.2.26), 273-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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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허락하는 것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득하였다. 이에 대

하여 한석범이 이준을 극구 만류하여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하지만 결국 이준은 나중에 결국 이를 승낙하였다.92) 여기서 언급하는

“政府의 要路”란 통감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자료에서는 확

인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일진회와 통감부가 갈대

채취권 매입에 대한 개입을 방증한다고 보인다.

통감부는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자 황초평 점유를 위한 본격 작업을 진

행하였다. 우선 신의주이사청 이사관 名義로 황초평 갈대에 대한 무단 채

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警告文’을 황초평에 세

웠다.93) 1909년 10월 일본은 한청 국경 지역에 ‘自由地帶’ 설치를 계획하

면서도 압록강 하구 일대는 제외하기로 하였다.94) 이는 당시 황초평의 갈

대 채취권을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압록강 하구를 ‘자유지

대’에 포함시킬 경우 청과 외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909년 1월 15일 용천세무서는 신의주우체국을 통하여 청인 林恒

春 외 35명에게 ‘黃草坪蘆草刈取權貸上金’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다.95)

1910년 3월경 청인들은 안동현영사관을 통하여 황초평 세금을 납부하였

고, 이듬해에는 탁지부에 세금을 납부하였다.96)

1908년 2월 통감부는 1906년 12월 이후 3년에 걸쳐 진행한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에 성공하였다. 이는 통감부가 황초평의 갈대 채취권을 소유

하고 있던 청인 주주들로부터 황초평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고 통감부는

향후 10년 동안 이들에게 황초평에서의 갈대 채취를 허가한다는 형식이었

다. 황초평 갈대 매매 계약서에는 황초평의 소속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三穗五郞 부이사관은 이를 압록강 국경을 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갈대

채취권 매입이 황초평 분쟁의 해결을 의미하지 않았지만 통감부는 황초평

지상권 획득이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압록강 국경문제에서 유리

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일본이 이후 청과 중국 정부의 황초평 재협상 요

92) 1937년 2월 19일 韓錫範(58세, 당시 인천부 화평정 253번지 거주)이 京城府 雲泥町 114번지 

사무실에서 李王職 事務官 飯高治衛, 同 御用掛 市野澤酉之助가 立會 아래 진술한 것이다(≪黃

草坪還付出願釋明書≫ <聽取書>).

93) ≪黃草坪關係書(1906-1909)≫ <告示 第10號>(1908.7.28), 343쪽.

94) ≪統監府文書≫2 <韓淸國境自由地帶設定ノ件>, 78쪽; ≪統監府文書≫2 <國境貿易ニ關スル件>, 

(1909.10.15.), 93-94쪽.

95) ≪黃草坪關係書(1906-1909)≫ <□稅甲27號>(1909.1.15), 364쪽.

96)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島調査ニ關スル件>(1910.4.2), 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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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2) 통감부의 비밀 유지책과 청 정부의 대응

1908년 2월 통감부는 황초평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그 과

정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공식 외교 경로가 아닌 청인 주주들과의 계약

이었기 때문에 청 정부와는 외교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岡部三郞 영사도

이를 우려하여 통감부에 황초평와 관련 사항을 10년 정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97) 이에 통감부는 자신들이나 안동영사관이 갈대 채취권

매입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우선 1908년 3월 9일 통감부의 총무장관 대리는 안동영사관 명의로 제

출된 계약서를 평안북도 관찰사 명의로 변경하고, 세금 납부도 평안북도

관찰사 앞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98) 이어서 계약서 상 “全案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통감부를 평안북도 관찰사로, 계약 승인자를 岡

部三郞 영사에서 신의주이사청 이사관으로 각각 변경하려 하였다.99) 같은

해 10월 통감부의 鶴原定吉 총무장관은 황초평이 국경문제와 밀접한 관계

에 있기 때문에 갈대 채취권 매입 과정의 顚末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황초평과 직접 관계된 관원 이외에게 황

초평과 관련된 사안을 기밀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00) 그리고 탁지

부에는 황초평에 대한 세금 징수 관련 회계를 특수회계로 취급하게 하였

다.101) 三穗五朗 부이사관도 세금 징수 과정에서 통감부가 황초평의 갈대

채취권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과 통감

부가 황초평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한국 관원들에게도 주의를 주어야 한

97) ≪葦洲所屬係爭一件(1908.2.24.-1908.9.23)≫第1卷 <安東新報發行停止ニ關スル係爭一件>

   (1908.9.19), 349쪽. 

98)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處分ノ件>(1908.3.9), 289쪽.

99) ≪葦洲所屬係爭一件(1908.2.24-1908.9.23)≫ 第1卷 <電送 第624號>(1908.3.11), 372쪽.  이

에 앞서 3월 3일 통감부에서는 三穗五郞 부이사관의 계약 성사 보고에 대하여 “황초평 처분에 

관한 稟請에 대하여 아직 商議할 필요가 있다”며 野口多內 겸임속과 함께 至急으로 서울에 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黃草坪關係書(1906-1909)≫ <出府ノ件>(1908.3.3), 281쪽). 이에 野口多

內 겸임속은 이튿날 서울로 출발을 하였다. 계약서의 변경 내용은 그 뒤에 수록되어 있다(≪黃

草坪關係書(1906-1909)≫ <第13號>(1908.3.4) 282쪽;≪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

處分ノ件電報案>(1908.3.9), 284-289쪽). 野口多內 겸임속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출장을 하였

다(≪鴨綠江葦洲ノ所屬ニ關スル係爭一件(1908.2.24-1908.9.23)≫第1卷 <鴨綠江下流黃草坪問題

ニ關シ野口兼任屬統監府出張報告之件>(1908.3.7), 370쪽).

100)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蘆草刈取契約書寫送付ノ件>(1908.10.20), 347쪽.

101)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餘草刈取約定ノ件>(1908.10.26), 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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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통감부는 황초평 관련 우편물에 관인 날인을 하

고 한국 정부의 담당 관원에게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102)

통감부는 1906년 12월 이후 갈대 채취권 매입에 직간으로 간여한 인물

들에게 기밀수당을 지불하였다. 이는 三穗五朗 부이사관이 갈대 채취권

매입이 끝난 직후부터 통감부에 건의한 사항이었다.103) 기밀수당으로 가

장 많이 받은 이는 柴田麟次郞이었다. 三穗五朗 부이사관은 岡部三郞 영

사가 柴田麟次郞에게 황초평 분쟁 개입을 요청할 당시 보상금을 지불하겠

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통감부가 柴田麟次郞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104) 그리고 이를 위하여 황초평의 청인 주주들이 한국 정부에

납부할 세금 2,000엔을 형식상 한국 정부에 납부하게 하고 이를 柴田麟次

郞에게 보수로 지급할 수 있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105) 4월 17

일에도 三穗五朗 이사관 대리는 다시 통감부에 황초평 문제 해결과 관련

하여 일진회는 당시까지 허송세월만 한 반면에 柴田麟次郞은 황초평 경영

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柴田麟次郞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柴田麟次郞이 1907년 겨울에 채취한 갈대를 자의로 처분할 수 있

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106)

柴田麟次郞과 함께 주목할 인물은 청 동변도대의 비서 陳英福이다. 통

감부가 오신원 父子나 柴田麟次郞에게 기밀수당을 지불한 것이 갈대 채취

권 매입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라면 진영복에게는 갈대 채취권

매입 이후를 염두에 두고 보상을 지불하였다. 진영복은 앞의 2절에서 岡

部三郞 영사가 1907년 10월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 보고한 동변도대 수행

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진역복은 안동영사관이 청 동변도대 앞으로 황초

평 갈대 채취를 둘러싼 한인과 청인 사이의 갈등이 당사자들끼리 평화롭

게 해결되었다는 공문을 보내었을 때 “진영복이 詭辯으로 동변도대에 황

초평 문제를 糊塗하였고”, 이 덕분에 안동영사관은 황초평과 관련하여 10

102)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葭葦刈取貸上金取扱方ニ關スル件>(1909年 3月), 359

쪽. 

