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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日戰爭 발발 이후 동아시아 各地에서의 淸國人 

규제규칙의 제정과 시행
- 日本 · 朝鮮 · 臺灣의 를 심으로 -

1)
박  형 *

≪目    次≫

1. 머리말
2. 청일전쟁의 발발과 자국민·적국민   
   보호문제
3. 일본의 ‘勅令 제137호’ 공포와 ‘문명’의
   논리

4. 조선의 ‘保護淸商規則’ 제정과 ‘보호’의 
   범위
5. 대만의 ‘淸國人臺灣上발條例’ 공포와 
   ‘대만인’의 경계
6. 맺음말

1. 머리말 
1890년대 후반은 朝·淸·日 동아시아 3국의 조약상의 지위변화를 고찰할 때 매우 흥미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조선은 1894년 7월 청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청에 대해 조약파기를 
선언하고, 1897년 10월에는 대한제국의 성립을 선포했으며, 2년 뒤인 1899년 9월에는 청과 대등
한 주권국가로서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은 1895년 4월 일본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을 인정했으며, 이듬해 7월에는 서구 열강들과 마찬가
지로 일본과도 불평등조약을 체결했다. 다른 한편 일본은 청일전쟁 발발 직전인 1894년 7월 16
일 영국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에 성공하여 5년 뒤인 1899년 7월부터는 개정조약의 발효와 함께 
외국인의 치외법권을 철폐하고 또 외국인의 내지잡거를 허용하였다.

* 와세다대학교대학원 문학연구과 동양사코스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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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 이전 청일전쟁 이후 지위변화
淸日관계 불완전 대등(1871년 수호조

규) 일본 우위(1896년 통상항해조약) 日↗ (淸↘)
朝日관계 일본 우위(1876년 수호조규) 변화 없음
朝淸관계 청국 우위(1882년 상민수륙

무역장정) 불완전 대등(1899년 통상조약) 朝↗ (淸↘)
英日관계 영국 우위(1858년 수호통상

조약) 대등(1894년 통상항해조약) 日↗ (英↘)

표 1  청일 쟁 후 각국의 지 변화

이상의 제 관계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이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각국의 
지위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지위 상승과 청의 지위 하락이다.1)1)이 시기 동아시아 
3국의 지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각국 간의 구체적인 관계맺음 속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되어 갔는데, 하나의 지위변화는 그와 연결된 제 관계에도 연쇄적 변화를 불러 
일으켰고,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에 속한 국민 개개인의 지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위의 내용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곧 영일 간 조약개
정은 결과적으로 일본이 열강의 간섭에 대한 우려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고,2)2)전쟁의 발발과 각국 간 조약의 파기는 재일·재한청국인 및 재청일본인의 지위를 무조
약국국민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일본의 승리와 강화조약의 체결은 조선이 청과 대등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되었으며, 또한 청국 내 일본인들은 전후에 체결된 청일 간 통상항
해조약을 통해 최혜국국민으로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게 된 반면, 일본 내 청국인들은 전시 하
에서 적국민의 보호를 명목으로 공포된 ‘勅令 제137호’의 규제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칙령 제137호’와 같은 청국인에 대한 규제규칙이 같은 
시기의 조선과 전후 대만에서 각기 ‘保護淸商規則’과 ‘淸國人臺灣上발條例’라는 이름으로 제정 공
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규칙들은 청일전쟁 발발 이래 무조약국국민의 지위에 있던 청국인의 
대우와 관련하여 각 지역에서 내놓은 최초의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규칙들
은 당시 일본 및 조선이 청국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자 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이 시기 동아시아 질서의 변환을 검토함에 있어서 그 변화의 실태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단
서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한다.
1) 여기에서 1871년의 청일수호조규나 1899년의 한청통상조약을 ‘불완전 대등’이라 표시한 것은 조약체결국 

간에 상호 영사재판권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의 완전한 철폐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또
한 ‘지위변화’ 항목의 화살표는 상대적 지위변화를 표시한 것으로, 일례로 1894년의 영일통상항해조약의 
체결로 인해 영국의 절대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原田敬一, 2007 シリ ズ日本近現代史　日 ·日露 , 岩波書店,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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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청국인 규제규칙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우선 ‘칙령 제137호’와 관련하여 이와카베 
요시미쓰에 의한 일련의 실증적 연구를 들어야 할 것이다.3)3)이 밖에 조선인 및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시책을 비교 검토한 야마와키 게이조의 연구나4)

4)제국일본 내 화교사의 관점에
서 접근한 야스이 미키치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5)5)한편 ‘보호청상규칙’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
인 연구는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으나, 최근 국내의 중국사 연구자들에 의한 한청통상조약이나 
영사재판권 관련 연구들은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크게 주목할 만하다.6)6)‘청국인대만상륙조례’
의 경우에는 일본의 대만 영유 이후 대만인의 국적부여 문제와 관련한 아사노 도요미의 연구나7)

7) 
1920-30년대 대만을 중심으로 총독부의 노동자 정책을 검토한 아베 야스히사의 연구 등을 참고
할 수 있다.8)8)

이상의 연구들은 실증방법이나 접근시각 등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 기
본적으로 일국사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조선과 일본 혹은 대만과 
사할린 등을 비교 검토한 연구라 하더라도, 결국 각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검토한 것
이기 때문에 제국일본사라 할지언정 일국사를 넘어섰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의 청국인 규
제규칙들이 그 성격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국제법상 지위나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
해 실제 시행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 관계의 연
쇄적 변화들 속에서도 각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여 상호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와 자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적 관점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조선·대만에서 공포된 청국인 규제규칙의 제
정논리와 배경, 그리고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각 지역에서의 청국인과의 관계설정을 
둘러싼 다양한 의도와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청국인 규제규칙의 직접

3) 岩壁義光, 1984 日 と居留地 人問題: 明治27年 勅令第137 と 浜居留地 法政史 제36호, 
法政大 史 ; 1989 幕末·明治初期の在留 人取締 係史料について: 外務省記  條約未 及

人取締方 考書  神奈川 立博物館 究報告-人文科 -  제15호; 1997 日 時法下の在日中 人問
題  日 と東アジア世界の 容  하권, ゆまに書房 등.

4) 山脇啓造, 1993 近代日本の外 人 者問題 , 明治 院 際平和 究所.
5) 安井三吉, 2005 帝國日本と華僑 日本·臺灣·朝鮮 , 靑木書店. 이 책에서는 ‘보호청상규칙’이나 ‘청국인

대만상륙조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나 그 내용은 매우 간략하다. 
6) 이은자, 2005 한국 개항기 중국의 治外法權 적용 논리와 한국의 대응  東洋史學硏究  제92집; 이은자, 

2006 韓淸通商條約 시기 중국의 在韓 치외법권 연구  明淸史硏究  제26집; 구범진, 2006 韓淸通商
條約  일부 條文의 해석을 둘러싼 韓淸의 외교분쟁  대구사학 제83집; 이은자, 2007 大韓帝國時期 韓
中間 民事訴訟의 實例: ‘彭姜案’(1898 1900)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제100집.

7) 野豊美, 2000 日本帝 における台  ‘本島人’と‘ 人’の 間: 籍選 と台 法制  現代台 究  
제19호.

8) 阿部康久, 2004 近代日本の植民地における中 籍 者雇用政*: 台 の事例を中心に  華僑華人硏究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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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원인이자 배경이 된 청일전쟁 발발 전후의 적국인 보호문제에 대해 개관할 것이다. 일본에
게 있어 청일전쟁이란 ‘文明과 野蠻의 전쟁’ 혹은 청에 문명을 전도하기 위한 ‘義戰’에 다름 아니
었다.9)9)이러한 ‘문명’의 논리는 ‘칙령 제137호’의 제정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서는 그 제정과정에 직접 참여한 아리가 나가오의 논평을 중심으로 제3장에서 살펴 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칙령 제137호’의 영향을 받은 조선에서의 ‘보호청상규칙’이 청국인 보호를 위탁받은 
영국총영사의 권한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일으키게 된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제5
장에서는 대만에서도 청일전쟁 종결 직후 ‘청국인대만상륙조례’가 제정되는데 청국인과 대만인의 
구분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대만의 특수사정으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가를 살펴 볼 것
이다.

2. 청일전쟁의 발발과 자국민·적국민 보호문제
1894년 7월 한반도를 둘러싼 전운이 짙어가는 속에서 청일 양국은 각기 상대국에 거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먼저 재상해일본총영사 오오코시 나리토쿠
는 7월 6일 북경의 임시대리공사 고무라 쥬타로에게 “일청 양국 사이의 교섭결과는 아직 소관으
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當港 외국인 사이의 풍설 등에 따르면 양국의 갈등은 도저히 평화
롭게 국면을 매듭지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하였다. 또 그렇다면 개전에 대비하여 다른 외국공
사에게 일본인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10)10)동월 13일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는 일본인 보호를 의뢰할 일로 재일미국공사를 통해 미국정부의 의사를 문의한 결
과 미국정부는 청국정부에 이의가 없는 한 그를 승낙할 것이라고 답해 왔음을 고무라 공사에게 
전했다.11)11)그리고 일본의 의뢰를 받은 미국정부는 주청미국공사 덴비에게 미국의 在淸日人 보호
에 대한 청국정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12)12)

한편 청국에서는 북양대신 李鴻章이 7월 18일 在日淸人 보호에 관한 전보를 總理各國事務衙
門(이하 총서)으로부터 접수하여 주일청국공사 汪鳳藻에게 전달했다.13)13)전보를 접수한 汪鳳藻 공
 9) 山室信一, 2005 日露 の世紀: 連鎖視点から見る日本と世界 , 岩波書店, 24~25면.
10) 淸國在留帝國臣民ノ保護美國政府へ依托ノ件  明治27년 7월 6일 在上海總領事大越成德發 臨時代理公使

小村壽太郞宛 機密 제3호. 이하 在北京公使館의 철수와 在淸日本人의 보호문제와 관련해서는 瀨川善信, 
1976 日淸戰爭(1894~1895)における居留民保護問題: 在 公館引揚との關連において  埼玉大學紀要 社
會科學篇  제24권을 참고하였다.

