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ꡔ駐韓日本公使館記錄ꡕ과 ꡔ日本外交文書ꡕ의 

을사조약 관련기록의 재검토

1)이 상 찬*

 

초록: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책의 ｢保護條約 1-3｣과 日本外交文書  제38권 

제1책의 ｢伊藤特派大使遣韓의 件｣, ｢日韓協約締結竝統監府設置의 件｣은 1905년의 

을사조약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핵심 자료의 누락한 경우가 있고, 사후에 조작된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 사실을 왜

곡하고 있는 자료도 들어 있다. 

일본은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는 원본 문서철에서 아예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진

실을 은닉하 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 비 집행 계획이 담겨있는 1905년 11월 4일

자 ｢機密第119號｣의 누락이다. 이 문서에는 공작의 주체와 대상, 목표, 대상별 뇌물

액수 등이 적혀 있을 것이다. 또한 하세가와 사령관이 지휘한 군대의 배치와 활동 

상황, 사토 헌병대장이 지휘한 헌병대의 규모와 활동 내용, 마루야마 경무고문이 지

휘한 일본 경찰의 규모와 활동 내용에 관한 자료 등 군사위협의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 역시 모두 빠져있다. 

 을사조약 조인 사정을 전하는 자료는 거의 대부분 사후에 내용을 조작하 다. 

11월 17일 23시경부터 18일 1시 30분까지의 조인 상황에 관한 자료, 즉 ① ｢日韓協

約調印事情報告의 件｣과 ② ｢日韓協約調印政況에 關한 新聞報道에 關聯한 實相報

告의 件｣, ③ ｢伊藤特派大使復命書｣ 등의 자료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번 자료는 11월 18일자 보고서인데 외부대신 박제순이 조약문에 기명, 날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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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기록이 없고 ②번과 ③번 자료에는 박제순이 조약문에 기명, 날인하 다는 기

록이 있다. 만약 박제순이 기명, 날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11월 18일자 ①번 자료에

서 그 사실을 서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上海와 베를린의 신문들이 “이토

와 하야시가 외부의 官印을 강제로 탈취해다가 스스로 날인”하 다는 요지로 보도

하게 되자 서둘러 신문보도 내용을 부인할 필요가 생겼고 ②번과 ③번 자료를 만들

어냈던 것이다. 따라서 ②번과 ③번 두 자료에 기록된 ‘조인 사정’은 진실을 은닉, 

왜곡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일부러 조작한 것이다. 

고종의 裁可여부와 한국정부대신들의 찬성여부 역시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과 

日本外交文書 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 기록을 고종이 을사조약

을 ‘재가’하 고, 한국정부대신들이 찬성하 다는 증거로 쓸 수는 없다. 조약안의 

처리절차는 당시 대한제국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

되어 생산, 보존된 관련 문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즉 고종의 재가여부는 비준

서 교환이나 조약안에 대한 결재 공문서인 奏本을 통해서, 그리고 조약안의 제의, 

수정, 확정에 관한 한일간 왕복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한국정부대신들의 찬성

여부는 의정부회의록에서 확인해야만 한다. 

핵심어: 乙巳條約, 高宗, 裁可, 伊藤博文, 林權助, 長谷川好道, 駐韓日本公使館記

錄 , 日本外交文書  

머리말

어느 인디언 추장은 “인디언이 미국 정부와 조약을 맺는 것은 화살에 맞은 들소

가 사냥꾼과 조약을 맺는 것과 같다. 들소가 할 수 있는 것은 드러누워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 다. 인디언의 운명이 백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인디언을 몰아내기로 결정한 백인들과 맺은 조약이 인

디언의 생존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세를 거부할 수 없었던 고종 역시 伊藤 特派大使에게 형식보존론을 말하고 

있듯이1) 을사조약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약 체결 과정의 국제법적 합법여부가 아

 1) 陛下ハ旣ニ大勢ノ然ラシムル所敢テ之ヲ絶對ニ拒絶ノ意ニアラスト雖モ要ハ只形式ヲ存シ其
內容ニ至テハ如何樣ニ協定セラルルモ敢テ辭スル所ニアラス。｢伊藤特派大使韓帝ニ內謁見

シテ日本ニ外交權委任ノ必要ニ付陳奏ノ件｣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4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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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일본의 對韓政策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독립보장과 보호국화, 

이 둘 중에서 일본이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양국의 관계는 전혀 달라질 

것이다. 

일본은 이미 한국의 보호국화를 결정하 고 열강의 국제적 승인까지 받아둔 상

태 다. 열강들은 다만 한국의 동의를 얻으라고 하 다. 한국의 동의,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자유의사에 따라 조약을 체결할 때 자국의 독립을 훼손

하는 조약에 동의할 나라도 없을 것이지만, 또한 ‘화살에 맞은 들소’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보호국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아닐 것이다. 을사조약에 대한 

한국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보호국화는 진행될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은 더 이상 대등한 관계의 상대국이 아니었고 한국이 자

유의사에 따라 조약을 맺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한국의 의사를 반 하지 않

는 상황이 을사조약의 체결 과정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 다. 일본

은“한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만 확보하여 열강들에게 보여주면 되었기 때문

에 조약 체결의 절차 준수나 국제법적 합법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

기 때문이다.           

현재 알려진 을사조약 관련 자료만 꼼꼼히 다시 검토하더라도 문제점을 찾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第24冊의 

｢11. 保護條約 1-3｣과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의 ｢事項10 伊藤特派大使遣韓

ノ件｣, ｢事項11 日韓協約締結竝統監府設置ノ件｣을 검토하려고 한다. 이 자료들은 

을사보호조약 관련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모두 모아 놓은 종합자료집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해 왔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은 원본문서를 촬 , 인화한 사진본으로 사진의 자를 

판독하는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믿을 만한 자료라고 믿기 쉽다. 日

本外交文書 는 외무성사료관이 소장한 원본문서철을 활자화한 것이기 때문에 활

자화 과정에서 오탈자가 있을 수는 있어도 자료의 신뢰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원본문서철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원본문서철을 

묶을 때 특히 일본 측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킬 수도 

 2)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한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은 사진본인데, 이 사진본을 탈초, 정리하여 
활자본 28책으로 간행하 다. 활자화 과정에서 약간의 오탈자가 있기 때문에 사진본과 활자
본을 철저하게 대조할 필요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아직 대조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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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아예 처음부터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문서를 작성했을 수

도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해 온 자료이지만 사료비판 차원에서 재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고종 및 정부대신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의 은닉

어떤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우선 

확실하게 확인되는 누락 자료 한 건을 검토하려고 한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에｢機密第253號 臨時機密費支拂殘額返納ノ件｣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去月四日附機密第119號ヲ以テ保護權確立ニ關スル條約締結等ノ爲メ何カト費用ヲ

要スヘキニ付機密費拾萬圓御送付相成右ノ目的ニ支出スヘキ旨御訓示ノ趣致敬承候”3)

보호조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11월 4일에 ‘機密第119號’ 문서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의 ｢保護條約｣과 日本外交文書  

의 ｢日韓協約締結竝統監府設置ノ件｣ 두 군데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이 문

서를 찾을 수 있다면 기 비 지급 계획(대상과 금액)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機密第253號’ 한 건이라도 남아 있어서 고종 및 정부대신에 대한 

뇌물 공여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林 공사는 을사조약 체결과 관련하여 기 비 

10萬圓을 책정하 고 다음과 같이 집행하 다.

 

高宗: 2萬圓. 11月 11日 無記名預リ證書ヲ以テ沈相薰ヲ經テ宮中ヘ4)

李夏榮: 三千圓. 11月 16日. 法部大臣

李址鎔: 五千圓. 11月 22日. 內部大臣

李根澤: 五千圓. 11月 22日. 軍部大臣

 3) ｢機密第253號 臨時機密費支拂殘額返納ノ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책 455면.