103) ≪黃草坪關係書(1906-1909)≫ <至急請訓ノ件>(1908.2.26), 276쪽. 

104)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一進會對柴田ノ契約先後ニ關スル件>(1908.2.26), 

278-279쪽 참조. 

105)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一進會對柴田ノ契約先後ニ關スル件>(1908.2.26),  

 278-279쪽. 

106)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ニ關連スル一進會對柴田ノ契約ニ關スル件>

    (1908.4.17), 311-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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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小康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107) 이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

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진영복은 청 동변도대의 통역이라는 자신의 지위

를 이용하여 일종의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통감부의 기밀수당 지불은 曾彌荒助 통감의 훈령에 따라 통감부의 기밀

비를 사용하였다. 원래 명세서에는 오신원 父子에게 지급할 3,000엔, 손경

당의 인부들에게 억류되었다가 금전을 약탈당한 일본인 大久保善彦에게

지불할 200엔, 1907년 10월 동변도대 수행원으로 서울에 파견된 진영복에

게 지불할 500엔을 포함하여 도합 4,500엔이었다.108) 그리고 최종으로 岡

部三郞 영사는 오신원 부자에게 3,000엔, 왕화성에게 600엔, 진영복에게

500엔, 척식협회 小川光藏에게 200엔 등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다

만 진영복은 청의 관원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岡部三郞 영사

는 통감부에 4,500엔의 지급 완료와 함께 황초평 분쟁의 일단락 보고하였

다.109) 통감부는 갈대 채취권 매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통감부에 협조한

인물들에게 통감부 기밀비로 기밀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통감부 스스로 황초평 분쟁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었다.

이처럼 통감부는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 과정에 통감부가 간여하였다

107)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ニ關スル件>(1908.7.27), 340-342쪽. 

108) 수고비 지불과 관련하여 신의주이사청 이사관은 三穗五朗 부이사관이 작성한 원래 명세서 명

목 가운데 柴田麟次郞이 직접 해결해야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를 삭감하기도 하였으나, 三

穗五朗 이사관 대리 의견은 거의 반영되었다(≪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問題ニ關ス

ル機密金分配方之件>(1908.5.4), 328-331쪽. 통감부의 鶴原定吉 장관은 한국 정부의 탁지부에 

至急으로 三穗五朗 부이사관이 요청한 4,500엔에 대한 지불을 요청하였다(≪黃草坪關係書

(1906-1909)≫ <機密統發 第521號>(1908.5.6), 327쪽). 신의주이사청 이사관 岡部三郞은 부이

사관의 三穗五郞의 명세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제1항 일금 3,000엔, 右는 今回 운동의 중심점인 오신원 부자와 약속한 것으로 계획에 따르면 

변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据置] 것. 제2항 일금 600엔, 右는 왕화성이 실제의 

失費와 공로에 보답하기 위한 것이므로 역시 그대로 둘 것. 제3항 일금 500엔을 200엔으로 低

減, 우는 本官이 아직 황초평 문제에 관여하기 이전에 日韓拓植協會 명의 아래 이익에 눈먼[餓

利] 邦人들이 공상적으로 該島(황초평…필자)에 침입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전부 小官에게 배

척당하였다. 그러나 실제 다소의 失費를 부담한 자는 小川光藏 1명이므로 小川에 대해서는 은혜

차원에서 200엔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제4항 일금 400엔 전부 삭제. 이유는 野中宇一, 宇

土照造 등이 최초 柴田麟次郞 등과 함께 공동으로 운동에 착수하였을 당시 이미 소관으로부터 

상당한 운동비를 지금 받은 관계도 있다. 또한 실제 이익 문제는 柴田麟次郞과 직접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 5월 8일 기밀비 4,500엔에 대한 집행의 승인이 이루어

져 제일은행 외환권으로 교환되어 신의주이사청으로 송부되었다(≪黃草坪關係書(1906-1909)≫ 

<機密金送付ノ件>(1908.5.8), 328-331쪽).

109) ≪黃草坪關係書(1906-1909)≫ <機密金分配ニ關連スル件>(1908.6.13), 334-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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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1908년 9월 9일자 ≪安東

新報≫는 오랫동안 한국과 청 사이의 외교 현안이었던 ‘황초평 문제’가 타

결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 기사를 접한 岡部三郞 영사는 이 기사

가 진정되어 가던 황초평 문제를 ‘挑發’하는 것이라고 분개하였다.110) 그

리고 ≪安東新報≫의 기사가 외교상 유해하다는 구실로 기사가 실린 신문

의 발매와 배부를 금지하고 ≪安東新報≫를 7일간 停刊하였다.111)

한편 청 정부가 통감부의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 사실을 인지한 것은

1911년 7월경이었다. 1908년 2월 통감부가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였을 당

시 청 정부의 대응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1907년 4월부터 만주

가 이전의 將軍 지배 체제에서 省체제로 변화하면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

른 공백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는 청말 反淸운동이 격화되는 상황에

서 청 정부가 통감부의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

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112) 이러한 상황에서 청 정부는 통감부의

갈대 채취권 매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07년

8월 청의 東三省總督 겸 奉天巡撫 徐世昌은 청 외무부에 일본의 岡部三郞

영사가 황초평 갈대를 압류하고 청인들의 황초평 출입을 금지하여 청인들

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통감부와 교섭하여 황초평의

경계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었다.113) 그 이후 청의 정부

110) ≪黃草坪關係書(1906-1909)≫ <黃草坪處分ノ件>(1908.3.8.), 284-290쪽; ≪葦洲所屬係爭一

    (1908.2.24-1908.9.23)≫ 第1卷 <第18號>(1908.3.12),  371쪽. 

111) ≪葦洲所屬係爭一件(1908.2.24-1908.9.23)≫第1卷 <第55號>(1908.9.11), 350쪽. ‘滿韓의 國

境問題’라는 신문 기사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一申一縮은 世의 常事이며, 一起一伏은 物의 經路이다. 吾人 은 社會百般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

하여 항상 동일한 속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외교문제 중에서 至難한 국경문제에 속

하고 200여 년 淸韓 양국 간에 가로놓여 있어 간도문제와 같은 것의 해결을 一朝一夕에 희망하

거나 혹은 심한 실책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막연한 서류를 제공하여 審査論難으로 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과 같아서는 그 해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吾人은 당국자가 더욱 一番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간도에 이어 淸韓 양국의 국경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은 근

래 압록강 중에 가로놓인 황초평 문제이다. 該 문제도 역시 오랫동안 외교의 案上에 놓여 있었

는데 지금도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중략) 吾人은 該 문제하의 상태를 알려고 하나 

결코 간도문제에 뒤지지 않는다”(≪葦洲所屬係爭一件(1908.2.24-1908.9.23)≫ 第1卷 <第55

號>(1908.9.11), 351쪽. 