11) 淸國在留帝國臣民ノ保護美國政府へ依托ノ件  明治27년 7월 13일 外務大臣발奧發 在北京臨時代理公使
小村壽太郞宛 機密.

12)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6월 26일 總署發美國公使田具照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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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곧 주일미국공사 던을 찾아가 재일청인의 보호를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던 공사는 일본 
외무성과의 합의를 기다려 본국정부에 전보를 보내겠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일전에 일본정부가 
재청일인의 보호를 의뢰한 데 대해서도 미국정부는 우선적으로 청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
한 바 있으므로 양쪽의 일을 일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청국인 보호가 재판권까
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는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자신의 주권
을 타국에 양도할 리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14)14)

덴비 주청미국공사는 7월 21일에 총서를 방문하여 재청일인 보호에 대한 청국정부의 동의여
부를 묻는 미국정부의 전신을 전달했고, 이 때 총서는 개전 시 미국공관에 재일청인에 대한 보
호를 의뢰할 것임을 이미 미국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15)15)또한 덴비 공사는 동월 24일 재청일
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재일미국공사로부터 전보를 수령했다고 본국정부에 보고했는데, 이에 대
해 미국국무장관 그레셤은 ‘custodian’으로서 행동하고 ‘friendly offices’를 제공하되, 미국의 ‘보호’
가 일본을 외교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아님을 주지시켰다.16)16)

7월 25일 豊島 앞바다에서 일본해군의 기습에 의한 청일 간 첫 교전이 시작되었다. 아직 일
본이 선전포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청국정부는 실질적인 적대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동
월 29일에는 주일청국공사를 철수시키는 건에 대해 재가를 받았다.17)17)동월 31일 汪鳳藻 주일청
국공사는 무쓰 외무대신에게 본국의 철수명령에 따라 8월 3일자로 도쿄를 출발하여 귀국할 예정
임을 알리고, 또한 재일청인 및 청국공관에 대해서는 미국공사에게 관리를 요청했으며, 재청일인
에 대해서도 청국정부가 적절히 보호할 뜻임을 전달하였다.18)18)

청국공관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맞춰 7월 30일에 무쓰 외무대신은 상주문을 올려 주청일본공
관도 속히 철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재청일인 보호 및 공사관 기록보존 등을 주청미국공사에
게 의뢰할 일과 주청일본공관을 철수시킬 일에 대해 미리 재가해 줄 것을 청하였다.19)19)그리고 
다음날에는 오오코시 총영사를 통해 고무라 공사를 비롯한 각 영사들에게 공관철수명령을 내렸
으며, 다만 상해의 경우에는 위험이 없는 한 계속 주재하라고 지시했다.20)20)

13)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6월 16일 總署發北洋大臣李鴻章電 ;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7
월 초10일 總署收出使大臣汪鳳藻函.

14)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7월 초10일 總署收出使大臣汪鳳藻函. 在日淸人의 보호문제와 관련해서
는 岩壁義光, 1997 日淸戰爭時法下の在日中國人問題  日淸戰爭と東アジア世界の變容  下卷, ゆまに
書房을 참고할 수 있다.

15)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6월 26일 總署發美國公使田具照會.
16) 瀨川善信, 앞의 논문, 2면.
17)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6월 28일 總署發駐美大臣楊儒電.
18) 東學 變亂の際韓國保護に關する日淸交涉關係一件  日淸兩國各其公使館領事官ヲ撤去シ公館幷在留臣

民ノ保護ヲ美國公使ニ依託ノ事
19) 東學 變亂の際韓國保護に關する日淸交涉關係一件  日淸兩國各其公使館領事官ヲ撤去シ公館幷在留臣

民ノ保護ヲ美國公使ニ依託ノ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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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조선에서는 袁世凱가 7월 19일에 귀국해 버림에 따라 唐紹儀가 그 뒤를 이어 동월 
20일부터 주한공관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21)21)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23일에 일본군대가 경
복궁을 점령하고 청국공관을 습격함에 따라 唐紹儀는 부득이하게 영국공관으로 피신하게 되었
다.22)22)이후 그는 인천을 경유하여 8월 4일 天津으로 돌아갔는데, 철수하는 과정에서 재한청인과 
그 재산보호를 주한영국대리총영사 가드너에게 위탁하였다. 이에 가드너는 7월 27일 조선정부에
게 청국공관의 封廢를 요구함으로써 그 보호활동을 실시하였다.23)23)

8월 1일 드디어 청일 양국 간에 선전포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은 공식적인 전시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미일·중미 간에는 자국민 보호에 대한 의뢰와 그 수용에 관한 공식적인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재청일인과 재일청인에 대한 보호활동을 시작하였다.

우선 주청미국공사 덴비는 선전포고 당일 총서에 조회를 보내 재청일인에 대한 보호를 시행
한다고 통지한 후 다음 사항들을 요구했다. 즉 재청일인의 보호를 미국이 담당하게 되었음을 각 
해관지방에 통지하고, 또 각 지방관에게도 各口 일본인에 대한 보호를 엄히 지시해 달라고 하였
다. 滿洲와 蒙古지방의 일본인에 대해서도 일체 보호를 행하여 무사히 各口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24)24)이에 총서는 개전 이후 상호 인민에 대한 보호는 응당 公法에 비추어 행해야 할 
것이라고 각 해당 지방관들에게 지시했다.25)25)8월 4일 덴비 공사는 재차 총서에 조회를 보내 다
음과 같이 말하였다. 곧 재일청인이 재청일인에 비해 5배나 많은 상황에서 청국이 재청일인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면 일본 또한 자국 내 청국인들을 각별히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
다. 그리고 현재 청국은 두 가지 방법, 곧 일본인들을 모두 귀국시키는 방법과 各口에 거주를 
허락하고 보호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후자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득했
다.26)26)하지만 이에 대해 총서는 일본인이 髮을 가장하여 선동을 꾀한다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무조건적인 보호에는 반대의 입장을 표하였다. 다시 말해서 ‘保護’에는 ‘防範’의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그 또한 공법에 준하는 바라는 것이다.27)27)

한편 일본정부는 8월 4일 자국 내 청국인 보호를 위한 ‘勅令 제137호’를 반포하였다. 후술하

20) 瀨川善信, 앞의 논문, 2면.
21)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5권(統署日記 3) 고종31년 6월 17일 仁監來電, 18일 唐代辦來照. 袁世凱의 

갑작스런 귀국에 대해 청국공관에서는 7월 18일(음 6월 16일)에 北洋大臣으로부터 즉각 만나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전보가 도착하는 대로 곧 귀국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舊韓國外交關
係附屬文書  제5권(統署日記 3) 고종31년 6월 18일 華關照).

22) 權錫奉, 1984 淸日戰爭 이후의 韓淸關係 硏究(1894~1898)  淸日戰爭을 前後한 韓國과 列强 , 韓國精
神文化硏究院, 188면.

23) 앞의 논문, 192~193면. 
24)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7월 초1일 總署收美國署公使田夏禮照會.
25)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7월 초4일 總署發南洋大臣等文.
26)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7월 초4일 總署收美國署公使田夏禮照會.
27)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7월 초9일 總署發美國署公使田夏禮照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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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만 이 칙령은 청국인의 거류지 제한과 등록제 실시, 그리고 일본정부의 재판권 행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청국의 반응은 민감하였다. 북양대신 李鴻章과 남양대신 劉
坤一은 8월 10일 전보를 통해 재일청인들이 일본정부의 재판을 받게 되었음을 총서에 알렸다.28)28) 
동월 20일에 총서는 일본이 재일청인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므로, 청국에서도 재청일
인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덴비 공사에게 그 회답을 요청했으며,29)29)그 사이 이
홍장은 칙령 제137호의 전문을 번역하여 총서에 보냈다.30)30)총서는 재차 재청일인의 등록을 미국
공관 측에 요청하는 한편, 만약 등록을 행하지 않은 일본인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관이 그들을 
체포하여 처분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31)31)

청국정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인의 간첩활동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 실제
로 몇몇 일본인들이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효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제국정부가 개전 중 교전자와 비교전자의 구별을 세우고 開明의 중의에 따라서 국
내에 재류 중인 청국인들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청국정부는 도리어 暴戾野蠻의 지배를 우리 거
류민에게 가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특히 우리 탐정의 入境을 의심하여 만약 本邦人이 支那人
으로 분장한 자를 보기라도 하면 모두 우리 정부의 간첩으로 간주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
부 간첩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청국정부의 처치에 대해서는 “저들의 몽매야만스러움을 진실로 알
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청국정부가 護照 및 門牌를 급여하여 일본인을 보호하기에 
이른 것은 극히 다행한 일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일찍이 우리나라가 청국인보호령을 발포한 
것을 듣고 그 예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32)32)

이와 같이 청일 양국정부는 미국공관에 적국 내 자국민의 보호를 의뢰하는 한편, 적국민 보호
정책에 있어서는 결국 등록제 실시라는 공통의 방침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장에서는 그 공
통된 방침이 된 칙령 제137호가 어떤 논리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는가를 아리가 나가오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8)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7월 초10일 總署收北洋大臣李鴻章函 ; 광서20년 7월 초10일 總署收南
洋大臣劉坤一電.