 4) 大使來韓ニ際シ宮中內帑窮乏ノ狀態ナルコトヲ探知レタル メ大使接待向キ費用ニ充ツル名

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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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完用: 一萬圓. 11月 22日. 學部大臣

朴齊純外二大臣: 一萬五千圓(支給豫定). 

具完喜: 三千圓. 侍從

返  納: 三萬九千圓

이완용에게 一萬圓, 5 대신에게 五千圓, 이하 에게 三千圓 등 정부대신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고종과 이하 만 17일 이전에 지급하고 나

머지는 22일 이후에 지급하고 있다. 11월 4일자 ‘機密第119號’ 문서가 없기 때문

에 원래의 기 비 집행 목적과 계획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고종과 정부대

신이 을사조약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저항을 누그러뜨리

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하 을 제외하고는 정부

대신들은 모두 17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조약 ‘締結’에 대한 대가로 지

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여러 명의 侍從 중에서 구완희 한 명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여러 명의 侍

從 중 구완희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

다.     

을사조약을 반대한 한규설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반대파를 회유하려는 목

적은 아닌 것 같다. 국왕과 법부대신에게만 11월 17일 이전에 돈을 주기 때문에 

사전 뇌물 공여를 통해 체결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넘으려는 것이었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전에 상대국 국왕과 정부대신에게 뇌물을 준 것만은 확

실하고, 사후에 다시 정부대신과 국왕 측근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 또한 확실하다. 

이러한 행위를 국제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쨌든 을사조약 체결 이전에 고종 및 정부대신에게 뇌물을 주려는 계획을 가

지고 있었고 11월 4일자 ‘機密第119號’ 문서에 그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

이 분명하지만, 11월 4일자 ‘機密第119號’ 문서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에서의 자료 누락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누락 시점

이 언제인가 하는 문제이다. 주한일본공사관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할 당시(1905

년 또는 1906년)에 아예 빼버렸을 가능성도 있고, 일본 측에 불리한 자료라고 생

각되어서 나중에 누군가가 빼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에도 같

은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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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11월 4일자 ‘機密第119號’ 문서 한 건만 누락되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정  조사를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2. 군사 위협과 長谷川好道 사령관의 역할

11월 4일자 ‘機密第119號’ 기 비에 관한 문서가 고의적인 누락의 대표적인 경

우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지만 실제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日本外交文書  

나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에 실려 있지 않은 경우가 위임 관련 문서이다.  

양국의 전권대표는 위임장을 받은 다음 상대국에 대해 자신이 전권대표라는 것

을 통보하여 상대국의 승인을 받은 후 조약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林 

공사에 대한 조약 체결 권한의 위임에 관련해서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에는 “右

條約締結ノ權限ハ之ヲ貴官ニ委任スルコト”는 단지 한 구절만이 있다. 대한제국

에 대해 전권대표임을 알렸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구절만으로 한국 측에 대

해서 林 공사가 전권대표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제순이 한국 측 

전권대표로 임명되었고 일본에 그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 역시 없다. 

을사조약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성립할 것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은 特派大使의 지휘 아래 林 공사와 長谷川 대장에게 각각의 

임무를 맡기는 특별한 체제를 구상하 다.   

1905년 9월 28일자의 한 문서를 보면 외교권 위탁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에 있

어서 국왕과 정부대신에 대해 다소의 위압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5) 9월 

29일｢平和克復後韓國ニ於テ日本軍律ノ效力保續竝ニ政事犯ノ檢擧等ニ關スル件｣

에서는 일본과 러시아와의 강화조약 성립 이후 ‘日本軍律ノ效力保續竝ニ政事犯

ノ檢擧’가 미리 준비되고 있었다.6) 얼핏 보면 을사조약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문서가 ｢日韓協約締結竝統監府設置ノ件｣에 분류되어 있는 것은 군율의 계속 

 5) 韓國宮中竝大官輩ハ疑懼ノ念ヲ抱キ無賴ノ儒生等亦多少反抗ヲ試ムヘキニ付實行ノ方法ニ關
シテハ多少威壓ヲ要スルコトアルヘシト思考スルニ付。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522면.

 6) 平和條約發布ト同時ニ韓國政府ニ對シ戰後未タ秩序回復セザル理由ノ下ニ軍律ノ效力ヲ保續
セシメ ……. 少クトモ政事犯ノ檢擧及處刑ニ關シテハ軍司令官ニ於テ本官ニ協議アル樣其
筋ニ御交涉ノ上相當ノ訓令ヲ軍司令官ニ與ヘラレタシ。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5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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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 정사범의 검거가 을사조약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

고 있다. 

10월 27일자 ｢韓國保護權確立實行ニ關スル閣議決定ノ件｣에서는 長谷川 사령

관의 임무가 “林公使에게 필요한 援助를 주어 乙巳條約 件을 滿足스럽게 成功”시

키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되었고 증파되는 일본군대가 을사조약 체결 착수 이전에 

서울에 도착시킬 것이 지시되고 있다.7) 11월 17일에는 伊藤博文의 지시에 따라 

長谷川 대장, 丸山 고문, 三增 사의 협력으로 궁성내외의 경계가 행해졌다.8) 실

제로 伊藤大使와 각 대신의 신변을 경호하기 위해 일본 헌병과 순사가 배치되었

고, 이완용이 공격받는 사태가 일어나자 伊藤博文와 각 대신이 돌아가는 길을 호

위하기 위해 일본군을 증원하여 경운궁 밖의 도로 양측에 배열하 다.9) 일본 경

찰 및 헌병 다수는 ‘조인’ 이후에도 경운궁에서 나가지를 않아서 이를 싫어한 고

종이 궁궐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하 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10) 17일 저

녁에 열린 어전회의에는 長谷川 대장 이외에도 佐藤  헌병대장도 참석하 다.11) 

독일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운궁에 일본군 일대를 들여보내 고종을 협박하고 정

 7) 六、長谷川司令官ヘ對シ林公使ニ必要ノ援助ヲ與ヘ以テ本件ノ滿足ナル成功ヲ期スヘキ旨ノ

命令ヲ發セラルルコト。

   七、京城駐屯ノ目的ヲ以テ輸送中ノ帝國軍隊ヲ可成本件着手以前ニ悉皆入京セシムルコト。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526-7면.
   보호권 확립을 결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 5개항 훈령을 10월 28일 林 공사에게 내리는데 여기
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長谷川司令官ニ於テモ貴官ノ盡力ニ必要ノ幇助ヲ與ヘ以テ本
件ノ滿足ナル成效ヲ期スヘキ樣其向ヨリ訓令アルヘキニ付貴官ハ同司令官ト協議シ必要ノ措

置ヲ執ラルヘキコト。”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책 338-339면.

 8) 大使ハ午後八時長谷川大將ヲ帶同參內セラレタルニ　…… 長谷川大將及丸山顧問三增領事ノ
協力ニ依リ宮城內外ノ警戒行屆キ彼我各員ニ危害ナカリシハ好都合ナリ。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534-6면.

 9) 長谷川大將ハ大使及各大臣ノ歸途ヲ護衛スル目的ヲ以テ伊藤大使及各大臣ノ身邊ヲ警護セル
日韓兩國ノ憲兵及巡査數名ノ外ニ更ニ小部隊ノ兵士ヲ宮城外ノ道路兩側ニ配列シタリ。｢日

韓協約調印政況ニ關スル新聞報道ニ關聯シ實相報告ノ件｣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556-7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책 423-4면.

10) 當夜調印濟ニ至ルモ各大臣ノ護衛トシテ日本警察官吏及憲兵多數宮城內ニ在リ警戒セルヲ韓
皇ハ深ク嫌忌セラレ撤退スヘキ旨ヲ通セラレタルモ何レモ上官ノ命ナリトテ出門セス。 駐

韓日本公使館記錄  24책 387면.