112) ‘建省改制’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었나 황초평 분쟁이 진행되던 1905년부터 1911년까지 러일전

쟁 이후 청 정부는 ‘庚子賠款[의화단 사건 배상금]’과 ‘新政’을 구실로 增稅를 실시하였다. 그리

고 안동·봉성·영구 등 봉천지역의 주요 도시는 물론 만주 각지에서 이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抗

租·抗捐·搶糧·搶鹽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여기에 慈喜太后의 사망과 宣統帝의 즉위 등 정치 격변

으로 혼란이 거듭되던 시기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中國科學院吉林省分院歷史硏究所·吉林

師範大學歷史系 編著, 1960 ≪近代東北人民革命運動史≫, 吉林人民出版社, 151-2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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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황초평과 관련된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청 정부가 1908년 2월 통감부의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에 어떻게 대

응했는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안동영사 木部守一은 1909년 4월경부

터 1911년 7월까지 황초평에서 청인 주주들의 갈대 채취와 조선총독부에

납세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다.114) 이러한 木部守一 영사의 보고

는 그 이전까지 청 정부가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통감부의 갈대

채취권 매입 사실을 몰랐음을 의미한다. 청 정부는 1911년 7월에 가서야

황초평 標札 설치 문제를 계기로 조선총독부에 황초평에 대한 협상을 요

구하였다.115)

조선총독부는 황초평 표찰 설치에 대하여 청인 주주들이 청인들 사이의

소송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여 조선총독부

에 황초평 표찰 설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청 정부는

일본이 청인 사이의 소송에 개입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압록강 국경 획정 문제를 再論하고 싶다는 의사를 조선총독부에 타진하였

다.116) 청 정부는 통감부의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을 청인 황초평 주주

들과 신의주이사청 三穗五朗 부이사관 사이의 개인간 密約으로 간주하였

다.117) 청의 東三省 總督도 이를 1906년 한인들의 황초평 점령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계기로 압록강의 국경을 분명히 하자는 의사

를 전해 왔다. 즉 조선총독부와 청 정부가 立會하여 압록강을 답사한 후

113) ≪關係史料≫第10卷 <請催日使派遣韓員與地方官會同履勘黃草坪塘界限以安葦戶生業並指明應定

江界俾會勘之員胸有成竹>(1907.8.20=光緖三十三年 七月 十二日), #4454 6494a-b쪽. 

114) ≪葦洲所屬係爭一件(1911.2.28-1911.9.13)≫ 第2卷 <黃草坪ニ關スル件>(1911.7.20.), 

   102-103쪽.

115) 표찰 내용은≪葦洲所屬係爭一件(1911.2.28-1911.9.13)≫ 第2卷 <揭示文>  111쪽 참조.

116) 1910년 가을에 황초평 표찰이 유실되자 청인 황초평 주주들은 다른 청인들의 황초평 침입을 

우려하고 일본에 표찰의 재설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압록강은 결빙기가 시작되어 굳이 

표찰을 설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방치하였다. 그런데 1911년 6월 황초평의 2개 구역을 둘

러싸고 청인 주주와 일반인 가운데 소송이 발생하여 황초평의 주주가 패함으로써 1개 구역은 안

동현재판청에 몰수되고 나머지 1개 구역은 다른 청인의 소유가 되었다. 이에 청인 주주들은 황

초평 가운데 자신들의 구역도 이러한 소송 결과의 영향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여 조

선총독부에 표찰 재설치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다시 황초평에 표찰을 설치하게 되었다(≪葦洲所

屬係爭一件(1911.2.28-1911.9.13)≫第2卷 <黃草坪ニ關スル件>(1911.7.20), 103쪽). 그런데 황

초평을 순찰하던 청의 安江隊 隊官 王玉 등이 표찰을 발견하고 安東巡警總局에 보고하였다. 安

東巡警總局에서는 다시 동변도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국경 획정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며, 

황초평 이외 지역에서 일본인이 들어와 함부로 표찰을 세우는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葦洲所屬係爭一件(1911.2.28-1911.9.13)≫第2卷 <照子 第28號>(1910.5.19), 110쪽).

117) ≪葦洲所屬係爭一件(1911.2.28-1911.9.13)≫第2卷 <黃草坪ニ關スル件>(1911.7.20),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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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의 ‘區界’를 정하여 양측의 紛擾를 종식하고 싶다는 의사를 北京 주

재 일본 特命全權公使 伊集員彦吉에게 전달하였다.118)

청 정부는 통감부가 황초평의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려 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황초평을 외교쟁점화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청 정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교섭을 의도하여 회피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즉 1911년 7월 木部守一 영사는 청

정부의 황초평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완전히 단념시키기 위하여 용암포경

찰서 경찰을 파견하여 황초평을 순찰하게 하고, 청 정부가 황초평에 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황초평을 계속 순찰하고 황초평 주주들이 총독부의 보호 아래 갈대를 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며 청 정부의 항의를 초래할 수 있는 “界

標”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한 충돌을 피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119) 木部守一 영사의 이러한 주장은 한 황초평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청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황초평의 현상을 유지하여야 한

다는 의미였다.

같은 해 8월 31일에도 木部守一 영사는 청 興鳳道의 徐鼐 外交科長이

안동영사관에 협상 개시를 위한 전보를 보내왔음을 본국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9월 초 伊集院彦吉 공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황초평이 한국 영토라

고 계속 공언하였기 때문에 청 정부가 황초평 영토권을 논의하자고 하여

도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청 興鳳道의 서내

외교과장이 황초평의 소속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에 대하여 그 사

항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해명하면서 자신은 다만 황초평의 갈대

와 관련된 문제에만 개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설령 伊集院彦吉 공

사가 자신에게 황초평 소속에 대하여 논의하라는 훈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118) 1911년 음력 5월에 안동현 同德塘 대표 吳子周는 용천에서 성명 미상의 일본인 4∼5명과 함

께 황초평과 인접하여 있는 청인 于荊山의 모래톱에 표찰을 세우고 이를 점령하면서 일본인에게 

보호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와서 도와 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원래 이 지역은 황초평

과 인접한 지역에 새로 형성된 습지로, 우형산과 오자주가 그 소유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던 

지역이었다. 그런데 오자주가 일본의 세력을 업고 이를 점령하려 하자 興鳳道審判廳에서는 이를 

學堂의 공유지로 삼고 임의로 점령하지 못하게 하였다(≪葦洲所屬係爭一件

(1911.2.28-1911.9.13)≫第2卷 <寫 甲號 譯文>(宣統三年 六月 二十日=1911.7.20), 114-117

쪽).