29)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7월 20일 總署發美國署公使田夏禮函.
30)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7월 26일 總署收北洋大臣李鴻章文.
31)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7월 22일 總署收美國署公使田夏禮函 ;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0년 

7월 29일 總署發美國署公使田夏禮函.
32) 東學 變亂の際韓國保護に關する日淸交涉關係一件  本邦在留淸國人保護令發布 ニ在淸本邦人ヲ間諜

ノ嫌疑ヲ以て淸國政府擅ニ拿捕セシ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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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勅令 제137호’ 반포와 ‘문명’의 논리
풍도 앞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진 7월 25일, 일본정부는 각청각부현지사에게 “설령 일청 양국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들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해 줘야 할 것”이라면서 청
국인에 대한 특별한 단속을 지시했다. 또 주일청국공사가 철수를 통지한 7월 31일에는 재차 각
청각부현지사에게 훈령을 발하여 청국인을 무조약국국민으로 취급하도록 지시했다.33)33)그리고 8월 
4일에는 재일청국인의 보호를 위한 ‘칙령 제137호’를 반포하였다.

칙령 제137호의 제정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내각총리대신이던 이토 히로부미의 부하로서 칙령
안 수정에 참여한 바 있는 법학자 아리가 나가오의 日淸戰役國際法論 (1896.8, 哲學書院)을 통
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日淸戰役國際法論 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찍이 육군대학교에
서 국제법교과를 개설하여 전시공법조규를 강의한 바 있는 저자가 “청일전쟁에서 적군은 戰律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문명교전의 조규를 준수한 상세한 사실들을 구주의 국제법학자들
에게 전하”려는 목적에서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은 그 목적에 걸맞게 1896년 3월에 프랑스 파리
에서 먼저 불어로 출판되었으며, 아리가의 일본 귀국 후 다시 일본어로 출판되었다.34)34)본고의 주
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부분은 개전 이후 재일청국인 보호문제를 다룬 제3장으로, 특히 제8절에
서는 칙령 제137호에 대한 강평을 시도하였다.

아리가는 개전 이후 재일청국인 보호문제를 다음의 세 가지 문제설정, 곧 ①청국인의 일본재
류를 계속 허락할 것인가, ②청국과의 통상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③청국인에 대한 재판권
은 어디에 귀속되는가로부터 접근하고자 했다.

먼저 ①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리가는 전시 하 적국민의 처우와 관련한 상반된 실례로서, 1870
년 보불전쟁 당시 프랑스가 독일인들을 국경 밖으로 추방했던 사실과 1877년 러토전쟁 당시 러
시아가 현행법령의 보호 하에서 터키인의 재류를 허락한 사실을 들었다. 아리가는 적국민에 대
해 전부 혹은 일부 추방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교전국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지만 적국민의 
재류를 허락하는 것이 최근의 관례라고 소개하고, 결국 일본은 위의 두 원칙 사이에서 절충주의
를 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35)35)여기에서 절충주의란 칙령 제2조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곧 
등록주의의 채택을 말한다. 아리가는 이를 이번 칙령의 특색이라고까지 말했는데,36)36)이러한 선택
배경에 대해서는 일본이 문명국의 교전규칙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청국 또한 그를 따를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37)37)‘日本=文明’·‘淸國=野蠻’이라는 등식은 이 책에서 증명해야 할 
33) 東學 變亂の際韓國保護に關する日淸交涉關係一件  本邦在留淸國人保護令發布 ニ在淸本邦人ヲ間諜

ノ嫌疑ヲ以て淸國政府擅ニ拿捕セシ事
34) 有賀長雄, 1896, 日淸戰役國際法論 , 哲學書院, 序言 및 凡例 참고.
35) 앞의 책, 42~43면.
36) 앞의 책,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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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기도 했으나, 이와 같이 동시에 그것은 일본정부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도 역할을 
다했다.

다음으로 ②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리가는 먼저 전시국제법상의 상반된 두 가지 주의를 소개했
다. 하나는 원칙적으로 적국과의 통상을 금지하되 일정 품목  장소  사람(혹 회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통상을 허가하자는 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통상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별도
의 법령을 통해 소폭의 금제범위를 정하자는 주의였다. 아리가는 일본정부가 문명국 간의 최신경
향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후자의 주의를 선택했으며, 또한 이는 현실적으로 볼 때 시장으로서의 
청국의 가치와 통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타국에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38)

38)

한편 아리가는 ③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선 국제법학자들 간의 상반된 의견을 소개했다. 하
나는 영미에서와 같이 적국민은 재류국 재판소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
나는 그 외 나라들에서와 같이 적국민에게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아리가는 일
본정부가 문명국 간의 “가장 진보된 점”을 따라 결국 청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했는데, 다
만 이것은 청국인이 일본의 재판소 관할에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39)39)

이상과 같이 아리가는 위의 세 가지 문제설정을 통해 일본정부가 얼마나 문명국 간의 최신경
향을 체현하려 했는가를 증명하고자 했는데, 이 때 일본정부의 선택이란 결국 “어느 선까지 문
명국민 간에서 행해지는 戰時慣例에 의거해야 하는가”40)라는40)단 하나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후 조선과 대만 등지에서 칙령 제137호와 유사한 성격의 규칙들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상에서 각기 상이한 전개형태를 보이는 것은 바로 그 ‘어느 선까지’를 판단하
여 결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균열들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 이하
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런데 칙령이 반포되고 일주일이 지난 8월 11일,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는 각 관계 지사
들에게 청국인의 단속수칙에 관한 ‘訓 제605호’를 발하였다. 이것은 청국인 보호의 실무세칙이라
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칙령에 대한 해석이 아리가의 강평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훈령 제605호의 첫 단락이다.

칙령 제137호는 淸國臣民을 帝國臣民과 동일하게 國民權이 있는 자로서 보호하는 것을 主旨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敵國의 臣民으로서 법률상으로 우리가 보호할 의무는 없다. 그들을 보호하는 

37) 앞의 책, 43면.
38) 앞의 책, 45~46면. 청국인들이 특정의 역할을 다하고 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위의 조치는 그들을 고

용하고 있는 거류지 구미인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岩壁義光, 1984 日淸戰爭
と居留淸國人問題-明治27年 ‘勅令第137號’と橫濱居留地  法政史學  第36號, 69~70면).

39) 有賀長雄, 앞의 책, 46~47면.
40) 앞의 책,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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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필경 국가의 德義로 그렇게 할 뿐이다. 따라서 그들을 殘虐히 대하지 않고 도리어 身體와 財
産을 보호하는 것은 君主의 大權에서 나오는 특별한 惠政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우리 법률
에 복종케 한다고 하여 (그들에게) 반드시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일체 권리를 부
여한다는 것은 아니다.41)41)

위 훈령에서는 칙령 제137호가 국가의 덕의나 군주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일본에게 청국인을 
보호할 법률상의 의무는 하등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앞서 서술한 아리가의 세 가지 
문제설정을 통해 말하자면, 먼저 ①의 등록제 실시에 대해 위 훈령에서는 “신분의 등록은 경찰
의 단속상의 일종의 편의를 위한 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신분증서의 全 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호적법을 적용하는 범위에도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국인들의 영업과 
관련해서도 賭房·賣淫 등과 같이 위험성 있는 각 업종을 금할 수 있으며, 평온한 업종이라 하
더라도 종래 외국인에게 허가한 적 없는 신규업종의 경우에는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내무성 훈령인 만큼 ②의 통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③
의 재판권 관할과 관련해서는 “재판관은 그들(청국인: 필자)의 身體財産이 다른 이로부터 침해당
할 경우 그 침해를 배제하거나 상당의 보호를 행하는 데” 그 의무가 있을 뿐이라면서 ‘보호’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아리가에 의한 ‘문명’의 논리가 실무수준에서는 일본천황에 의한 시혜적 의미로 치
환되면서, 일본정부가 밖으로는 청국인 ‘보호’를 강조했다 하더라도 안으로는 청국인 ‘단속’에 보
다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 훈령에서 말하듯 청국인들이 적국민으로서 “보통의 
무조약국인민에 비해 한층 더 제한된 지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청국인들이 그러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언명이기도 했다.

결국 청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청국인의 지위는 ‘淸=野蠻’이라는 차별의식과 적국민이라는 현실
적 배경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보호만이 보장된 무조약국국민 이하로 전락하였다. 그렇다면 졸지
에 청일 양국 간의 전장이 되어버린 조선에서는 청국인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다음 
절에서는 ‘保護淸商規則’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굴절되는 ‘보호’의 의미와 그 실태를 살펴 볼 것
이다.