11) 當時京城市內多少不穩ノ狀況アリシカ故ニ萬一ノ場合直チ我カ陸軍官憲ニ命令ヲ下スノ便ニ
供スルノ目的ヲ以テ長谷川大將及佐藤憲兵隊長ノ同行ヲ求メタリ。｢伊藤特派大使復命書｣중

의 ‘奉使記事摘要’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49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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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신들이 경운궁을 빠져나가려 하자 일본군이 다시 이들을 붙잡아다가 조약문

에 강제로 날인하게 하 다고 한다.12) 프랑스 주재 한국 공사는 을사조약이 폭력

으로써 조인되었다고 주장하 다.13)   

長谷川 사령관이 을사조약 체결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 하는 것은 11월 19일

의 林 공사의 건의에 따라 21일 桂 총리대신의 감사의 뜻이 그에게 전달되고, 24

일에는 칙어가 하사되었던 데서도 잘 알 수 있다.14) 이러한 군사위협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 예를 들어 長谷川 사령관이 지휘한 군대의 배치와 활동 상

황, 佐藤 헌병대장이 지휘한 헌병대의 규모와 활동 내용, 丸山 경무고문이 지휘한 

일본 경찰의 규모와 활동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일본 측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자료를 공개하여 을사조약 당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논의

를 끝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 베를린 ｢ロカル、アンツアイゲル｣에 실린 기사를 독일 주재 井上 공사가 桂 외무대신에게 

보낸 11월 27일자 전보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當日伊藤侯ハ林公使長谷川大將ト共ニ日本兵一大部隊ヲ隨ヘテ參內シ韓帝ヲシテ同侯等ニ於

テ豫メ調製シ置キタル新協約案ニ記名セシメタリ而シテ韓國諸大臣ハ自國ノ獨立ヲ奪去スル

所ノ文書ニ國璽ヲ鈐スルコトヲ避ケムカ爲王城ヨリ奔逃セシニ日本兵ノ爲ニ追躡引致セラレ

强テ鈐璽セシメラレタリ此ノ暴擧ハ韓國民ノ間ニ騷擾ヲ惹起セリ。｢日本ハ韓帝及諸大臣ヲ

强壓シテ日韓協約ニ調印セシメタリトノ新聞報道ニ關スル件｣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
冊 554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歐第277號 新協定締結後 獨逸新聞報道에 關한 件｣에는 같은 내용의 
문 전보가 실려 있다. 

Marquis Ito together with Mr. Hayashi and General Hasegawa accompanied by large contingent 
of Japanese troops went to palace and forced Corean Emperor to sign the new Agreement which 
they had already prepared and brought with them. Corean Ministers fled from the palace in order 
not to affix seal of the state to a document which robbed their country of independence. Japanese 
soldiers were sent after them and upon their being brought back they were forcibly ordered to 
affix seal.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책 411면.  

13) 日韓協約ハ暴力ヲ以シテ韓國皇帝ニ調印セシメタリト云フ。｢在佛韓國公使ヨリ日韓協約ニ

關シ佛國政府ニ抗議提出ノ件｣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558면.

14) 往電第459號, 來電第287號, 來電第292號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冊 377, 389, 4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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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巳條約 調印 사실의 조작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경우도 있다. ‘조인’ 사정을 전하는 자료

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왜곡, 조작된 자료에 의거해서 연구자들은 을사조약이 

1905년 11월 17일 밤 8시 경 열린 어전회의 끝에 18일 새벽에 ‘조인’되었다고 결

론짓고 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과 日本外交文書 에 기록된 17일 23시 무렵부터 18일 

새벽 ‘조인’ 때까지의 상황을 우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1月 18日字 ｢日韓協約調印事情報告ノ件｣15)

   結局確定案ヲ得テ李址鎔及李載克ニ依リテ奏上セラレ陛下ノ嘉納裁可ヲ得テ調印

ヲ了ヘタルハ本朝一時半ナリ 宮中ニテノ論議中韓參政ハ精神衰弱症ニ陷リテ別

席ニ移リ

② 11月 28日字 ｢日韓協約調印政況ニ關スル新聞報道ニ關聯シ實相報告ノ件｣16)

   條約書ニハ各大臣列席ノ上外部大臣朴齊純自ラ其名ヲ署シ且ツ印章ヲ捺押シタ

リ外部大臣ハ條約各項ヲ議了シタル後其署名ヲナスニ先チ印章ヲ持チ來ル樣外

部ニ數回電話ヲ掛ケタルモ印章ノ保管者タル秘書課長不在ノ爲メ印章ハ二時間

後レテ初メテ保管者ニヨリ宮中ニ持チ來ラレタリ

③ ｢伊藤特派大使復命書｣ 중의 ‘奉使記事摘要’17)

   午後十一時半頃ニ本使ハ別紙第五號新協約ニ當時者雙方ノ記名スルヲ確認シ

   尙別室ニ於テ參政韓圭卨ノ激昻ヲ慰メ其ノ他種種感情ノ融和ニ努メタル後

   十八日午前一時半退出セリ

④ ｢伊藤特派大使復命書｣ 중의 ‘日韓協約締結始末’18)

   大使ハ …… 自ラ筆ヲ執ツテ協約書ノ前文中ニノ文字ヲ加ヘ …… 玆ニ於テ朴

15) 林 공사가 11월 18일 오후 5시 30분에 桂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이다.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534-6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책 370-371면.

16)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556-7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 423-4면.

17)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497-8면.
｢伊藤特派大使復命書｣는 “十二月八日附伊藤特派大使復命書”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12월 8일이 공식적인 보고 날짜이다.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496쪽 참조. 

18)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50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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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相ハ其官印ヲ外部主任者ニ持來ルヘキ旨電話ヲ以テ命シ

   別室ニ在テ協約案ノ淨書ニ取掛リタリ卽チ日本文ハ鹽川前間兩通譯官韓文ハ內

閣主事二人擔當淨寫ス(此時大使別室韓參政見慰諭 ……)

   大使ハ調印ノ爲メ林公使ヲ其席ニ留ムルコトトシ各大臣ニ別ヲ告ケ宮中ヲ退出

セラレントスル …… 大使宮中ヲ退出セラレタルハ十八日午前零時貳拾分、林

公使、朴外相ト協約ニ調印ヲ了シタルハ同午前一時ナリ

①~④까지의 자료를 종합하여 조인 시점의 상황에 대한 伊藤博文와 林權助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伊藤博文가 ｢韓國ノ富强ノ實ヲ認ムル時ニ至ル迄｣라는 문구를 넣어 조약안

을 확정, 고종과 朴齊純과 합의에 이르 고 朴齊純은 외부에 전화하여 관인을 가

져오도록 하 다.

② 별실에서 조약문을 정서하여 11시 30분 박제순 외부대신이 조약문에 기명하

다 

③ 伊藤博文는 별실에서 한규설을 위로한 후 11월 18일 오전 0시 20분 경운궁

에서 퇴출하 다. 

④ 11월 18일 오전 1시 또는 1시반경 담당관리가 외부 관인을 가져와 조약문에 

조인하 다. 조인 시간은 11월 18일 오전 1시 또는 1시반이다. 

⑤ 伊藤博文가 경운궁에서 나간 시간은 11월 18일 오전 1시반일 수도 있다.

  

①번 자료는 을사조약을 ‘조인’한 당일 작성되었고, ②~④번 자료는 조인으로부

터 10일과 20일 후에 작성되었다. 그런데 조인 당일 작성된 ①번 자료에는 ②~④

번 자료와 달리 기명과 조인에 시간 차이가 난다는 설명도 없고 관인을 가져오라

고 여러 차례 전화했다는 말도 없다. 伊藤博文이 별실에서 한규설을 위로했다는 

기록도 없다. ‘조인’ 당일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작성된 자료들보다 실

상을 조금이라도 더 잘 전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

는 것일까?   