119) ≪葦洲所屬係爭一件(1911.2.28.-1911.9.13)≫第2卷 <黃草坪ニ關スル件>(1911.7.20), 

    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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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木部守一 영사는 伊集員彦吉 공

사의 電文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구실로 청 정부의 황초평 소속에 대한 논

의 요청을 거부하였다.120) 1919년 12월 6일에도 중국의 奉天省 東邊道尹

兼 安東方涉員 方大英이 安東代理領事 官英井淸에게 황초평에 대한 논의

를 제안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121)

                [그림 14] 용천군전도(1930년대)

※≪郡勢一般(平安道)≫(1930)(종로도서관 소장)

120) ≪葦洲所屬係爭一件(1911.9.4.-1916.12.13.)≫第2卷 <黃草坪ニ關スル淸國側協議開始申出件>

    (1911.9.4), 91-99쪽.

121) 1919년 12월 6일 奉天省 東邊道尹 兼 安東方涉員 方大英은 대한제국 시기부터의 황초평 문

제를 언급하면서 당시 한국 정부는 황초평이 “한국 황실의 牧地”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습지로 

이는 실제 상황과 맞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청 정부에서는 일본의 岡部三郞 영

사가 황초평에 대하여  원래 소유인 중국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신을 통하여 청 정

부의 “영토”가 되었음을 승인한 이후부터는 다시는 황초평의 소속에 대하여 논의를 요구하지 않

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청인 손경현 부자가 사사로이 평안북도 당국과 계약을 체결하여 청

의 국토를 매각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공법상 황초평은 압록강의 청 연안에 가깝기 때문에 

청의 소속이라고 주장하였다(≪葦洲所屬係爭一件(1922.4.25-1922.5.25)≫第2卷 <照會 1919年 

外字  第96號>  3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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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에 들어와 황초평은 막대한 갈대 수익을 둘러싸고 10년마다 돌

아오는 황초평 대부 계약 갱신 시기가 되면 대부 계약 체결을 위한 치열

한 경쟁이 벌어졌다. 1924년에 발생한 황초평의 이익 분배를 둘러싼 청인

주주들 사이의 소송122)이나 前 조선총독 山梨反造까지 연루된 ‘瀆職事

件’123)은 황초평 대부계약 체결을 둘러싼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

여 준다. 그러나 1926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청인들과 갈대 채취권 대부 계

약을 유지할 수 있었게 된 데에는 이러한 황초평 대부 계약을 둘러싼 중

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경쟁을 적절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

다.

황초평은 1920년대가 되면 당시까지 갈대 채취 장소로 이용되던 섬의

일부가 水田으로 개간되었다. 이후에도 황초평의 개간에 대한 논의가 있

었다.124) 그러다가 1926년에 평안북도 당국은 황초평을 토지대장에 신규

122)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황초평의 갈대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였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 황초평의 이권을 둘러싼 알력도 끊이지 않았다. 1920년 황초평의 갈대 채취권을 가지고 

있던 ‘黃草坪葦塘組合(일명 ‘同德塘組合’)의 주주 대표 孫敬賢은 황초평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

자 갈대 채취권 연장의 운동비 명목으로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원 가운데 1명인 

馬衛甫가 손경현 父子를 安東審判廳에 國土私賣詐僞, 文書僞造, 私印濫用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 

결과 손경현 부자는 ‘國土私賣罪’로 징역 3년, 벌금 9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손경현 부자는 

불복하고 안동심판청의 상급기관인 奉天審判廳에 공소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봉천심판청에 신병

이 인도되어 투옥당하는 사건이 있었다(≪支那國境關係書類(1920-1924)≫ <黃草坪ニ對スル中

國官憲ノ不法事件>, 137-138쪽). 손경현 부자가 실각한 이후에는 다시 청인 마위보와 姜明德 

일파 사이에 황초평의 이익 분배를 둘러싼 알력이 발생하였다(≪支那國境關係書類(1920-1924)

≫ <黃草坪問題ニ關スル件>(1924.4.24), 124-128쪽 참조). 

123) 이 사건은 황초평의 이권을 둘러싼 대표 사건이었다. 1929년 육군 대장 출신의 前 조선 총독 

山梨半造와 그의 비서관 尾間立縣, 肥田理吉이 연루된 瀆職事件의 발생이었다. 당시 황초평 갈대 

채취권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조선총독부 囑託 尾間立縣, 肥田理吉은 갈대 채취권을 획득하려 

하던 新義州商業會議所 會頭 加藤鐵次郞으로부터 황초평 갈대 채취권 불하를 조건으로 滿洲銀行 

주식 600주, 朝鮮煙草 주식 940주, 滿洲鑛山 주식 220주 등 당시 시가 6만 엔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 그리고 이를 담보로 山梨半造는 조선상업은행으로부터 1만 5,000엔 등 총 5만 엔을 대

출받아 이를 일본 政友會 內閣에 전달하였다. 그런데 政友會 內閣이 붕괴하자 이 사실이 발각되

었다(≪朝鮮日報≫(1929.12.28) <蘆草島를 미끼로 6萬圓 詐取, 各 會社의 株券으로 收賂, 詐欺

騙取專門의 받은 이가>).

124) 1926년 당시 황초평의 면적은 약 1,000町步로 대부분이 갈대밭이었지만 부분 개간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당시 황초평은 大·小 황초평 이외에 갈대밭 가운데 제방을 쌓고 강물이 들어오지 않

도록 개간하여 논농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新磧子, 中原磧子, 積新磧子, 小積新磧子이라는 명칭

으로 구분하였다. 평안북도 당국은 중국인 또는 일본인 등에게 개간을 명목으로 불하된 이들 개

간지에 과세하였다. 1932년 당시 황초평 갈대의 불하에 따른 수익은 2만∼3만 엔이었다. 그러

나 황초평의 개간을 주장하는 이들은 황초평이 “지하 약 3∼4尺까지 부식토로 비옥한 것은 다

른 것에 비할 수 없는 良地로 현재 민간 수전이 약 100정보 있으나 조금도 施肥를 하지 않고 1

反步에 1石 이상의 産米를 계속 수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황초평을 수전으로 개간한다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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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측량한 후 황초평을 ‘平安北道 龍川郡 薪島面

東洲洞’에 소속시켰다. 조선총독부가 황초평을 갑자기 평안북도로 편입한

경과나 배경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125)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들어

와 갈대를 원료로 한 人絹 제조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에 따라 갈대 가격

이 폭등하였다. 그 결과 황초평 갈대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인견산업의 원료인 갈대의 생산지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개간 가능성이 높은 황초평을 더 이상 중국인에게 대부할 이유가 없을 것

이었다. 황초평이 평안북도로 편입됨에 따라 [그림 15]의 <용천군전도>에

서 보듯 1930년대가 되면 황초평은 식민지 조선의 영역이 되었다. 제1장

의 [그림 6]와 [그림 7]에서 황초평과 청 연안 사이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

던 것과 분명한 차이라 하겠다.

1926년 이후 황초평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 사이의 교섭은 더 이상 보이

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황초평이 식민지 조선의 영토가 된 상황에서 당

시 중국의 국내 사정상 황초평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많아 황초평에 주목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1932년 만주국 성립으로 일본

입장에서 조선과 중국의 압록강 국경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잃었을 수도 있다.126)

1908년 2월 통감부가 황초평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고 20년이 채 안 된

약 15엔∼16만 엔 수확은 확실하여 노초의 재배에 비할 것이 아니다”라며 황초평을 개간하자고 

주장하였다(≪朝鮮新聞≫(1935.9.7) <鴨綠江の蘆草を防波堤維持費に>(서울대학교 도서관 신문스

크랩자료)). 