41) 明治二十七年 第一種 官房文書類別 外務 公使館撤回及保護  620-B8-12(岩壁義光, 앞의 논문, 72면에서 
일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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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의 ‘保護淸商規則’ 제정과 ‘보호’의 범위
‘보호청상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일찍이 권석봉은 “在韓華商들은 한편으로는 英國總領事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또 한편으로 韓國政府에서 제정 시행한 ‘保護淸商規則’과 ‘施行細則’에 의
거하여 통제되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통제가 日本의 제안과 간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42)42)여기에서 일본의 제안과 간여라는 것은 청국인 문제로 사이토 슈이
치로를 파견한다는 일본공사관의 조회를 비롯하여, 일본공사관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가 조선정
부에 대해 규칙의 공포를 촉구하거나 시행세칙안을 직접 수정해서 보낸 기록들에 의거한 것이
다. 한편 야스이 미키치는 보호청상규칙이 일본의 칙령 제137호를 베이스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 지적했다.43)43)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이 재한청인의 관리에 앞장 선 이유나 실제로 칙령 제137
호가 보호청상규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 보호청상규칙의 제정 배경을 살핀 후 양자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또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894년 8월 4일 일본정부는 전시국제법에 따라 칙령 제137호를 반포
하여 재일청국인에 대한 보호를 실시했다. 조선정부는 7월 25일에 이미 청에 대해 조약파기를 
선언했으므로 재한청인들 또한 일찍이 무조약국국민이 된 상태였다. 칙령 반포 후 이틀이 지난 
8월 6일, 오토리 게이스케 주한일본공사가 재한청인에 대한 재판권은 조선정부에 귀속돼야 하며 
조선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노세 다쓰고로 이등영사에게 답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44)44)일본공사관 측은 일찍부터 청국인 규제규칙의 제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에서 보호청상규칙이 반포되는 것은 1894년 12월 17일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청일전쟁 발발 이후부터 보호청상규칙이 반포된 12월까지의 전황을 먼저 개관해 보
자.45)45)일본은 풍도해전에서 청의 전함과 수송선을 격침시키면서 첫 승을 거두었다. 牙山에 머물
고 있던 청국군은 일본군의 남하 소식을 듣고 아산으로부터 동북으로 20킬로미터 떨어진 成歡에
서 일본군을 맞아 싸웠으나 참패하였다. 청국군은 다시 平壤에 집결하여 9월 15일 진공해 오는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또 한 번 크게 패하였다. 이와 같이 연전연승을 거듭한 일본은 10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청국 영토에 진입했으며, 11월 21일에는 불과 하루 만에 여순 요새를 점령
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평양에서의 대승을 배경으로 이노우에 가오루를 신임공사로 파견하여 
조선의 보호국화를 시도했으며, 다른 한편 동학농민군은 10월 중순부터 재차 봉기하여 12월 4일
42) 權錫奉, 앞의 논문, 199~200면.
43) 安井三吉, 앞의 책, 92면.
4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명치27년 8월 6일 特命全權公使 大鳥圭介發 二等領事 能勢辰五郞宛 機密제

153호 義州電線과 淸國人裁判權u轄問題
45) 전쟁의 경과에 대해서는 이하 藤村道生, 1973 日淸戰爭: 東アジア近代史の듭換點 , 岩波書店 참고.



240·한국문화 47

부터 6일 간에 걸쳐 제2차 公州 공격을 시도, 정부 및 일본군과 격전을 치렀다. 이노우에 공사
가 박영효, 서광범 등 일본망명자가 포함된 새로운 내각을 입각시킨 것은 공주전투가 일단락되
고 난 12월 17일의 일이었다.

일본의 都新聞  10월 20일자 잡보에는 대본영이 있던 히로시마로부터의 급보에 의거한 다음
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즉 “낙동 부근 각 병참사령관의 보고에 따르면 安東, 醴川지방의 동
학당은 진압되었지만, 그 당의 소굴인 豊基, 丹陽, 報恩지방은 지금도 여전히 불온한 상태로 변
함없이 저들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그 당에는 지나인 수십 명이 가담하고 있어 현재 부근의 각 
병참에서 파견된 헌병이 전일 이래로 보은지방에서 徒黨 支那人 12명을 체포하여 當地(仁川)로 
호송하였다”는 내용이었다.46)46)한편 이노우에 공사가 외무대신 김윤식 앞으로 보낸 11월 6일자 조
회에는 아산전투에서 패한 청병들이 지방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
다. 여기에서 이노우에 공사는 그 청인들은 거주지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결국에는 ‘流氓’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을 단속하여 잡아들이지 않는다면 지방의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조일 양
국 간의 상호동맹의 뜻에도 어긋날 것이라고 경고했다.47)47)

이와 같이 청국인 중 일부가 동학농민군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은 청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1895년 4월 시모노세키조약 성립 후 재한청인의 보호를 위해 청으로부터 재차 파견
된 唐紹儀는 본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요사이 各道의 亂民이 해산하고 있지 않아 官兵은 때때로 征 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官軍이 이
르면 동정을 살피다가 도망가고 관군이 퇴각하면 다시 모여듭니다. 듣자하니 어리석은 華人이 그 
무리 안에 많이 숨어들어 槍隊의 교습을 하면서 달마다 많은 급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 韓政府도 매
우 우려하는 바입니다. 살피건대 5월 중에 忠淸道 葉山지방에서 亂民들이 관군에 의해 공격을 받고 
흩어졌는데, 卑府는 25일에 일찍이 그 무리의 什長으로 있던 湖北人 呂安國이 仁川으로 도망하여 
숨어있음을 듣고, 곧 관리를 파견하여 잡아 심문한 결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으기 생각건
대 이와 같은 범죄의 무리는 마땅히 엄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 일은 대체로 관계된 바가 韓
人과 倭人의 이목에 두드러질 것이 우려되므로, 처리에 변통을 두어 옥 내에 가두어 둔 채 船便으
로 飭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48)48)

위 보고는 비록 보호청상규칙 반포 후의 것이기는 하나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실을 
제공해 준다. 곧 청국인들이 조선의 ‘亂民’들 속에 들어가 그 안에서 군사교관과 같은 역할을 하
며 높은 급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청국정부도 자국민

46) 都新聞  1894년 10월 20일자 東學黨の近狀
47) 舊韓國外交文書 (日案3) 3296. 淸國敗殘軍民의 流浪經緯와 査拿要請.
48)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2년 7월 15일 總署收北洋大臣王文韶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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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조선에서 문제 일으키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개전 이래 조청 간 모든 조
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청국인들이 계속 사단을 일으키게 된다면 조선정부가 가혹한 조약을 입안
하여 청국인들을 더 단속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49)49)

이노우에 공사는 앞의 조회로부터 10일이 지난 11월 16일에 재차 김윤식 외무대신에게 ‘覇留 
淸國人’에 대한 단속 문제로 사이토 슈이치로를 파견한다고 알려 왔으며, 김윤식과의 실제 면담
은 다음날인 17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50)50)이후 조선정부는 11월 30일 영국공관에 조회하
여 말하길, “현재 조선에 우거하는 청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서둘러 법을 마련하여 그들이 예
전과 같이 安業할 수 있”도록 이번에 ‘暫行章程 9條’를 작성했으니 이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
다.51)51)후술하겠지만 이 때 영국총영사가 청국인의 재판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논쟁이 일어나
게 되는데, 논쟁이 진행 중이던 12월 12일 스기무라 서기관은 김윤식 외무대신에게 보낸 조회에
서 조선의 지방관이 인천항에 상륙한 청국인을 단속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또
한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 지난 10일 밤에는 청국인 보호규칙에 관한 안을 마련하여 올린 바 
있으니 속히 재가를 받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52)52)이에 조선정부는 같은 날 답신을 통해 이
미 재가를 받아 지방관들에게 그 시행을 지시했다고 답하였다.53)5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894년 12월에 보호청상규칙이 반포된 것은 개항장을 벗어나 내
지 각처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국인들을 통제하고, 동시에 청국인들의 새로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본토로 전선이 확대되고 후방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한 상황에서, 청국패잔병을 포함한 청국인 일부가 그에 가세하는 상황은 적어도 일본이 
조선정부에 대해 청국인 규제규칙의 반포를 재촉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 또한 
이노우에 공사의 착임과 일본망명자들을 포함한 새로운 내각의 구성은 위 문제를 진전시키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보호청상규칙’(이하 규칙)과 ‘칙령 제137호’(이하 
칙령)의 조문을 정리한 표 2를 참고하면서 그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보도록 하자. 규칙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는 우선 청국인의 거주지를 漢城 성내 및 仁川, 란山, 元山 
등 종래의 개항장 및 개시장으로 제한하였다. 표 2를 보면 이것이 칙령 제1조에 해당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규칙 제2조에서는 칙령 제2조 및 제4조와 마찬가지로 청국인에 대한 등
록제 실시를 규정했으며, 규칙 제4조에서는 칙령 제9조와 마찬가지로 청국인의 새로운 입국을 
기본적으로 제한하였다. 또 규칙 제6조에서는 거주지 제한이나 등록 의무를 위반한 청국인 처벌
49)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2년 7월 15일 總署收北洋大臣王文韶文.
50) 舊韓國外交文書 (日案3) 3337. 淸人u理問題로 館員齊藤派遣의 件/ 3338. 上件日時邊境要請.
51)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5권(統署日記 3)  高宗31년 甲午11月, 460면.
52) 舊韓國外交文書 (日案3) 3400. 仁川監理의 淸人團束과 淸人保護規則의 公布施行促求
53) 舊韓國外交文書 (日案3) 3401. 上件准飭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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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 商規則(1894.12.17) 勅令 제137호(1894.08.04)
前文 朝 兩國現在廢絶和約, 所有和
約作爲廢棄, 惟 民在朕之土地, 得安
居樂業者, 洵出朝鮮政府惠政之賜也.
朕現爲朕之國內 民 得住居樂業, 俯
准章程着頒布開辦. 所有保護 民在朝
鮮國內居住營生章程, 開列于左. 