조인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다른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① 11月 24日字 ｢日韓協約調印事情ニ關スル新聞記事ニ付報告告ノ件｣19)

19) 京城電報를 근거로 하여 11월 23일 석간 ｢チヤイナ、ガゼット｣에 실린 기사를 上海 永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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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月十七日日本公使等ハ保護條約ニ調印セシムル爲メ宮中ニ伺候セルモ皇帝始

メ內閣員ハ極力之ニ反抗シ調印ヲ拒ムヨリ午後八時伊藤侯爵ハ林公使ノ請ニヨ

リ長谷川大將ト共ニ日本兵及巡査ノ一隊ヲ率ヒ宮中ニ赴キタルモ尙ホ成功ノ望

ナク遂ニ憲兵隊ヲ外務大臣官邸ニ派シ翌十八日午前一時外交官補沼野ハ其官印

ヲ奪ヒ宮中ニ歸リ紛擾ノ末同一時半日本全權等ハ擅ニ之ヲ取極書ニ押捺シ其調

印濟トナリタルコトヲ內閣員ニ宣言セリ而シテ皇帝ハ尙ホ國璽ノ押捺ヲ拒ミシ

モ日本ノ强壓ニ威怖シ遂ニ調印スルニ至レルモノニシテ實ニ之ガ調印ハ詐術ヲ

以テ爲サレタルモノナリト

② 11월 27日字 ｢日本ハ韓帝及諸大臣ヲ强壓シテ日韓協約ニ調印セシメタリトノ新

聞報道ニ關スル件｣

   當日伊藤侯ハ林公使長谷川大將ト共ニ日本兵一大部隊ヲ隨ヘテ參內シ韓帝ヲシ

テ同侯等ニ於テ豫メ調製シ置キタル新協約案ニ記名セシメタリ而シテ韓國諸大

臣ハ自國ノ獨立ヲ奪去スル所ノ文書ニ國璽ヲ鈐スルコトヲ避ケムカ爲王城ヨリ

奔逃セシニ日本兵ノ爲ニ追躡引致セラレ强テ鈐璽セシメラレタリ此ノ暴擧ハ韓

國民ノ間ニ騷擾ヲ惹起セリ

③ 11月 29日字 ｢在佛韓國公使ヨリ日韓協約ニ關シ佛國政府ニ抗議提出ノ件｣20) 

   日韓協約ハ暴力ヲ以シテ韓國皇帝ニ調印セシメタリト云フ 

①~③까지의 자료를 종합하면 上海의 ｢チヤイナ、ガゼット｣와 베를린의 ｢ロカ

ル、アンツアイゲル｣가 기사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황제를 비롯한 정부대신이 극력저항하여 을사조약의 조인을 거부하 다.

② 林 공사의 요청에 따라 伊藤博文가 長谷川 대장에게 지시하여 일본군과 순

사를 경운궁으로 불러들 다.  

③ 군대를 동원하여 협박을 하 음에도 가망이 없자 헌병대를 외부대신 관저에 

파견하 다. 

④ 11월 18일 오전 1시 외교관보 沼野가 외부의 관인을 탈취하여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⑤ 이런저런 소란 끝에 18일 1시반에 林 공사 등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약문에 

총 사가 桂 외무대신에게 11월 24일에 보낸 내용.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550-551면.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에도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來電歐第258號 韓日協約調
印 背景에 關한 新聞記事 報告｣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책 406면.

20) 11월 29일 프랑스 주재 本野 공사가 桂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
冊 5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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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하 다. 

⑥ 경운궁을 빠져나가려는 정부대신들을 일본군이 붙잡아다가 강제로 날인하

게 하 다. 

11월 28일자 ｢日韓協約調印政況ニ關スル新聞報道ニ關聯シ實相報告ノ件｣은 11월 

27일자 ｢日本ハ韓帝及諸大臣ヲ强壓シテ日韓協約ニ調印セシメタリトノ新聞報道

ニ關スル件｣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된다. 11월 27일자 ｢日本ハ韓帝及諸大臣ヲ

强壓シテ日韓協約ニ調印セシメタリトノ新聞報道ニ關スル件｣이 보고되자 桂 외

무대신은 독일 주재 井上 공사에게 날조 기사를 취소하도록 훈령하 다.21) 이어

서 林 공사에게는 조인의 실상을 보고하게 하 다고 볼 수 있다. 

11월 23일자 ｢チヤイナ、ガゼット｣에 기사가 실렸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독일 신문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즉시 대응을 하 던 것이다. 만약 11월 28일자 

｢日韓協約調印政況ニ關スル新聞報道ニ關聯シ實相報告ノ件｣에 기록되어 있는 조

인에 관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チヤイナ、ガゼット｣의 기사를 보고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 ‘조인’과 관련하여 11월 18일자 보고와 달리 새로운 내용을 자꾸 추가

하다 보니까 위에 인용한 자료들에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먼저 조인 시각에 30분 차이가 있다. 위 인용 자료를 보면 을사조약의 조인 시

각은 1905년 11월 18일 오전 1시와 오전 1시 30분 두 가지가 있다. 11월 18일자 

｢日韓協約調印事情報告ノ件｣에는 ‘午前一時半’으로 되어 있고22) ｢伊藤博文復命

書｣ 중의 ‘日韓協約締結始末’에는 ‘午前一時’로 되어 있다. 평상시라면 ‘30분’은 

그리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의 30분은 두 시간 전의 상황(관

인을 가져 오라는 전화 지시 시각, 조약안 정서에 필요한 시간, 조약안에 기명한 

시각)을 재현하고 그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는 데 있어

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위 자료들은 伊藤博文가 조약안을 확정한 시각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11월 17

일 20시경 시작된 어전회의의 끝부분을 관련기록에 의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21) ｢日韓協約調印ニ付韓國側ヲ强壓セリトノ捏造記事取消方訓令ノ件｣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554-5면.

22) 林 공사가 11월 18일 오전 2시 桂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보와 오전 11시 北京의 小村에게 
보낸 전보에는 ‘午前一時’로 되어 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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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伊藤博文가 조약안을 확정하고 고종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얻은 다음 박제

순이 관인을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 다. 동시에 별실에서는 조약문을 

정서하여 11시 30분에 박제순이 조약문에 기명하 다는 것이다. 11월 28일자 ｢日

韓協約調印政況ニ關スル新聞報道ニ關聯シ實相報告ノ件｣을 보면 관인을 가져오

라고 한 지 2 시간이 지나서 가져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박제순이 전화를 한 

시각 역시 17일 23시경과 23시 30분경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조약안이 확정된 직

후 전화를 걸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약안이 확정된 시각 역시 17일 23시 

직전, 또는 23시 30분 직전 두 가지로 보아야 한다. 만약 오전 1시에 조인하 다면 

조약문을 정서하는 데 들어간 시간은 30분 이상이고, 오전 1시 30분에 조인하 다

면 조약문을 정서하는 데 들어간 시간은 30분이 훨씬 안 된다. 23시 전후하여 조

약문을 정서하기 시작하여 23시 30분쯤 정서를 끝내고 박제순이 기명하 다는 말

이 된다. 정서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30분 내외라는 것이다. 을사조약 원본 문서

의 분량을 보면 30분만에 정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伊藤博文가 경운궁에서 퇴출한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 ｢伊藤特派大使復命