125) ≪支那國境關係書類(1926)≫ <大黃草坪及小黃草坪外四坪ノ現況ニ關スル件>(1926.9.4), 926

쪽. 그러나 현재 조선총독부가 황초평을 평안북도로 편입시킨 정황이나 경위를 알 수 있는 자세

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각급 지방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중앙

재정에 비하여 훨씬 급속히 증가하고 있던 것에서 한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김태웅, 2012 

앞의 책, 510쪽). 따라서 당시 조선총독부가 막대한 이익을 내던 황초평의 갈대를 더 이상 중국

인들에게 대부할 이유는 없었다. 즉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황초평의 갈대 수익이나 압록강의 어

업 측면에서 황초평을 중국인에게 대부하기보다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이득

이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의 한중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126) 1938년 조선총독부와 滿洲國은 남만주와 평안남북도의 자원과 압록강의 수력을 이용하여 압

록강  하구에 “대공업지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그 배경의 하나가 만주국의 성

립을 계기로 “滿鮮一體의 國策에 의하여 滿鮮間에 국경은 실질적으로 解消된 감이 있다”는 것이

었다.≪每日申報≫(1938.10.8) <新京의 鮮滿打合會, 滿洲側에서 重大提案 多獅島、新義州兩港과 

羅津、雄基 淸津의 三港施設及行政的管理를 港灣統制上委任要望 多獅島의 築港調査>. 이러한 사

실로 보아 1932년 만주국의 성립으로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압록강 국경문제

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포함한 한

국의 국경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었는가에 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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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황초평은 식민지 조선의 평안북도 용천군으로 편입되었다. 이 기

간에 몇 차례 청과 중국 정부는 조선총독부에 재협상을 요청하였으나 실

제 재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황초평을 점유한

상황에서 황초평을 교섭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황초평은 갈대 수익이 막대하였기 때문에 그 대부 계약 경쟁도 치열하였

다. 이 때문에 황초평은 단순한 압록강 국경문제 차원이 아닌 이전보다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1926년 조선총독부가 황초평 대부 계약을 갱

신하지 않고 황초평을 식민지 조선의 영토로 귀속시킬 수 있었던 이유 가

운데 하나도 당시 황초평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

하였을 것이다. 1920년대를 거치면서 황초평은 갈대만이 아니라 위치상

압록강의 渡船과 航行權, 압록강의 用水 이용, 그리고 어업과 관련된 ‘황

초평 문제’가 되었다. 당시 황초평 문제는 이전처럼 갈대만이 아니라 압록

강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훨씬 중요하고 복잡한 성격의 사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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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論

필자는 본고에서 1880년대 이후 압록강 국경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

의 역사 사례로서 1883년부터 1908년까지 압록강 하구에서 황초평의 귀속

을 둘러싸고 전개된 한국(조선), 중국(청), 일본 정부 사이에 벌어진 황초

평 분쟁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황초평 분쟁의 역사 배경과 발단, 분

쟁 과정에서 한국과 청 정부가 어떠한 주장과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황초평 분쟁에 개입한 배경과 그 주체를 밝히려 하였

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황초평 분쟁의 성격과 역사 의의

를 정리하려 한다.

황초평은 19세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압록강의 습지 혹은 갈대밭에서 시

작된 소황초평이 홍수의 영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합쳐지며 형성되었

다. 황초평은 大·小 황초평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1810년대부터 1850년

대까지 사이에 소황초평이 먼저 형성되고 소황초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1890년대 무렵 다시 대황초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황초평은 1900대

에 이르러 원래의 위치를 벗어나 압록강을 중심으로 청 연안에 가까운 섬

이 되었다.

황초평이 형성된 19세기 중엽부터 청 정부의 만주 봉금은 유명무실해졌

다. 1860년대에 이르면 청 유민들은 압록강 일대까지 개간하고 거주하였

다. 이전에 사람의 거주와 개간이 허용되지 않던 지역에 본격적인 개간과

거주가 시작된 것이었다. 조선과 청 정부는 증가한 인구와 토지를 관리하

기 위하여 압록강 일대에 郡邑과 州縣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종래

변경이던 압록강 하구는 조선과 청의 영토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는다.

高宗 20년 9월 조선과 청 사이의 황초평 교섭은 19세기 중엽 이후 조청

변경지역의 이러한 사회경제 변화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당시는 이전 청

중심의 ‘조공책봉질서’가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서구열강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되던 시기였다. 반면에 조선과 청의 관계는 1882

년 조청수륙무역장정 체결 이후 청의 조선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

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서 이 당시 황초평 교섭은 ‘사대관계’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 황초평 교섭의 당사자는 황초평 갈대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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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조선 의주부와 청 동변도의 관원이었다. 그러나 공식 외교 절차에 따

른 교섭은 아니었기 때문에 황초평을 조선 신도진 소속으로 인정하였던

교섭 결과도 청 관원의 ‘私書’라는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동변도에 전달되

었다. 이 때문에 1901년부터 시작된 황초평 분쟁에서 한국과 청은 이 당

시의 교섭의 결과를 둘러싸고 해석을 달리하였다.

1883년 황초평 교섭 이후 1901년까지 황초평은 한국과 청의 외교 현안

으로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01년 1월 한국 정부가 청 정부에 당시

까지 청인들이 황초평에 침입하여 채취해 간 갈대에 대한 배상과 청인들

의 황초평 침입 재발 방지 요청이 발단이 되어 황초평 분쟁이 시작되었

다. 이러한 황초평 분쟁의 시작은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 이후 양국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양국 정부의 황초평 갈대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었다.

1901년 이후 황초평 분쟁은 당시 한국 정부의 영토 및 국경에 대한 관

심 고조를 반영한다. 한국 정부는 1895년과 1899년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읍지와 읍사례, 그리고 지도를 수집하였다. 1897년부터 1904년까지 국가

재정의 기본 단위로 전국 토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계양전 사업을 실시하

였다. 한국 정부는 근대 국민 국가 성립 과정에서 제도 개혁과 재정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지방의 기본 행정 단위뿐만이 아

니라 변경 지역의 상황까지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황초평의 연혁을 파악하고 갈

대의 경제성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무인도이던 황초

평에 대하여 주민의 이주와 개간을 추진하기보다 재정 수입을 위한 갈대

의 채취에 더 주목하였다. 이는 영토의 배타적 지배를 중시하는 지금의

영토 관념으로 본다면 소극적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황초평을 포기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황초평이 한국 소속이라는 전제 아래 황초평 갈대

의 경제성에 주목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의 황초평에 대한 입장은 1902년

1월 사감위원 파견에서도 확인된다.

1901년 이후 황초평 분쟁은 당시 간도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청 정부 사

이의 외교 대립과 얽혀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1801년

청 가경제의 유지, 1883년 당시 황초평 교섭의 결과, 1895년 신도진 폐지

이후 한국의 궁내부 소속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황초평이 한국 소속임

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청 정부가 황초평이 자국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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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실한 증거는 당시 황초평의 위치가 압록강을 중심으로 청 연안에 가

깝다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황초평의 본래 위치도 한국 연안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 동변도에서 청인 왕수산에

게 발급하였다고 하는 지권도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지권 발급의

전제 조건인 봉천 지역 갈대밭에 대한 승과는 자료상 1905년 이후에 가서

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 정부는 1902년부터 황초평이 자국

소속임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로써 황초평 분쟁은 러일전쟁 발발까지 교

착 상태에 빠졌다.