해당 조항 없음

第一條 國人民, 限漢城城內 仁川, 
란山, 元山三港, 准可居住, 安分營生. 

거주지의
제한

第一條 國臣民ハ本令ノ規定スル所ニ
ヒ帝國內從來居住ヲ許サレタル場所ニ

於テ身體財産ノ保護ヲ受ケ向後モ引續キ
居住シ且其ノ地ニ於テ平和適法ノ職業ニ
從事スルコトヲ得但帝國裁判所ノu轄ニ
服從スヘシ

第二條 民居住前項區 內, 須先將
該民姓名, 居住地名, 營何生業等項,
稟報朝鮮各該地方官, 請領准可爲要.

民듭居更業者, 須更請准可, 如其듭
등록제의
실시

第二條 前條ニ依リ帝國內ニ居住スル所
ノ 國臣民ハ本令發布ノ日ヨリ二十日以
內ニ其ノ居住地ノ府縣知事ニ申出テ住所
職業氏名ノ登錄ヲ請フヘシ

표 3  ‘保護清商規則’과 ‘勅令 제137호’의 비교표

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칙령 제5조에 해당한다. 규칙 제8조에서는 청국인에 대한 재판
권이 조선정부에 있음을 명기했는데, 이는 칙령 제1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54)54)

한편 조선과 일본의 상황 차이에 따른 내용의 차이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기본적으
로 戰場이었기 때문에, 규칙 제3조와 제7조에서는 무기 등의 유입을 제한하고 군법이 규칙보다 
우위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다만 제7조의 내용은 칙령 제8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조항
은 정부관리들이 작성한 칙령의 초안이 “국제법상의 진보된 원칙을 따르기에 열심한 나머지 도
리어 兵戰上의 행동에 필요로 하는 행위의 자유를 속박할 우려가 있”어 첨가된 것으로,55)55)애초부
터 일본이 아닌 조선 등지에서의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칙령에는 
없으나 규칙에는 있는 조항으로서 제5조를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서술하였듯이 청국상인들이 내
지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또 청국패잔병들이 지방에 잠입해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54) 기존에는 1882년에 체결된 ‘朝淸商民水발貿易章程’ 제2조에 따라 청국인이 피고가 될 경우 청국관원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조선인이 피고가 될 경우라 해도 청국관원과 회합하여 심판케 하였다( 舊韓
末條約彙纂  下卷, 295면).

55) 有賀長雄, 앞의 논문, 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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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 必要請領居住地方官保結, 限三日
內, 稟報新到地方官, 稟請錄下. 

第四條 第二條登錄濟ノ 國臣民ハ其ノ
居住地ヲ移듭スルコトヲ得但此居住地ヘ
到著後三日間ニ其ノ地府縣知事ニ申出テ
更ニ第二條ノ登錄ヲ受クヘシ

第三條 民營生于朝鮮國者及運貨進入
朝鮮國者, 全要安穩無害, 戰仗要需及其
他有害于目下朝鮮治平者, 擧不得運入發

. 爲嚴辦此項章程, 相應督飭警務, 海
關各廳, 擧實施之效. 

유해물 반
입의 금지 해당 조항 없음

第四條 民現已居住朝鮮國, 願沾前
項德澤者, 本章程施行限三十日, 准第
二條所定辦法遵辦, 日後到境之 民,
除業經在朝鮮國內開有鋪面, 或有他項
産業復歸營生, 竝且能出現, 已在朝鮮
國, 有産業之結實鋪東鋪保者, 准聽再
營其生外, 槪不准沾得此項章程所定德
澤. 國人民業經允可入境者, 上岸後
限二日四十八時鍾內, 必須稟報該口地
方官錄下. 

입국제한
第九條 本令發布ノ後ニ於テ 國臣民ノ
帝國版圖內ニ入ルコト許スハ府縣知事ヲ
經テ內務大臣ノ特許ヲ得タル者ニ限ル

第五條 民來往京城, 仁川間, 無論
水旱兩路, 准聽其便, 惟不准進入內地.
若有産業貨物, 從前存留內地, 自朝鮮
政府酌量發給護照, 將該産業貨物等類,
准其收回. 

경계 외에
서의 행동
제한 해당 조항 없음

第六條 在境 民敢違前項各條未經遵
때者, 朝鮮政府, 自有拘致投獄, 照律
處分或逐出境外之權. 

규칙위반자 
처벌

第五條 府縣知事ハ本令規定ノ登錄ヲ請
ハサル 國臣民ヲ帝國版圖外ニ떤去セシ
ムルコトヲ得

第七條 前項各節無有妨 , 軍衙所定約
束 民之各章程. 按照該章程, 軍務各官
弁, 如有認定 民, 滋生事端而害朝鮮國
平安, 或有所爲可疑者, 隨時拘拿送交朝
鮮政府, 査問明白, 或處罰或逐出境外, 
罪狀如何是定. 

치안범죄자 
처벌

第六條 國臣民ニシテ帝國ノ利益ヲ害
スル所爲アル者, 犯罪ノ所爲アル者, 秩
序ヲ紊亂スル者又ハ以上ノ嫌疑アル者ハ
各法令ニ依テ處分スル外府縣知事ハ仍之
ヲ帝國版圖外に떤去セシムルコトヲ得

第七條 前項各節無有妨 , 軍衙所定約
束 民之各章程. 按照該章程, 軍務各官
弁, 如有認定 民, 滋生事端而害朝鮮國

군법의 우위
第八條 本令ハ交戰上ノ目的ノ爲ニ帝國
軍衙ヨリ在留 國臣民ニ對シ發スル命令, 
處分ニ關係スルコトナ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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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安, 或有所爲可疑者, 隨時拘拿送交朝
鮮政府, 査問明白, 或處罰或逐出境外, 
罪狀如何是定. 

第八條 凡在境內 民. 全歸朝鮮政府
統轄, 所有 民犯罪, 應聽朝鮮政府裁斷
處分. 民相告或朝民 民互相控
告, 朝鮮政府, 亦有聽訟執平之權. 

청국인에 대
한 재판권

第一條　 國臣民ハ本令ノ規定スル所ニ
ヒ帝國內從來居住ヲ許サレタル場所ニ

於テ身體財産ノ保護ヲ受ケ向後モ引續キ
居住シ且其ノ地ニ於テ平和適法ノ職業ニ
從事スルコトヲ得但帝國裁判所ノu轄ニ
服從スヘシ

第九條 此項章程, 自頒布之日, 遵照開
때. 시행일 第十條　本令ハ發布ノ日ヨリ施行ス

그런데 보호청상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선정부는 생각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한청인의 보호를 담당한 영국총영사가 ‘보호’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청국
인에 대한 재판에도 간여했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과 청국이 모두 미국
에 자국민의 보호를 의뢰했을 때, 미국정부는 ‘보호’의 범위가 재판권에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주한영국총영사는 조선정부가 보호청상규칙의 초안을 보내오자 청국인에 관계된 
소송사건들에 대해서는 영국총영사나 영사가 ‘觀審’을 행할 것이라고 회답하였다.56)56)조선정부는 
청국인들이 예전과 같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의 각별한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한
편, 영국총영사에게는 청국인에 대한 보호책임만 있을 뿐 범죄를 다스릴 권한은 없다고 반박하
였다.57)57)그러나 영국총영사는 ‘朝英修好通商條約’ 제3관 제8조58)에58)따라 재판에 참석해 ‘聽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고,59)59)조선정부 또한 영국총영사를 청국관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문의 ‘會審’ 내용을 혼용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조선정부가 청국
인 관련 소송에 대해 결코 가혹하게 처리할 리가 없다고 설득하는 동시에, 조선의 ‘自主之權’을 
영국총영사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60)60)

56)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5권(統署日記 3) 고종31년 11월 초5일 英館來覆.
57)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5권(統署日記 3) 고종31년 11월 16일 照覆英館.
58) 朝英修好通商條約 제3관 제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朝鮮國 및 在朝鮮英國裁判所에서 民事나 或은 

刑事를 莫論하고 裁判을 하는 모든 境遇에 被訴者 或은 起訴者國의 正히 公認된 官吏가 이를 聽審 出廷
함을 許容할 것이며 該官의 職位에 該當한 禮儀로 待遇하여야 한다. 該官이 必要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든지 證人을 對面 審問 및 反對 審問하며 또한 該訴訟手續 및 判決에 抗議함을 許容한다”는 것으로
( 舊韓末條約彙纂  中卷, 315면), 이는 곧 ‘회심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영국영사는 
‘회심권’에 근거하여 청국인에 대한 재판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의 운영 실태에 
관해서는 여러 실례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59)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5권(統署日記 3) 고종31년 11월 24일 英館來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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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전쟁의 종결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재한청인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전시에 한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唐紹儀는 무조약국국민의 지위에 있는 재한청인을 위해 청국정
부가 영국정부에게 공식적으로 그 보호를 의뢰해 줄 것을 청하였다.61)61)이에 총서는 1895년 7월 
5일 주청영국공사 오코너에게 전쟁 발발 이래 재한청인의 보호에 힘써 준 주한영국총영사의 노
고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한청인의 보호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62)62)오코너는 
이 뜻을 주한영국총영사 힐리어에게 전달했으며, 또한 총서에 대해서는 청국이 주한관원을 파견
하기 전까지 전례에 따라 재한청인들에 대한 보호를 행할 것이라고 답하였다.63)63)그리고 주한영
국총영사 힐리어는 앞으로도 재한청인의 보호를 담당할 것이라고 동년 9월 16일 조선 외부에 통
지하였다.