書｣ 중의 ‘奉使記事摘要’에는 ‘十八日午前一時半’으로 되어 있고, ｢伊藤特派大使

復命書｣ 중의 ‘日韓協約締結始末’에는 ‘十八日零時貳十分’으로 되어 있다. 같은 

｢復命書｣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만으로

도 우리는 ｢復命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伊藤博文의 퇴출 시각 차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두 기록에서의 차이는 1시간 10분이지만 伊藤博文이 조인현장에 있었

는지, 있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日韓協約締結始末’은 

“伊藤博文가 조인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伊藤博文

는 과연 조인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만약 伊藤博文가 조인현장에 있었다면 ‘日韓

協約締結始末’은 이 사실을 은폐,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伊藤博

文가 조인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의 11월 18일자 ｢日韓協約調印事情報告ノ件｣으로 

돌아가 보자. 조약안이 확정되고 ‘날인’될 때까지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걸렸

는데 이 상황이 “結局確定案ヲ得テ李址鎔及李載克ニ依リテ奏上セラレ陛下ノ嘉

納裁可ヲ得テ調印ヲ了ヘタルハ本朝一時半ナリ”라고 하여 ｢復命書｣의 내용과 비

교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고 있다. 만약  11월 28일자 ｢日韓協約調印政況ニ關

スル新聞報道ニ關聯シ實相報告ノ件｣과 12월 8일자 ｢伊藤特派大使復命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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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조인에 관한 내용(관인을 가지고 오도록 박제순이 전화로 지시하고 조약문

에 기명 날인)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조인’몇 시간 후의 보고인 11

월 18일자 ｢日韓協約調印事情報告ノ件｣에서 누락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를 않았던 것이다. 다소의 가감이 있기는 하겠지만 

｢チヤイナ、ガゼット｣와 ｢ロカル、アンツアイゲル｣의 기사 내용이 실제 상황에 

더 가까웠고, 11월 18일자 ｢日韓協約調印事情報告ノ件｣에서는 그러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약안이 확정되고 강제로 날인될 때

까지 2~3시간 사이의 상황을 “結局確定案ヲ得テ李址鎔及李載克ニ依リテ奏上セ

ラレ陛下ノ嘉納裁可ヲ得テ調印ヲ了ヘタルハ本朝一時半ナリ”라고 하여 아주 간

단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록 사실을 왜곡, 조작하고 있지만 이 자료를 잘 이용하면 조인 시점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도 있다. 

伊藤博文가 ｢韓國ノ富强ノ實ヲ認ムル時ニ至ル迄｣라는 문구를 넣어 “조약안을 

확정”하 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측에 동의나 협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의

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가 대략 11월 17일 23시 무렵이었을 것이다. 

伊藤博文의 의지에 따라 조약문을 정서하여 박제순에게 기명날인하도록 강요

하자 박제순은 관인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고 외부로 전화를 걸었지만 밤늦은 

시각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는 것은 당연하 다. 

그러자 伊藤博文는 우선 기명이라도 하라고 다시 강요하 던 것같고 박제순은 

더 버티지 못하고 30분후쯤인 23시 30분에 기명하 을지도 모른다. 

박제순이 조약문에 기명을 하자 伊藤博文는 별실로 격리한 한규설 참정대신에

게 조약안에 찬성하도록 다시 협박하 을 수도 있다. 

이러한 伊藤博文의 막바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에서 여전히 조약안에 찬

성을 하지 않고 박제순도 날인을 거부하자 伊藤博文는 헌병대의 호위아래 외교관

보 沼野를 외부대신 관저로 보냈고, 11월 18일 오전 1시 沼野가 외부의 관인을 탈

취하여 경운궁으로 돌아왔다. 관인을 탈취해 왔지만 박제순은 날인하지 않았고

(30분 정도 소란이 있었다.) 18일 오전 1시반에 이또와 하야시 공사 등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약문에 날인하 다. 

위의 내용이 1905년 11월 17일 23시부터 18일 오전 1시반까지의 실제 상황과 

더 많이  일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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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종의 재가와 한국 정부대신의 조약 찬성 여부의 문제

을사조약 당시 주권자는 황제 기 때문에 을사조약을 高宗이 재가하 는지의 

여부가 조약 성립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을사조약

을 고종이 재가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조약 체결의 권한을 문서로 위임하고 조인

된 조약안을 비준하는 것이다. 조약안에는 全權代表가 날인하고 비준서에 고종이 

서명, 날인한 다음 비준서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경우 고종

은 委任狀, 批准書에 捺印할 뿐만 아니라 國內法에 규정된 조약안의 처리 절차에 

따라 생산되는 문서를 ‘裁可’하게 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草案부터 修正案, 確定

案까지 裁可를 받아두면 가장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을사조약은 위임과 비준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

다. 이에 대해 海野福壽는 을사조약이 정부간 協定의 형식에 의해 체결하는 국제

약속으로서 전권위임장을 발급하지 않고 ‘勅命’에 의해 교섭을 진행하고 조인하

도록 하 는데 고종이 교섭의 ‘勅命’을 내렸고 궁극적으로 裁可한 것으로 보인다

고 하 다.23) 고종이 조약안을 재가하 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 연구자들은 駐韓

日本公使館記錄 의 ｢日韓協約調印事情報告ノ件｣과 日本外交文書 의 ｢伊藤特派

大使復命書｣를 주로 인용하고 있다.24) 

위의 두 자료의 기록은 어디까지나 伊藤博文나 林權助 두 사람의 자의적인 판

단의 결과일 뿐이다. 伊藤博文가 “고종의 재가를 얻었다”고 기록하거나 ｢伊藤特

派大使復命書｣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고종이 재가하 다는 증거 

기록이 될 수는 없다. 일본 측 기록을 근거로 하여 고종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고종의 재가 여부를 일본 측에서 작성한 기록으로 확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비준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해도 조약안에 대해 고종의 재가를 받지 

23) 운노 후쿠쥬, ｢한국병합의 역사인식｣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이태진 편저, 太學士) 
155~8, 163-5면. 

24) ｢日韓協約調印事情報告ノ件｣은 “陛下ノ嘉納裁可ヲ得”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伊藤特派大使
復命書｣ 중의 ‘日韓協約締結始末’는 伊藤博文가 조약문을 확정하여 高宗에게 上奏했을 때 
고종이 “滿足”의 뜻을 나타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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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제국 국내법이 조약안의 처리 과정에 대해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조약의 내용에 대한 고종의 재가 여부는 대한제국의 公文書에

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에 처음 주목한 것은 李泰鎭이다.25) 

대한제국 국내법에 규정된 조약안의 처리 절차에 주목하지는 않으면서 原田環

는 고종이 긍정적으로 協商을 하도록 지시한 결과 을사조약이 성공적으로 조인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 다. 1905년 12월 16일의 5 大臣上疏文을 주요 자료로 하여 

고종이 마치 을사조약을 찬성한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고종의 재가 여부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태진은 5 大臣 상소문을 다시 검토하면서 

일본 측의 입김으로 작성되었고, 事後에 歪曲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내어 原

田環의 주장을 반박하 다.26)

당시 대한제국의 법률에 따르면 국제조약은 議政府 會議를 거쳐서 ‘上奏裁可’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7) 당시 議政府 회의의 절차는 議政大臣의 開會, 參贊의 議

案 조사 提出, 提議한 大臣의 제출 이유 설명, 회의(토론, 설명, 질문, 답변), 可否 

標題, 議政大臣의 閉會, 原案에 討論 筆記와 標題 記載, 經議上奏案 서명(議政大臣

과 主任大臣), 재가 안건에 御押과 御璽를 찍음, 官報 頒布 등의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되었다.28) 이 과정에서 主務大臣이 안건과 請議書를 주무부서의 公用用紙

에 작성하고, 議政府 회의를 거쳐 그 결과가 회의표제로 작성된다. 이들 세 문서

는 議政府 회의록으로 보관되는데 문서철의 순서는 ① 會議標題 ② 請議書 ③ 案

件 등으로 정리된다. 