한국 정부는 1902년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여 간도 한인에 대한

징세, 징병,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청 정부는 간도관리사 이범윤의 활동

을 자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간

도관리사 이범윤의 철수를 지속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외

교 교섭은 황초평이 아닌 간도문제에 집중되었다.

청 정부는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변화된 정세를 이용하여 간도문

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황초평 분쟁을 외교 카드로 활용

하였다. 러일전쟁 발발 이후 양국 정부는 다시 황초평을 외교 문제로 거

론하기 시작하였다. 청 정부는 러일전쟁 발발 이후 간도 일대 방곡령을

실시하였다. 때마침 충의대가 청병과의 교전에 패배함에 따라 현지 지방

관들의 간도관리사 이범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었다. 더욱이 러일

전쟁 전황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1904년 6월 체결된 변계선후장정으로 한국 정부는 한청 국경문제를 독

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변계선후장정의 체결로 이범윤의

철수를 비롯한 종래 간도문제에 대한 청 정부의 요구 사항은 거의 관철되

었다. 이어서 일본과 청 양국은 한청 국경문제를 러일전쟁 이후에 논의하

기로 밀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황초평 분쟁의 상황에도 직접 영향을 끼

쳤다. 1904년 5월 한국 정부가 안동현에 파견한 황초평 사감위원 김상학

은 일본과 청의 밀약에 따른 청 관원들의 비협조와 한국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다. 결국 사감위원의 활동은 황초평 소속을

결정하지 못하고 1905년 8월에 종료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일본이 황초평 문제를 처리하였

다. 황초평 분쟁의 주체는 한국 정부에서 통감부로 바뀌었다. 러일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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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일본은 압록강 하구를 장악하고 이 지역과 자국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해지자 황초평의 경제, 전략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에 일본은 장래 한

국에 대한 지배를 염두에 두고 황초평을 한국 영토로 삼으려고 하였다.

러일전쟁 이전 한국과 청 정부와 달리 일본은 황초평에 대한 영토화에 주

목하였다.

통감부는 1906년 일본군 안동현군정서 용암포파출소장 成田正 소장과

통감부의 통역 前間恭作의 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황초평의 한국 영토로의

편입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 당시 황초평은 일본에게 압록강 하구 개발

이라는 경제 현안,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 압록강 하구 섬들에 대한 청 정

부의 영토적 관심과 평안북도 주민들의 소황초평 공토 침탈과 세금 체납

등 정치·외교 현안의 측면에서 적극 해결해야 할 현안이었다. 일본은 청

정부와의 외교 분쟁을 피하면서도 황초평을 한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하였다. 그 결과 당시 청인들이 점유하던 대황초평

의 갈대 채취권을 매입한 뒤 그 권리를 한인들에게 이전하여 황초평에 대

한 지상권을 확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본 정부의 방침은 청 정부가 황초평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갈대 채취권을 신속하게 매입한다는 것이었다. 통감부는

안동영사관의 岡部三郞 영사를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의 책임자로 임명하

였다. 岡部三郞 영사는 1906년 12월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진행하였다. 岡部三郞 영사는 원래 황초평 주주 가운데 유력

인물인 손경당을 회유하여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오

히려 손경당의 반발로 갈대 채취권 매입이 난관에 부닥치자 만주의군 출

신 柴田麟次郞 등을 동원하여 청인들의 황초평 갈대 채취를 방해하고 손

경당 인부들의 일본인 감금 폭행 사건을 사주하였다. 일본 정부는 손경당

이 岡部三郞 영사의 이러한 행패를 북경과 성경에 호소하여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보이자 岡部三郞 영사의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일단

중단시켰다.

岡部三郞 영사는 1907년 4월경 갈대 채취권 매입을 중단하고 다시 ‘황

초평 공동경영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직접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진회와 일본인 柴田麟次郞 등을 내세운 우회 방법이었다. 공동

경영안은 표면상 일진회와 柴田麟次郞을 계약의 당사자로 내세웠으나 그

주도권은 통감부에 있었다. 이후 통감부는 다시 갈대 채취권 매입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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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여 마침내 1908년 2월 청인 주주들로부터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형식상 통감부가 황초평의 갈대 채취권을 매입하는

대신 이전의 황초평 주주 36명은 황초평이 한국 소속임을 인정하고 통감

부로부터 황초평을 10년 동안 임대한다는 계약이었다. 여기에서 압록강

국경문제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으로

압록강 국경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통감부는 갈대 채취권

매입을 계기로 황초평을 한국의 영토로 귀속시키기 위한 후속 작업을 진

행하였다.

통감부는 갈대 채취권 매입 이후 자신들이 황초평의 갈대 채취권을 매

입하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청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무시한다는

방침을 병행하였다. 청 정부가 황초평의 갈대 채취권이 통감부에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3년이 지난 1911년 무렵이었다. 청 정부는 갈대 채

취권 매각을 개인 사이의 거래로 간주하고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였

다. 그러나 일본측은 청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무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

았다. 그 동안 조선총독부와 청인들 사이에 황초평 대부 계약은 계속 유

지되었다. 그러다가 1926년 조선총독부는 황초평을 식민지 조선의 평안북

도로 편입시킴으로써 1883년 이후 계속되어 왔던 한국과 청 사이의 황초

평 분쟁은 마무리되었다.

황초평 분쟁은 19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해체·재편되어

가던 과정에서 한국, 청 일본에 이어 다시 중국 정부가 개입한 외교 현안

이었다. 이 과정에서 1883년 조선과 청의 황초평 교섭은 양국 정부 사이

의 공식적인 외교 교섭은 아니었지만 1885년 양국의 공동감계 이전 양국

경계와 관련된 교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황초평 분쟁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에서 한청 관계의 변화가 반

영된 사건이었다. 당시 동아시아의 ‘조공책봉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1883년 황초평 분쟁은 여전히 이전 조선과 청의 ‘사대관계’ 틀 안에서 진

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조선 관원들도 압록강 관할권이 청에 있다는 청

동변도대의 주장을 일단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양국의 공식 외

교 교섭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리 결과도 공식 외교 문서가 아닌 청 관원

의 ‘私書’를 통하여 전달되었다. 반면에 1901년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외

교절차를 통하여 청 정부에 황초평이 한국 소속임을 주장하고 청인들이

채취해 간 갈대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도 청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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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협상 노력을 통하여 황초평이 한국 소속임을 인정받으려 하였

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1899년 한청통상조약 체결 이후 양국 관

의 변화를 단면 보여 준다.