그런데 외부대신 김윤식은 이에 대한 회답에서 의외의 제안을 하게 된다. 곧 9월 19일자 조
회에서 그는 힐리어 총영사의 뜻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는 한편, 현재 청국에 조선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을 관할할 조선관원도 없는 상황이므로, 주청영국공사가 그들의 보호를 맡아 달라고 
청한 것이다.64)64)이에 힐리어는 다시 주청영국공사에게 이 제안을 전달했으며, 이후 재청한인의 
보호를 주청영국공사가 잠시 담당키로 했음을 조선 외부에 통지했다.65)65)김윤식이 이 제안을 내
놓을 당시 청일전쟁 때 미국이 청일 양국으로부터 자국민보호의 의뢰를 받아 모두 수용한 사실
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로써 영국은 청일전쟁 종결 이후 재한청인과 재청한인
의 보호를 모두 담당하는 셈이 되었다.

그런데 이 제안과정에서 외부는 재한청인에 대한 영국총영사의 회심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
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정부 내에서는 이후 실제로 그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졌다. 곧 동년 9월 
4일자로 외부대신 김윤식이 내부대신 박정양에게 보낸 조회에서만 하더라도, 청국인 범죄에 대
해 보호청상규칙 제8조, 즉 청국인에 대한 재판권이 조선정부에 있음을 명시한 바에 따라 처리
하도록 지시했었다.66)66)그런데 재청한인에 대한 김윤식의 제안이 있은 후 며칠 뒤인 9월 27일, 
한성재판소가 외부에 대해 영국영사가 청국인 보호의 근거를 외부에 보낸 조회에서 이미 밝혔고 
또 조약까지 확정했다고 하니 영국영사가 외부에 보냈다는 그 조회와 답신을 모두 초록해 보내
60)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5권(統署日記 3) 고종31년 11월 26일 照英館.
61)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1년 윤5월 초8일 總署收北洋大臣李鴻章文.
62)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1년 윤5월 13일 總署發英國公使歐格訥照會.
63)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1년 윤5월 16일 總署收英國公使歐格訥照會.
64) 舊韓國外交文書 (英案1) 고종32년 8월 1일 1124. 在朝鮮中國人保護의 致謝와 在中國朝鮮人의 保護依

늘事.
65) 舊韓國外交文書 (英案1) 고종32년 9월 13일 1136. 在中國朝鮮商人暫時保護의 同意. 영국총영사는 11

월 1일(음 9월 15일)자 조회를 통해 주청영국공사가 본국정부에 재청선인의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허락
을 요청하겠다고 전달해 왔음을 또한 조선 외부에 통지했다(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6권(外衙門日
記 1) 고종32년 9월 15일 英館覆照).

66) 內部來去文 (奎17794 6책) 1895년 7월 16일 外部大臣金允植發 內部大臣朴定陽受 조복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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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하자,67)67)외부는 앞서의 조회내용을 적어 보내면서 조약을 따로 정한 것은 없으며 다만 
청상에 대한 회심은 朝英條約 제3관과 朝日修好條約에 의거하여 처리할 따름이라고 답하였다.68)68) 
그리고 各府(漢城, 仁川, 東萊, 德源)에 훈령을 내려 만약 청상을 재판할 일이 있으면 영국영사
와 더불어 회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보호청상규칙 제8조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었다.69)69)

그러나 한성재판소는 다시 법부에 질품서를 올려 조선인에 대한 소송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를 막론하고 모두 조선의 재판소에 그 소장을 제출해야 할 터인데, 소송자인 청국인이 한성재판
소에 직접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영국영사의 조회를 통해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소송규칙에 어
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70)70)이에 법부에서는 아예 청국인의 소송절차에 관한 ‘約規三條’를 마련
하여 외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약규삼조’에서는 청국인=소송자·조선인=피소자일 경우 조선의 
소송규칙에 따라 조선의 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고, 조선인=소송자·청국인=피소자일 경우
에는 조선의 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하되 청국인을 잡아들인 후 영국영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든 청국인에 대해 신문할 경우에는 영국영사에게 통지하여 회심할 시기를 정
하도록 하였다.71)71)

외부는 법부에서 ‘약규삼조’를 보내 온 사실을 영국공관에 전하면서 그 내용이 일전에 함께 
논의한 바와 다를 게 없으므로 청국인에 관한 소송은 이 원칙에 따라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72)72) 
영국공관 측도 위 내용을 모두 수용했으나 다만 제2조 말미에 “由英國總領事派本巡捕會同招引”는 
말을 첨가해 달라고 요청했다.73)73)이렇게 해서 영국공관과 조선정부 간의 청국인 ‘보호’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영국영사의 회심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청국인에 관한 소송절차를 새로 정함
으로써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67)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6권(外衙門日記 1) 고종32년 8월 초9일 漢城裁判所主事來照.
68)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6권(外衙門日記 1) 고종32년 8월 초10일 照覆漢城裁判所主事.
69)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6권(外衙門日記 1) 고종32년 8월 13일 訓令各府.
70) 法部來去文 (奎17795 1책) 1895년 10월 10일 法部大臣署理張博發 外部大臣金允植受 조회 제549호.
71) 法部來去文 (奎17795 1책) 1895년 10월 10일 法部大臣署理張博發 外部大臣金允植受 조회 제549호. 다

음은 약규삼조의 전문이다. 
約奎三條

   一. 朝鮮國에 現在  淸國商民이 朝鮮國民人에게 對 야 訴狀이나 告訴를  事가 有 면 民刑事를 
論치말고 朝鮮國裁判所에 訴를 呈出하되 그 訴狀과 告訴狀은 朝鮮國訴訟規則에 依 .

   一. 朝鮮國民人이 現住  淸國民人에게 對 야 訴狀이나 告訴를  事가 有 면 朝鮮裁判所에 訴를 
呈出 고 裁判所에셔  곳 招帖을 發 야 拿引  後에 英領事에게 知照 이 可 .

   一. 何事件을 勿論 고 淸國民人을 訊問  事가 有 면 英領事에게 照知 야 會審  期를 定 이 
可함.

72)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6권(外衙門日記 1) 고종32년 10월 11일 函送英館.
73)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제6권(外衙門日記 1) 고종32년 10월 13일 函送英館에는 ‘招引’이 ‘起引’으로 

되어 있으나, 法部來去文  1895년 11월 9일 外部大臣金允植發 法部大臣署理張博受 照覆 제10호에는 
‘招引’으로 되어 있다. 의미상 ‘招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후자의 것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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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唐紹儀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국인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조선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재한청인을 강력히 단속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는 청국의 이권상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과의 대등관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은 청의 위신문
제까지 고려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시모노세키조약에서 비록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재한청인들이 조선의 법률에 따라 단속을 받게 된다면 기왕에 종주국이던 청국으로서
는 수모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唐紹儀는 재한청인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華商條規’
라는 자체규율까지 마련하여 자국민을 단속하고자 했다.74)74)

다른 한편 주한일본공사관 측은 후에 위의 논쟁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본국정부에 보고하였다. 

지난 27년(1894년) 日淸戰爭의 개시와 동시에 在韓淸國 관리들이 철수한 까닭에 남아있던 인민
들이 영국영사관의 보호를 받게 되었음을 別紙 乙號의 번역문 사본과 같이 조선정부가 통보해 옴에 
따라 그 당시 當公使館은 위의 취지를 在韓各帝國領事에게 알렸습니다. 그 후 실제로 문제가 발생
하여 위 영국영사의 보호권역을 정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各領事로부터 문의해 오는 일도 있었습니
다. 그런데 當館으로부터 위 보호의 권역은 순전히 交戰中의 보호에 그치며, 法權에 이르러서는 본
래부터 영국영사관이 관장할 바가 아니므로, 在韓淸國人은 모두 조선정부의 법권에 속한다는 뜻으
로 회답하였으며, 동시에 조선정부에 권고하여 ‘保護淸商規則’이란 것을 제정 발포하여 스스로 청국
인에 대해 법권을 행사할 의사와 수속을 표명 규정케 하였습니다.75)75)

1897년 1월 21일 가토 공사가 오오쿠마 외무대신 앞으로 보낸 위 보고서는 보호청상규칙 제
정에 일본공사관이 적극 개입하였고, 그 배경에는 청국인의 재판권 문제도 얽혀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재한청인의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일본공사관 측은 애당초 그 보호가 戰時에 한하
는 것이며, 법권은 조선정부에 귀속된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곧 무조약국국민의 보호를 담당한 보호자가 그 법권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재류국정부의 승
인을 필요로 하는데, 조선정부가 이미 보호청상규칙을 반포하여 재한청인에 대한 법권행사를 선
74) 淸季中日韓關係史料  광서22년 7월 15일 總署收北洋大臣王文韶文. 다음은 華商條規의 전문이다.
   一. 凡華商來韓經營, 殊屬不易, 無論大小生意, 均宜以顧本爲先, 而獲利次之, 帳一層, 原多滯 , 近有

因 欠而每致滋訟者, 甚不可鮮, 況人情狡詐, 騙局飜新, 一遭逃遁, 無從追問, 是欲圖重利, 而反迭鉅
本, 悔將何及, 願난商等, 謹愼生涯, 勿得再行 帳, 經査出, 不惟控告不理, 猶須按貨價經三 公
議, 酌罰一半, 提 該 會館經費之用.