을사조약안이 議政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졌고 고종의 재가를 받지 않

은 상태라면 議政府會議案 (奎 17760)29)이라는 문서철에 ① 회의표제 ② 청의서 

25) 이태진, 2000, ｢약식조약으로 어떻게 국권을 이양하는가｣ 한국병합, 성립하지 않았다 .

26) 이태진, 2005 ｢1905년 ｢保護條約｣에 대한 高宗皇帝의 協商指示說 批判｣ 歷史學報  185집, 
107~138면.

27) ｢勅令第八號 議政府官制｣(1905년 2월 26일) 제8조에 “左開 事項은 會議를 經 後 上奏裁可
이라”고 되어 있고 모두 12개 사항 중 네 번째에 “國際條約 及 重要한 國際條件에 關한 
事項”이 들어 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奎章閣자료총서 금호시리즈 근대법령편, 勅令  下, 
10-11면 참조.

28) ｢勅令第33號 議政府會議規程｣(1905년 5월 31일) 第6條. 서울대학교 도서관, 奎章閣자료총서 
금호시리즈 근대법령편, 勅令  下, 52-53면 참조.

29) 議政府 회의록은 奎章閣에 여러 종 소장되어 있다. 1905년도 議政府 회의록은 議政府會議案  
13책(奎 17760)으로 남아 있다. 이 회의록은 議政府 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지만 국왕에게 
상주하여 처리할 필요가 없이 議政府의 회의 결과만으로 결정, 시행되는 안건들을 묶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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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건(조약안)으로 철해져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고종의 재가를 받았다면 奏

本 (奎 17703)이라는 문서철에 ① 주본(‘制曰可’라는 표시가 있을 것이다) ② 회

의표제 ③ 청의서 ④ 안건(조약안)이라는 묶음으로 철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議政府會議案 (奎 17760) 과 奏本 (奎 17703)에 이 기록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고종의 재가를 받은 주본으로는 1905년 11월 8일자 제157호 中樞院官制改正件30)

과 12월 9일자 제158호 度量衡製造所職制及實施局職制件이 실려 있을 뿐이다. 

1905년 11월 17일, 또는 18일자 주본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을사조약안에 고종

이 재가하 다는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는 사

실을 알게 된다..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종이 실제로 재가한 주본의 예를 살펴보자. 

고종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안건으로 을사조약과 가장 가까운 때에 처리된 

것이 1905년 11월 8일자 中樞院官制改正件이다. 中樞院官制改正件의 奏本은 1906

년 11월 8일자 ‘奏本 제157호’로 上奏되어 裁可를 받았다. 이 ‘奏本 제157호’를 여

기에 옮겨 놓으면 다음과 같다(첨부자료 참조).31) 

  

奏本第百五十七號

議政府參政大臣臣韓圭卨

奏本年十一月八日以參政大臣臣韓圭卨請議中樞院

  官制改正事

勅令案已經會議標題可否另具粘附幷呈原案伏

  候

聖裁

  光武九年十一月八日奉

旨制曰可

  臣韓(手決)32)

(勅命之寶)

30) 奏本 (표지 제목은 奏議, 奎 17703) 제95책에 ① 奏本 ② 會議標題 ③ 請議書 ④ 案件 순서
로 철해져 있다. 뒷부분에 참고자료로 첨부하 다. 

31) 서울대학교 奎章閣, 奎章閣자료총서 금호시리즈 議政府篇, 奏本 8 , 422면.

32) 議政府會議規程에 의하면 議政大臣과 主任大臣이 副署한다고 하 다. 이 때에는 議政大臣이 
임명되지 않았고 또 參政大臣이 請議한 主任大臣이라서 韓圭卨 參政大臣만 署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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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政大臣 韓圭卨이 청의한 中樞院官制改正件을 議政府會議를 거쳐 가부를 표

제하여 칙령안과 함께 參政大臣 韓圭卨이 上奏하니 성상의 재가를 바란다고 하

고, 이에 대해 “분부하여 말 하시기를 可라 하 다(制曰可)”는 것이다. “制曰可”

라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새로 써넣었음을 알 수 있다.  

을사조약안의 경우 고종의 재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議政府 회의를 통과하 다면 당연히 奏本이 작성되었을 것이고 위에서 예시한 주

본의 “制曰可”부분에 고종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

했다시피 공식적인 議政府 회의를 거치지도 않았고33) 따라서 주본이 작성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을사조약안에 대해 고종이 재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고

종이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제순 外部大臣은 林公使에게 공문으로 회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여기에 첨부된 議政府 會議標題와 中樞院官制改正請議書, 中樞院官制改

正勅令案을 차례로 살펴 보자. 먼저 회의표제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34). 

光武(九)年(十一)月(八)日議政府會議

事項(參政大臣請議中樞院官制中改正事勅令案)

議政大臣    (공란) (未差)

參政大臣    (韓圭卨) (請議)

外部大臣    (朴齊純) (可)

內部大臣    (李址鎔) (實病不參)

度支部大臣  (閔泳綺) (依議)

軍部大臣    (李根澤) (陳疏)

法部大臣    (李夏榮) (依議)

學部大臣    (李完用) (可)

農商工部大臣(權重顯) (可)

進參(六)人 可(六)人

不參(二)人 否(0)人

정해진 양식에다 안건의 제목과 참석자, 可否 등을 써넣었음을 알 수 있다. 여

33) 伊藤博文나 林權助가 주관하는 大臣회의를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議政府會議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34) 인쇄 양식에다가 (   ) 부분을 써넣는다.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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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보는 것처럼 議政府會議規程에 따라 을사조약안이 만약 議政府 회의에서 논

의되고, 논의 결과가 회의 표제에 기재되었다면 을사조약안에 대해 누가 찬성하

는지, 반대하 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일본 측 기록에서 한국 政府大臣의 찬

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 소재 역시 분명해질 것

이다.

청의서와 안건의 實例는 첨부자료를 보면 잘 볼 수 있다. 駐韓日本公使 林權助

가 대한제국 外部大臣 박제순에게 을사조약안을 공식적으로 보내온 것은 11월 16

일이었다.35) 박제순 外部大臣은 이 공문을 접수하고 ‘議政府官制’와 ‘議政府會議

規程’에 따라 외부 용지에다 청의서와 안건(하야시 공사가 보내온 ‘별지 4개조 조

약안’을 정서한 안건)을 작성하여 議政府會議에 부쳐야 한다. 을사조약안이 만약 

議政府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中樞院의 자문을 거쳐서 奏本으로 국왕에게 올려졌

을 것이다.   

林 공사로부터 공문으로 보내온 을사조약안 역시 이러한 議政府會議規程에 따

라서 처리되어야 마땅하 지만 의정부의 회의표제, 외부에서 작성한 청의서와 안

건 등의 공식 문서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하야시 공사가 보내온 을사조약

안이 대한제국 議政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처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

서 고종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伊藤博文와 林權助公使의 협박에 못 이겨서 大臣會議나 御前會議가 열리

고 그 회의에서 구두로 논의된 것이 사실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국

무 처리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여 관련 공문서가 완전히 갖추어질 때까지 

일본 측은 기다렸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박제순이 조약안을 회의 안건으

로 議政府에 올리고, 議政府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해서 협의 토론하여 可

否를 결정한 후 中樞院의 자문을 받은 후 고종황제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받을 때

까지 기다렸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쳐서 공식 기록을 남겼더라면 

고종의 재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고종 역시 을사조

약을 비준하지 않고 버티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伊藤 特使는 11월 16일 박제순을 제외한 政府大臣과 元老大臣을 설득하