황초평 분쟁은 1880년대 이후 한청 국경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간도문제

와 함께 한국 정부의 적극적 영토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04년 러

일전쟁 이후 일본의 우세 속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변계선후장정의 체결로 사실상 한청 국경

문제 해결의 독자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황초평 교섭을 위한 황초평

사감위원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청 정부의 비협조와 한국 정부의

무관심으로 성과 없이 종결되었지만, 당시 한국 정부가 간도문제뿐만이

아니라 압록강 국경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해결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 준

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황초평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된 배경에도 한국 정부의 노력 속에 진행된 것이었다. 통

감부나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황초평 관련 자료에는 1883년 당시는 물론

대한제국 시기의 황초평 관련 공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1905년 이

후에도 일본이 황초평 분쟁에 개입하고 1910년 이후에도 황초평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 준

다. 1964년 조중변계의정서 체결 당시 북한 정부가 황초평을 포함한 압록

강의 하구의 섬과 사주의 대부분을 영토로 삼을 수 있게 된 것도 1883년

이래 황초평을 한국의 영토로 삼기 위한 노력과 축적된 자료 덕분이었을

것이다.

황초평 분쟁의 발단은 황초평의 갈대였다. 1883년 황초평 교섭 당시 주

관심사는 갈대였고 1901년 황초평 분쟁의 발단도 갈대였다. 또한 일제 강

점기까지 황초평과 갈대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1901년 황초평 분쟁 당시

에도 한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황초평의 한국 소속 여부가 아니라 갈대

의 소유권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황초평 분쟁은 ‘자원분쟁’의 성격이 강하

였다.

반면에 압록강 하구에서 황초평의 경제·전략 가치에 주목한 것은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었다. 일본이 황초평을 한국의 영토로 삼으려 한 것은

압록강 하구에서 황초평의 중요성을 간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황초

평의 한국 영토화 작업을 주도한 세력이 통감부와 안동 일본영사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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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장래 압록강 하구 개발과 자신들의 세력 확장

이라는 측면에서 황초평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황초평 공동경영안’을 수

립하고 이를 통하여 황초평으로의 이주와 개간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일

본의 황초평 영토화 계획은 러일전쟁 이전 한국과 청 정부의 황초평 정책

과는 분명한 차이점이었다.

요컨대 황초평 분쟁은 그 발단은 황초평 갈대를 둘러싼 ‘자원분쟁’의 성

격의 강하였지만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과 같은 의미의 영토분

쟁으로 변화하여 갔다 할 수 있다.

일본이 황초평 갈대 채취권 매입을 통하여 황초평의 지상권을 확보하였

다고 하나 이것이 황초평의 완전한 영토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통상 영

토 분쟁이 국경 분쟁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127) 1908년 이후에도 압록강

하구에는 국경 분쟁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다. 일본은 황초평 분쟁을

일단락 지은 이후에도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섬과 사주의 소유권을 확정지

어야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19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관원을 파견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를 조사하게 하였다.128) 1912년 5월에는 다시 두만

강 국경획정과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

라고 발표하였다.129) 1914년에는 함경북도의 중국 접경지역에서 삼각측량

을 실시하였다.130) 그리고 1920년대에 이르러 황초평은 갈대만이 아니라

압록강의 어업과 수로, 그리고 압록강 목재 소유와도 관련된 사안이 되었

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본이 식민지 조선의 국경획정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일본이 1908년 이후와 일제강점기 압록강에서 황초평을 포함한 식

민지 조선의 국경 문제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었으며, 압록강과 두만강 국

경문제와 관련된 개별적 사안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진척된다면 한중 국경문제에서 황

초평 분쟁의 성격과 의의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며 장래 한중 국경문제에

127) 최태현, 2007 <외교적 방식에 의한 영토분쟁의 해결> ≪법학논총≫24-4, 76쪽.

128) ≪每日申報≫ <國境의 商況調査>(1911.10.22); ≪每日申報≫ <豆滿江流域調査>(1911.12.5).

129) ≪每日申報≫ <劃境問題交涉>(1912.5.5).

130) ≪每日申報≫ <土地調査와 國境問題交涉>(19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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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망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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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6] 1880년대 이후 압록강 하구 관련 지도

명칭 연도 비고
1 朝鮮國全圖 1874
2 朝鮮輿地全圖 1875
3 大韓全圖(滿洲界) 1875
4 朝鮮輿地全圖 1875
5 朝鮮八道地圖 1876
6 朝鮮全圖 1894 황초평(?)과 위화도 표기
7 朝鮮全圖 1894 日本 陸軍參謀局 編
8 朝鮮城址實測圖 目測에 의하여 작성
9 大韓新地志附地圖

10 舊韓末 韓半島 地形圖 압록강 일대 미포함
11 大韓輿地圖 薪島 표기
12 東國地圖
13 朝鮮全岸 1906 ※황초평 위치 표기
14 朝鮮全岸(朝鮮西岸鴨綠江) 1906 ※황초평 명칭 표기
16 (近世)韓國地形圖(1/50,000) 1910 조선임시토지조사국 편
17 韓國地形圖(1/50,000) 1918년 측량
18 龍川郡全圖 1930년대
20 鴨綠江口(1/74,700) 1958

※위 지도의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지도 웹검색(www.dlibrary.go.kr/Map/main.jsp)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근대디지털라이브러리[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kindai.ndl.go.jp)

  남영우, 2011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법문사, 199-2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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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름 소속 행정구역 면적 경지면적 주민
비단섬(綢緞島) 평북 신도군 비단섬구 26.5 26.0

거주

黃金坪 평북 신도군 황금평리 10.4 9.2
柳草島 신의주시 유초도 5.2 4.0
새섬(薪島) 신의주시 하단리 3.0 2.0
깨섬(荏島) 신의주시 하단리 3.375 3.010
威化島 신의주시 상단, 하단리 15.5 13.0
多智島 신의주시 다지리 13.4 12.9
於赤島 평북 의주군 어적리 5.15 4.0

비거주九里島 평북 의주군 7.2 4.5
水口島 평북 의주군 1.315 0.43
三江島 자강도 만포시 삼강리 0.632 0.18 거주

[표 7] 현재 압록강 주요 河中島(주민 상주 혹은 면적이 1㎢이상 섬)

       (단위 ㎢)

※이옥희, 2011,『북·중접경지역』, 푸른길, 99쪽. 내용은 1964년 북·중간에            

    체결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조·중국경

   에 관한 의정서」의 부록 ‘섬(島嶼)와 모래섬(沙洲) 귀속 일람표’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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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945년 이전 용천군의 주요 도서 및 면적(주위 면적 500m이상)

소재 도서명 면적(㎢) 주위(m) 최고점(m)

용천군 신도면

迎門崗(信偶坪) 3.58 9,000 10.0
露積島 0.064 14,500 31.0
獅子島 0.032 600 38.0
永島 0.16 1,500 28.0

끝섬(末島) 0.14 600 38.0
薪島 6.77 15,000 91.9
洋島 0.14 500 31.0
馬鞍島 0.3 2,300 75.0
장섬(長島) 0.032 500 28.0
杻島 0.21 2,200

쑥섬(艾島) 0.064 600 35.0
가는섬(細島) 0.048 600 32.0

정족바우(丁足岩) 0.064 1,000 5.0
達島 0.032 700 34.0
草介島 0.032 500 32.0

용천군 외상면
눌섬(臥島) 0.32 3,500 25.3
매미섬(蟬島) 0.48 3,000 45.3

용천군 부라면

大多獅島 0.21 2,600 40.1
小多獅島 0.05 700 25.0
大煙童島 0.16 1500 29.5
門泊島 0.016 500 18.0

※平安北道誌編纂委員會, 1973 ≪平安北道誌≫, 大韓公論社,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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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三道浪頭 附近圖(1922년  9월 25일 작성)