一. 嗣後遇有華商由內地來仁川者, 須先由該u之 報名具保, 按請執照, 如無保人, 卽行提押解回內地.
   一. 其有請領護照往外道採辦土貨者, 須由一二大商號具保請領, 否則不准發給, 限以六箇月, 仍將舊照呈

, 違者議罰, 根究保人.
一. 凡在韓無論何等華人, 均須一律請照, 以便稽核, 如尙有未經請領執照者, 須報名補領, 避匿不領, 
一. 經査出, 或由他人告發, 卽以違例論, 從嚴 辦, 押解內渡, 毋許復來.

7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1권 명치30년 1월 21일 加藤臨時代理發 大 外務大臣宛 機密제5호 在韓淸國人
保護問題ニ付上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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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한 이상에는, 같은 절차를 통한 방기나 양여의 선언이 없는 한 그 권리가 조선정부에 속한다
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보고서는 보호청상규칙의 반포 이후에도 조선정부가 자국의 법권을 존중할 줄 몰
라 영국영사가 한청 간의 교섭사건은 물론 다른 외국인과의 사건에 대해서까지 법권을 행사하기
에 이르렀다고 서술하였다. 위 보고서는 결국 조선이 법권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고, 조선의 법
권신장을 통해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으며, 또 영국이 현재 조선세관의 전권을 장악하
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영국의 재한청인에 대한 법권을 부정하며 대치하는 것은 정략상 
이롭지 못하므로, 이론보다는 실제를 감안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가토 공사가 위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논란의 장소가 된 인천에 대해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말한 사실과 같이, 조선에서는 ‘문명’의 논리가 통하지 않았으며 그
러한 조선은 열강의 세력 다툼의 장에 다름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청국인에 대한 재판권
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했으며, 1899년 9월 청과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상호 간에 영사재판권을 
인정함으로써 영국영사의 ‘보호’권한도 따라서 청국영사에게 귀속되었다.

청일전쟁 발발 이후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고 한청조약을 통해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명국’의 대열에 서고자 한 조선의 국가행위는 기본적으로 청과의 差
異化, 혹은 청에 대한 差別化를 지향하는 것이었다.76)76)그러나 조선은 결국 ‘문명화’를 내세운 일
본에 의해 그 식민지가 되었으며, 그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 볼 대만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
듯이, 실제로는 새로운 경계의 설정을 통해 ‘문명’의 법역 외부에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5. 대만의 ‘淸國人臺灣上발條例’ 공포와 ‘대만인’의 경계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조약 체결과 함께 청일전쟁은 종결되었고, 그 결과 대만은 일본

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이는 청과 새로운 경계를 획정함으로써 대만에서도 일본의 지배가 실현
됨을 의미했는데, 적어도 영유 초기에 그것은 아리가가 강조한 ‘문명’의 논리와는 별다른 것이었
다. 일본군과 저항세력 간의 비공식 전쟁77)이77)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저항세력을 
76) 이 시기 조선의 ‘자주독립’ 개념과 한청관계의 재정립 과정과 관련해서는 졸고, 2008 1890년대 후반 한

국 언론의 ‘자주독립’과 韓淸關係의 재정립  한국사론  54 참고.
77) 藤村道生는 청일전쟁을 세 개의 차원, 즉 첫째 청일 간의 전쟁, 둘째 열강과 일본 간의 전쟁, 셋째 일본

과 민중 간의 전쟁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비공식 전쟁이란 곧 藤村가 말한 일본과 민중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藤村는 이를 “전쟁 아닌 전쟁( ならざる )”이라고 지칭하였다(藤村道生,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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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켜 “적국의 將帥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叛賊”이라 규정하고, 또 전시국제법상의 포로가 아니
라 일본인 반란자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78)

78)‘문명’은 대만의 경계 밖에 있는 것이었다. 
고다마 겐지로 총독은 1898년 11월 7일에 ‘匪徒刑罰令’을 공포하면서 비도들의 전멸을 기하기 위
해서는 준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연 그 안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
려는 다수의 결집 행위에 대해 주모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관리나 군대에 저항하고, 
주요 시설을 방화하거나 파괴하는 등의 범법 및 미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모두 사형에 처하도
록 했으며, 또 비도에 협력하거나 그들을 은닉한 경우에도 사형 또는 유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79)79)

한편 일본의 대만 영유는 대만의 헌법상의 위치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야기했는데, 결국 “대
만은 제국의 주권 하에 있으나 제국의 일부를 이루지는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제국
헌법이나 법령이 곧바로 대만에서 시행될 수는 없음을 의미했다.80)80)대만총독의 위임입법 권한을 
인정한 이른바 ‘6.3법’의 실시를 통해 대만은 제국 내 이법역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로써 대만과 
식민지 본국 사이에는 또 하나의 경계선이 놓이게 되었다. 대만총독부는 이 경계를 배경으로 연
좌책임 등을 규정한 ‘臺灣浮浪者取締規則’이나 ‘保甲條例’ 등을 발포하면서도, 이것이 일본의 이식
물이 아니라 대만의 “舊慣을 參酌”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었으며,81)81)‘罰金及笞刑處分例’의 경우
에는 대만 내외로부터 ‘야만’적 형벌의 도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82)82)

본장에서는 대만의 내적 경계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볼 때 외국인잡거지 
설정과 연관되고, 인적으로 볼 때 ‘대만인’의 국적부여와 관련되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대만 내 청국인을 대만인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의 대만 영유 
초기에 공포된 ‘淸國人臺灣上발條例’는 청국인과 대만인 사이의 경계를 지키기 위한 최초이자 마
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하에서는 臺灣總督府臺北高等商業學校 南支南洋經濟硏究會가 
1937년에 발행한 臺灣と支那人勞 者(右に關する一つの調査報告書) 와 臺灣總督府 警務局이 
1938년에 발행한 領有以後の治安狀況(上卷)  등의 2차 문헌과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대
만관련 1차 사료를 중심으로 ‘淸國人臺灣上발條例’(이하 상륙조례)의 제정경위 및 내용, 그리고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할 것이다.

의 책, ⅳ-ⅴ면).
78) 福 諭吉全集 (岩波書店, 1969-71년) 제15권, 270·360·473면. 小熊英二, 1998 第5章 督府王 の

誕生  日本人の境界 , 新曜社, 130면 참고.
79) 台 匪徒刑罰ヲ定ム (アジア 史資料センタ  Ref.A01200876000, 국립공문서관 소장 公文類纂 제22편 

明治31년 제30권)
80) 秘書類纂刊行會, 1936 臺灣資料  제18권, 71~74면.
81) 小熊英二, 앞의 책, 133면.
82) 文竣暎, 2001 帝國日本의 植民地 刑事司法制度의 形成: 1895-1912년 臺灣과 朝鮮의 法院組織과 刑事法

規를 중심으로  法史學硏究  제23호, 114~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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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조례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1895년 6월 29일 淡水에 있던 일등서기관 시마무라 히사시
가 총독부에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였다. 시마무라 서기관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
고했다. 곧 항구를 통해 퇴거해 간 청국패잔병 및 무뢰한의 수가 이미 수만에 이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지방으로부터 입항하는 지나인이 잇따르고 있고 그 수도 적지 않은 까닭
에, 만약 이를 제어할 방법을 세우지 않는다면 한쪽에서 전력을 다해 무뢰한의 퇴거를 꾀한다 
하더라도 그 공로와 비용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 실제로는 이득이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청국지방청의 여권발급이나 일본정부의 상륙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대만총독부는 위 의견서를 첨부하여 동년 7월 3일 대만사무국 
총재인 이토 히로부미 수상에게 상륙조례 제정의 뜻을 상신하였다. 이토 수상은 동월 7일자 회
답에서 목하의 필요에 적합한 조례의 제정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대만총독부는 동년 11월 1
일 日令 제22호로 상륙조례를 공포하고, 다음 해 1월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다.83)83)다음은 상륙조
례의 전문이다.