기 위해서 이들을 자신의 숙소로 불 고, 11월 17일 林公使는 政府大臣을 일본공

35) 日案 (奎 18058) 제41책의 ‘公文 제152호’. 이 공문에는 별지에 4개조의 조약안이 일본어본
과 한  번역본으로 첨부되어 있다. 공문과 별지에는 朱書로 “極秘”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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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으로 불 다. 한국 政府大臣會議를 伊藤博文의 숙소와 일본공사관에서 개최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일본의 특사와 전권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

도 이상하다(議政府會議規程에 의하면 의정부회의는 議政大臣이 소집한다). 뿐만 

아니라 大臣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황제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결론에 도

달했을 때 소위 어전회의를 여는데, 그 어전회의 역시 林公使와 伊藤博文가 소집

(?)하 다. 이런 회의에서 대다수의 大臣이 조약안에 찬성하 다고 해서 과연 그

것이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위에서 확인하 듯이 11월 16일과 17일 伊藤博文의 숙소와 일본공사관, 

慶運宮에서 열린 한국 政府大臣회의와 어전회의의 공식회의록은 없고 다만 發言

要旨만이 일본 측에 의해서 정리되어 伊藤博文復命書, 5大臣 상소문 등에 기록되

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 자료들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측이 남긴 기록일 뿐이지, 대한제국 정부의 공식기록, 법적 

효력을 갖는 기록은 아니다. 당시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내용이 있는 그대로 

정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경운궁에서 열리는 어전회의에 일본인 통역과 실무자 이외에도 長谷川

好道 韓國駐車軍司令官, 佐藤 憲兵隊長, 丸山重俊 警務顧問 등이 함께 참석하

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議政府회의(또는 政府大臣會議)에 

왜 이들이 참석해야 하는가? 

伊藤博文와 林權助가 소집한 政府大臣會議를 설령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을사조약안 처리 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되어 있었다. 중추원 자문 절차를 

빠트렸던 것이다. 1905년 2월 26일 勅令 第12號 中樞院官制에 의하면 “議政府로

서 諮詢하는 法律 勅令 制定 廢止 或 改正에 關한 事項”을 “審査 議定”한다고 되

어 있었고 1905년 10월 24일 勅令 第46號 中樞院官制改正件에서 이 條項은“議政

府로서 諮詢하는 軍國重要事項과 法律 勅令 制定 廢止 或 改正에 關한 事項”으로 

개정되었다.36) “法律 勅令 制定 廢止 或 改正에 關한 事項”이라고 규정하기만 해

도 국제조약을 처리할 때 中樞院의 자문을 거쳐야 하지만 이제 “軍國重要事項”을 

더 집어넣었기 때문에 국제조약을 처리할 때 중추원의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을사조약 관련 자료들 속에서 을

36) 勅令 (奎 17706) 第14, 15冊(奎章閣資料叢書 금호시리즈 근대법령편, 勅令  下에 影印 收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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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약을 처리할 때 중추원의 자문을 거쳤다는 기록은 아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조약문의 수정안 역시 가능한 한 공문의 형태로 왕복되어야 하고 그 공문이 남

아 있다면 조약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약문

에 대한 수정안 역시 伊藤博文과 林權助가 정리한 자료 이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을사조약안이 당시 대한제국의 국내법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

실은 5 대신 상소에 연명한 5대신 중의 한 사람인 農商工部大臣 權重顯도 인정하

고 있었다. 권중현은 5대신 상소를 올리는 12월 16일보다 훨씬 전인 11월 25일에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 중 위와 관련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대체로 외국에서 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

저 서울에 주재하는 공사를 통해 외부에 조회로 요청하고 정부에 제의를 하면 자

문을 거쳐 모두 동의하기를 기다린 뒤에 首席大臣이 모두 모아 可決하고 다시 主

任大臣과 함께 서명하여 문서로 聖上께 아뢰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聖上의 

재가를 받은 뒤에 외부에 指令을 내려 관인을 찍는 것이니 이는 실로 바꿀 수 없

는 법규입니다.37) 

② 이번에 한일 간의 조약 원고가 일본공사관에서 외부로 발송된 것이 이달 16

일었는데 그 때는 아직 提案書가 정부에 도착한 것을 보지 못하 습니다. 17일 榻

前에서 회의하면서 아뢸 때에는 단지 들은 것에 의거하여 所懷를 말하 을 뿐입

니다. 그러다가 일본 공사가 휴게실에 들어와 기다릴 때에서야 參政大臣 이하가 

시간을 넘겨 가며 어지러이 의논하 고 뒤이어 일본 대사가 와서 모임에 참가하

여 여러 의견을 듣기를 원하는 정도에 불과하 고 可否를 기록하거나 날인하는 

등의 뒤에 증거가 될 만한 행적을 벌인 적은 없었습니다. …… 이것이 얼마나 중

대한 사건인데 성상의 재가를 거치지도 않고 갑자기 조인해서 서로 교환한단 말

입니까.38)

37) 大抵 外國之於本國 有可以締結條約者 則先由駐京公使 照請于外部 提議于政府 對其洵謀僉
同 首席大臣都聚可決 再與主任大臣 聯署經奏 蒙有上裁然後 指令于外部 乃行交印 實不易之

規也

38) 此次韓日約稿之自日館送交于外部 在於本月十六日 而尙未見提案之到于政府者 十七日榻前會
奏 只是憑所聞陳所懷而已 而及其日使之入待于休憩室也 參政大臣以下議論 踰時紛紜 而同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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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중 ① 부분은 당시 대한제국이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약안의 처리 

절차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다. ② 부분은 議政府에 의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17일의 御前會議는 ‘의견 청취’ 정도의 자리 지 증거가 될 만한 행위

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조약안이 11월 16일 대한제국 외부에 공문으로 보내진 이후 당연히 거쳐야 하

는 처리 절차(議政府 회의에 의안으로 제출, 회의, 가부 표결, 中樞院 자문, 奏本 

작성과 고종의 재가 등)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17일 하야시 공사와 이토 

대사가 주관한 ‘회의’가 구두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 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

다. 그리고 고종이 을사조약안을 재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

다. 고종이 을사조약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예를 들어 협상 지시 등), 조약안

에 찬성한 大臣이 누구인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뿐만 아니라 林公使와 

伊藤博文가 주관한 ‘회의’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당시 대한제국의 법 규정에 따라 

문서로 정리되어야만 비로소 회의 결과가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것

이다.

다시 말해서 을사조약안을 고종이 재가하 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① 外部大臣

이 작성한 請議書와 議案 ② 議政府 會議標題 ③ “制曰可”라고 쓰여져 있는 奏本 

④ 中樞院 諮問을 위해 往復한 公文書 등의 關聯文書가 原本으로 확인되어야 하

는 것이다. 그러나 ① ~ ④까지 중에서 단 한 가지의 文書도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을사조약안은 고종이 재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측 연구자들은 이들 문서가 한국 측의 공문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부

러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을사조약안이 처리되었다면 ① ~ ④의 공문을 생산하 을 것이고 국내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일본공사관에 공문으로 통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駐韓日

本公使館記錄 이나 日本外交文書 에 그 공문을 싣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이나 日本外交文書 에 그러한 공문은 실려 있지 않다. 고

종의 재가를 얻었다거나 대한제국 정부대신의 찬성여부에 대해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大使隨後來會 願聞群議 當此時口頭辯論 要不過智識交換 而曾無題籤捺章等憑後之跡 …… 

是果何等大事件 而不由上裁 輒行鈐換乎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과 日本外交文書 의 을사조약 관련기록의 재검토 205

5. 맺음말

을사조약 관련 종합자료집처럼 보이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책의 ｢保護條

約 1-3｣과 日本外交文書  제38권 제1책의 ｢伊藤特派大使遣韓ノ件｣, ｢日韓協約締

結竝統監府設置ノ件｣은 을사조약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한계 또한 적지 않다. 