 ※압록강 干潮時 도면이다. 지도상 同德塘으로 표시된 곳이 황초평이다(≪日支画界問

   題(1922.1)≫ <朝總平北第76號>(1923.7.23.), 162쪽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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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923년경의 황초평

 ※≪日支画界問題(1922.1)≫ <照會 (中華民國)十二年外字第101號>(1923.7.23.), 176

   쪽 수록



- 199 -

[그림 17] 1940년대 이후 압록강 연안 지형의 변화

              ※점선이 현재의 지형이다( 程岩,2007 ≪鴨綠江河口

                  地貌的形成與演變≫,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論文, 

                  24쪽의 [圖 5] 鴨綠江口近代岸的主要變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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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현재 압록강 하구와 황금평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5 ≪조선향

              토대백과≫6(평안북도②), 한국평화문제연구소,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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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1] 현재의 황초평(북한의 황금평)(2016년 3월 20일 촬영, 

이하 동일)

※좌측 하천을 중심으로 좌측이 중국, 우측 철조망 너머가 북한 황금평이다.

[그림 19-2] 현재의 황초평

※좌측 철조망 너머가 황금평, 우측 도로가 중국 단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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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3] 현재의 황초평

[그림 19-4] 현재의 황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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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황금평 근처 압록강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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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erritorial Dispute over 

Hwangchopyoung in the Aprok River 

betwee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Byounghan Oh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aim of this article is to account for how the 

Korean-Chinese border was drawn during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in a way which analyzes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Hwangchopyoung(黃草坪, hereinafter HCP) located in the Aprok 

River(鴨綠江). In particular, it tries to give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its natural formation, the key points of the 

territorial claims of both the Great Han Empire(大韓帝國, 

hereinafter Korea) and China(淸, the Qing Dynasty), and finally the 

grounds for the Japanese intervention on the issue in the wake of 

the Russo-Japanese War. 

As the two islands locating in the mouth of the Aprok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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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P originally was only kinds of Reed Marsh made by floods. 

However, a clear description was not found in any record in terms 

of exactly when the swamp turned to the two islands. The small 

(So-Hwangchopyoung, 小黃草坪) seems to appear between 1810 

and 1850 on the one hand, the other (Dae-Hwangchopyoung, 大黃

草坪) had become an island closer to the Chinese shore than 

Korea’s owing to the tides and a series of floods untill 1890 on 

the other. Since then HCP has been the islands nearer to the 

Chinese territory. 

 Along with the formation of HCP in the given period, people had 

begun to live and in turn to cultivate the Korean-Chinese border 

lands. In fact, the Qing Dynasty established a so-called ‘Block 

Policy’ for Manchu(滿洲 封禁) through which none had been allowed 

to dwell in the soils since the middle of 18th century. Political 

chaos and social turmoils in both dynasties, however, had brought 

about a number of drifting people in Manchu and had made the 

policy be no longer effective. In this socio-political context, both 

governments began to install new administrative districts so as to 

control a growing population and to manage the cultivated lands.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HCP emerged during the course of 

confirming the territorial border between the two states, both of 

which were on a course toward nation-states at that time. 

The territorial dispute mirrors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order transformed after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he first 

diplomatic talk for HCP in 1883 was processed under the 

asymmetric foreign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ributary-Investiture system(朝貢冊封體制). In comparison, Korea’s 

later diplomatic talks started in 1901 had been carried out with 

having equal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had presented its territorial claim on HCP alo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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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ing compensation for the reeds that Chinese collected after 

1895 to the Chinese counterpart and a promise to avoid a 

recurrence. Since 1901, in other words, Korea had tried to clearly 

have its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through the official diplomatic 

negotiation with its former suzerain state. 

This bilateral tension well-explains how the territorial policy that 

the then Korean government had after the late 19th century,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forming a nation-state. Such a 

‘modernization’ process had led the government to collect a lot of 

geographical information about the borderlands – ie. maps and 

books, since 1995. In particular, It not only sent an Gando 

Administrator, Lee Beomyun(間島管理使 李範允) but assigned a 

negotiator, Sagamwiwon (査監委員) in 1902, to resolve the 

territorial issue over HCP at the same year. These cases present 

the extent to which the state was interested in its territory-related 

issues with China. 

Korea’s territorial policy, however, died on the vine mainly due 

to the outbreak of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Treaty of 

Korea-China Borderlands(韓淸邊界善後章程) signed by both the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in 1904. According to the Treaty, 

Lee Beomyun was recalled. the role of Sagamwiwon was  also 

resultlessly. What is more, there was nothing Korea alone can do 

under these circumstances. 

Since 1906, Japan had begun to intervene in this issue instead of 

Korea. Japanese was already aware of the strategic and economic 

values that Hwangchopyoung has from the experiences of the 

Russo-Japanese War. Their interests and long-term plans were 

well-reflected in the reports written by Narita Sei(成田正), police 

officer, and by Maema Kyousak(前間恭作), translato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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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Residency-General of Korea. 

Officially, Japan was involved in the HCP issue. Its objective was 

to gain the islands in a way of avoiding any diplomatic struggle 

with the Qing dynasty. Therefore, Japanese planed to purchase the 

Chinese right to collect the reeds in Dae-HCP and to transfer it to 

Koreans. This was the way of acquiring the right of superficies 

before the Chinese government realizes the magnitude of the 

territory.  

The Andong Japanese Consulate played a key role in purchasing 

the Chinese right between December 1906 and April 1907. The 

consul, Okabe Saburo(岡部三郞), and the consular officials were 

synthetically engaged with this work. However, the strong 

resistance of Chinese had led Japanese to move ahead with buying 

the right. Therefore, Okabe even hired a group of Japanese ultra 

nationalists, Genyosa(玄洋社), including Sibata Rinjiro(柴田麟次郞), to 

confine the Chinese. Nonetheless, the first consul-led attempt 

aborted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was concerned about 

further diplomatic friction with the Qing dynasty. 

Nonetheless, Okabe plotted again. He suggested a plan for 

co-management about HCP. According to this, he tried to cover up 

any governmental intention in a way that makes complicate 

contracts for purchasing the right of the Chinese. Af first glance, 

the contract looked to be conducted between Koreans/Japanese and 

Chinese, but his real purpose was to prevent any Koreans’ claim 

on the land. Four months later, the consul unilaterally changed the 

contract contents with the reason that the Koreans violated to 

fulfillment of the contract. Consequently,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of Korea was finally able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islands. In February 1908,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bought all rights over the reeds in HCP. Since then, th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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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kept silence over the territorial 

issue around the Aprok River rai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1926, it registered the islands as part of Pyonganbook-do(平安北

道), Korea. 

Along with the Gando related issues, this territorial friction had 

been also located at the well-known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since 1880s. However, its nature was somehow 

different from the case of Gando. The then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 had a quarrel about to whom Gando should belong. 

However the dispute over HCP was originated from the ownership 

of the natural resource abundant reeds. In terms of nature, 

therefore, this issue closely related to the natural resource rather 

than the bilateral territorial dispute in the time of making of 

modern state.    

keywords : Hwangchopyoung, Aprok River, Korea, China, Japan, 

territory and frontier issue

Student Number : 2007-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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