  첫째, 일본은 자신에게 불리한 문서는 원본 문서철에서 아예 누락시키는 방

법으로 진실을 은닉하려고 하 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 비 집행 계획이 담겨있

는 11월 4일자 ｢機密第119號｣의 누락이다. 이 문서에는 공작의 주체와 대상, 목표, 

대상별 뇌물액수 등이 적혀 있을 것이다. 또한 長谷川 사령관이 지휘한 군대의 배

치와 활동 상황, 佐藤 헌병대장이 지휘한 헌병대의 규모와 활동 내용, 丸山 경무

고문이 지휘한 일본 경찰의 규모와 활동 내용에 관한 자료 등 군사위협의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 역시 모두 빠져있다. 

둘째, 을사조약은 조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몇 문서의 

내용을 조작하여 진실을 왜곡하 다. 11월 17일 23시경부터 18일 1시 30분까지의 

조인 상황에 관한 자료, 즉 ｢日韓協約調印事情報告ノ件｣과 ｢日韓協約調印政況ニ

關スル新聞報道ニ關聯シ實相報告ノ件｣, ｢伊藤特派大使復命書｣ 등이 그것이다. 

조인 당일의 보고에서는 다른 보고서에서와 달리 박제순이 조약문에 기명, 날인

하 다는 서술이 안 보인다. ‘기명 날인’, 일본이 얼마나 원하는 것이었는가? 만약 

박제순이 기명, 날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11월 18일자 ｢日韓協約調印事情報告ノ件｣

에서 그 사실을 서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를 않았고 上海

와 베를린의 신문들이 진실을 보도하게 되자 서둘러 신문보도 내용을 부인할 필요

가 생겼던 것이다. ｢日韓協約調印政況ニ關スル新聞報道ニ關聯シ實相報告ノ件｣, ｢伊

藤特派大使復命書｣ 두 문서에 기록된 ‘조인 사정’은 진실을 은닉, 왜곡하고 합리

화하기 위해 일부러 조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고종의 재가여부와 한국정부대신들의 찬성여부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과 日本外交文書 의 기록을 증거로 쓸 수는 없다. 伊藤博文이나 林權助의 자의

적인 판단일 뿐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종의 재

가여부는 조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한일 양국 사이에 교환된 비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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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안에 대한 결재 공문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만 한다. 을사조약의 위임장과 

비준서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 조약안에 대한 결재 관련 공문서인 ① 外

部大臣이 작성한 請議書와 議案 ② 議政府 會議標題 ③ “制曰可”라고 쓰여져 있

는 奏本 ④ 中樞院 諮問을 위해 往復한 公文書 등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밝혀진 것이다.  한국정부대신들의 찬성여부 역시 대한제국 의정부의 회의록

이나 조약안의 제의, 수정, 확정에 관한 한일간 왕복문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문서 역시 현재까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을사조약안은 대한제국 의정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고, 의정

부 회의결과가 고종에게 상주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을사조약안을 고종이 재가하

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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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호’까지의 奏本이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2: 奏本 제157호(1905년 11월 

8일자, 『奏本』奎 17703 제95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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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會議標題( 奏本  奎 17703 제95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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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 請議書( 奏本  奎 17703 제95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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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5: 案件(勅令案, 奏本  奎 17703 제95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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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evaluation of the Records Regarding the Protectorate Treaty 
(1905) Inside the Records of the Japanese 

Legation in Joseon (駐韓日本公使館記錄) and 
Japanese Diplomatic Documents (日本外交文書)

 Lee Sang Chan 

｢Protectorate treaty(保護條約) 1-3｣ from the Records of the Japanese Legation in 

Joseon (駐韓日本公使館記錄) Vol. 24, and ｢Matter of Ito’s special emissary dispatch 

to Korea(‘伊藤特派大使遣韓의 件’)｣ & ｢Matter of the Signing of the Japan-Korea 

Agreement and the foundation of the Tonggam-bu office (‘日韓協約締結竝統監府設

置의 件’)｣ from the Japanese Diplomatic Documents (日本外交文書) Vol. 38 No. 1, 

are records that contain most of the information remaining today regarding the 

Eulsa-year treaty of 1905. But these sources do not include certain portions containing 

critical data, and instead include portions that contain distorted facts deliberately 

created in the following periods. 

Japanese authorities tried to hide or bury the truth by deliberately leaving out 

documents containing facts that were unfavorable to them from the original documents 

file. One of such examples is the omission of the ｢Top Secret (機密) Document No. 

119 (November 4th, 1905)｣ which contained the plans for executing expenditures for 

secret operations. It is presumed that the personnel who executed such operations (of 

bribery), the targets of those operations, and the amount of money used in those 

operations would have been documented in the aforementioned record. And other 

records which would have dealt with the nature of Japan’s military threats against 

Korea, records which would have elaborated upon the positioning and activities of 

troops under command of Commander Hasegawa, the size and activities of the military 

police officers who were led by military police captain Sato, and the size an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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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Japanese police department which received orders from police advisor 

Maruyama, are missing as well. 

Records which revealed the situation that involved the signing of the Eulsa-year 

treaty were mostly tampered with later. Records such as ① ｢Matter of Reporting of 

the situation regarding the signing of the Japan-Korea Agreement (‘日韓協約調印事情

報告의 件’)｣, ② ｢Matter of Reporting the real situation concerning the newspapers 

reports of the Japan-Korea Agreement signing (‘日韓協約調印政況에 關한 新聞報道

에 關聯한 實相報告의 件’)｣, ③ ｢Repeated order for the Ito-dispatched special 

emissary (伊藤特派大使復命書)｣, all contain data regarding the events that took place 

since 23: 00 hours of November 17th through 1:30 of 18th the same month. Yet the 

data presented by these sources do not concur with each other. Record ① was a report 

filed on November 18th, and there is no mention of a Foreign Affairs minister Park 

Je Sun writing down his signature upon the treaty document and stamping his seal. 

Yet record ② and ③ say that Park Je Sun wrote down his signature upon the treaty 

document and stamped his seal. If Park Je Sun truly did those actions, there is no 

reason for the report of November 18th (①) not to mention such fact. Yet hearing that 

newspapers in Shanghai and Berlin started to file reports saying “Ito and Hayashi 

forcibly stole the official seal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stamped it 

themselves”, the Japanese suddenly found themselves in need of denying the validity 

of those reports, so they produced records of ② and ③. In other words, the ‘situation 

of the signing’ elaborated inside ② and ③ is a deliberate distortion of facts engineered 

by the Japanese in order to hide the truth behind the signing and legitimize the actions 

of the Japanese.

The supposed fact that Emperor Gojong approved the signing of the treaty and the 

governmental officials of Korea also concurred with it is relatively well described in 

Records of the Japanese Legation in Joseon and Japanese Diplomatic Documents, but 

the existence of such records does not automatically mean that Gojong ‘really’ 

approved it and the officials really supported it. The procedures required in managing 

a treaty document was well defined in the laws of the Daehan empire, so how things 

really went on at the time should be verified by documents created and preserved 

under the regulations dictated by such law. In other words, whether Emperor Go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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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the signing or not should be verified through the official Jubon/奏本 

documents which were approval documents for exchanging ratification instruments and 

treaty documents, and through the documents exchanged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proposals made for the treaty, modifications made to the document, and 

the finalizing of the contents. And whether the officials supported the treaty or not, 

sh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conference records of the Euijeongbu office.

Keywords: Eulsa-year Treaty (乙巳條約), Gojong/高宗, approval (裁可), Ito Hirobumi 

(伊藤博文), Hayashi Konsuke/林權助, Hasegawa Yoshimichi/長谷川好道, Records of 

the Japanese Legation in Joseon (駐韓日本公使館記錄), Japan Diplomatic documents 

(日本外交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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