제1조: 臺灣에서 淸國人이 상륙할 수 있는 땅은 다음의 4개소로 정한다. 
基隆港  淡水港  安平港  打狗港
제2조: 淸國人으로서 상업 그 외 사적인 용무로 臺灣에 상륙하길 바라는 자는 그 鄕貫, 姓名, 직
업, 연령 및 도항 목적이 기재된 淸國 해당 관청의 여권 혹은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제3조: 청국관리 또는 청국정부의 공적인 용무를 띠고 대만에 상륙하고자 하는 淸國人은 청국정
부의 파견 통고를 통해 상륙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청국관청의 여권 혹은 증명서를 휴대한 자는 상륙지에 있는 지방관청의 검사를 거쳐 상
륙 허가증을 받는다.
제5조: 臺灣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분간 淸國人 노동자 및 일정의 직업이 없는 자의 상
륙을 금한다.
제6조: 종래 臺灣에 거주하던 자로서 臺灣과 淸國 사이를 왕래하는 자는 臺灣總督의 지방관청 
또는 在淸國日本領事館의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청국관청의 여권 혹은 증명서 없이 상륙 
및 거주할 수 있다.
제7조: 제3조 및 제6조에 기재된 자는 물론, 淸國人으로서 臺灣에 상륙허가를 얻은 자는 제1조에 
정해진 4개소에 한하여 거주할 수 있다. 만약 그 구역을 넘어 臺灣 內地로 여행하고자 할 때에
는 臺灣總督府 지방관청에 내지여행권의 下付를 청해야 한다.
제8조: 본 조례는 明治2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84)84)

83) 臺灣總督府警務局, 1938 領臺以後の治安狀況(上卷) , 673-674면. 본래 領臺以後の治安狀況(上卷) 에
는 ‘淸國人臺灣上발條例’의 공포 날짜가 9월 6일로 되어 있으나, 국립공문서관 소장 臺灣在留淸國人取
扱方 (公文類纂 제21편 明治30년 제16권)에는 11월 1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1차 사료인 臺灣在
留淸國人取扱方 의 날짜를 따르기로 한다.

84) 臺灣在留淸國人取扱方 (アジア 史資料センタ  Ref.A01200861400, 국립공문서관 소장 公文類纂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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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륙조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면, 제1조에서는 基隆·淡水·安平·打狗 등 기왕의 4
개 항구로 청국인의 상륙지를 제한했으며,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청국인의 상륙절차와 관련하여 
청국관청의 여권이나 증명서의 소지를 의무화하고, 또 대만에서도 지방관청의 검사를 거쳐 상륙
허가증을 부여받도록 규정하였다. 제3조와 제6조에서는 위 절차가 생략 가능한 대상으로서 청국
정부로부터 파견이 통고된 청국관리와 함께 종래 대만에서 거주했고 또 일본 측 증명서를 소지
한 경우를 들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상륙을 허가받은 청국인들이 위의 4개 개항장에서 거주
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내지여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만 지방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
정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상륙조례는 기본적으로 청국인에 대한 지역적 격리 및 입국제한 등을 
통해 청국인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칙령 제137호’나 조선의 ‘보호청상
규칙’ 등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와 같이 전시와 다름없는 규칙
이 다시 제정된 것은 대만 내의 비공식 전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나 조선의 예에서는 볼 수 없던 제5조, 즉 ‘청국인 노동자 및 일정의 직업이 
없는 자’의 상륙 자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상륙조례에서는 왜 ‘청국인’이 아닌 ‘청국인 노동자 및 일정의 직업이 없는 자’를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설정해야 했던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은 19세기 후반 이래 구미 열강에 의
해 구축되어 온 대만 내 특수한 ‘권익’에 대해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85)85)이 ‘권익’은 주로 아
편·장뇌·석탄의 생산과 관련되는데, 특히 영국인 존 도드의 우롱차 재배 성공 이후로는 臺北 
지역을 중심으로 한 茶業이 대만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86)86)대만에 이
와 같은 ‘권익’이 존재하는 한 그것의 재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수요도 계속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수요를 대부분 충족시켰던 것이 바로 청국인 노동자들이었다. 1896년 3월에 발행된 臺灣産
業調査錄 (臺灣總督府 民政局編)에 따르면, 당시 茶業에 종사 중인 사람들 중 製茶勞動者가 총 
2,000명 이상, 茶箱製造·鉛葉作 및 施彩者가 1,000명, 茶 鑑定者가 200명 내외, 揀茶婦女가 
10,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중 제차노동자와 차 감정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 모두 청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졌다고 한다.87)87)이들 청국인 노동자는 매년 봄 혈혈단신으로 대만에 건너왔다가 
가을이면 다시 돌아가는 계절형 생활을 반복했다. 당시 대만인 쿨리들을 가리켜 “비가 오나 바
람이 부나 옷만 입은 채로 장소 가리지 않고 뒤구르고, 뜨거운 하늘 아래 맨발로 뛰어 다니며, 

편 明治30년 제16권).
85) 열강들이 대만에 구축한 ‘권익’과 그를 둘러싼 외교문제와 관련해서는 藤波潔, 2004 日本における領台

直後期の台   外交  を引ぐる問題: その制度的 組みと 外交  問題に する基礎的整理  沖 際
大 社 文化 究  제7권 제1호 참고.

86) 대만의 개항과정 및 이후 사회변화와 관련해서는 문명기, 2009 19세기 후반(1860-1895) 대만 개항체제
의 성립과 대만사회의 변화  인천학연구  10 참고.

87) 松尾弘, 1937 臺灣と支那人勞 者 , 南支南洋經濟硏究會,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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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이랑의 썩은 물을 마셔가며 돈을 벌어들이는 상태”에 있다고 했는데,88)88)청국인 노동자들의 삶 
또한 그와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통치당국은 위와 같은 청국인 노동자들의 존재를 대만 내 저항세력과 연결될 수 있는 경
계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청국인으로서 신분이 불명확한 자 수백이 茶業이나 勞動을 구실로 대만
에 건너와서는 홀연히 행적을 감추고 匪軍에 잠입한다”89)는89)소문은 그러한 인식을 부채질하는 동
시에 뒷받침해 주었을 것이다. 일찍이 대만총독이 상륙조례의 공포에 반발하는 영국영사에 대해 
“茶業이 本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전란 후인 상
황에서 청국인의 출입이 빈번하다면 良民도 안도하여 취업할 수 없고, 匪徒가 도항해 와서 細民
을 선동하지 말란 법도 없다”90)면서90)재차 질서 유지를 강조한 바 있는데, 이 점만 보더라도 대만 
영유 초기에는 ‘권익’보다는 ‘치안’이 더 우선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륙조례 
제5조의 첫 구절이 “대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는 만큼, 이 조항의 제정배경
을 설명할 때에는 먼저 이러한 통치당국의 치안문제에 대한 인식을 들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대만인들 중 漢族의 비율이 매우 컸다는 점, 또 그로 인해 청
국인과 대만인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모노세키조약 제5조에서는 “일
본국에 할여된 지방의 주민”, 곧 ‘대만주민’이 대만을 떠나 살고자 할 때에는 소유 부동산을 매각
하여 퇴각할 수 있도록 조약의 비준교환일로부터 2년 동안을 유예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기
한이 다할 때까지 대만을 떠나지 않은 주민은 일본의 사정에 따라 일본신민으로 간주한다고 명
시하였다. 이는 ‘대만주민’을 유예기간의 종료와 함께 일본국적의 ‘대만인’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이
기도 했으나, 바꾸어 말하면 적어도 유예기간 종료까지는 ‘대만주민’이 청국인인 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대만주민’이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제도도 마련
되지 않았기 때문에,91)91)개항장과 내지를 불문하고 대만에 잠입해 온 청국인과의 잡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국적을 통한 청국인과 대만인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대
만총독부는 ‘직업’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을 추가하여 ‘청국인 노동자 및 일정의 직업이 없는 자’
의 상륙을 금지한다는 상륙조례 제5조의 완성을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륙조례 공포 이후에도 대만 내 청국인과의 잡거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노

88) 앞의 책, 18면.
89) 臺灣總督府警務局, 앞의 책, 677면.
90) 앞의 책, 676면.
91) 일본 본토에서조차 국적법이 시행된 것은 1899년 4월 1일의 일이며, 호적법 또한 민법과 함께 1898년 

7월 16일에야 시행되었다. 국적법은 1899년 칙령 제289호 國籍法ヲ臺灣に施行スルノ件 을 통해 대만
에서도 곧 적용되었으나, 호적제도의 경우 1932년의 율령 제2호 및 1933년의 총독부령 제8호에 의거하
여 1933년 3월 1일부터 비로소 시행하게 되었다. 대만에서의 국적법 및 호적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遠
藤正敬, 2001 植民地支配のなかの 籍と 籍: 日本臣民 と 外地人  という二つの極印  早 田政治
公法 究  제68호 참고. 



 淸日戰爭 발발 이후 동아시아 各地에서의 淸國人 규제규칙의 제정과 시행·253

기 마레스케 총독은 상륙조례에 따라 대만 내 청국인들에 대해 거주지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지여행 및 거주에 관해 하등의 단속법을 세우기 어려워 실상 청국인들은 거의 본도주민과 다
름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92)92)청국인의 불법  밀입국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1896년 6월 한 달 
동안 상륙조례 위반자 수가 厦門에서 온 자만 870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93)93)한편 대만총독은 
1896년 8월 27일에 ‘臺灣住民에 관한 國民分限令’을 내각에 상신하여 그 재가를 구하였는데, 여
기에는 ‘대만주민’을 “明治28년 5월 8일 이전에 대만총독부 관할구역 내 本籍을 소유한 자”로 한
정하고, “土匪의 혐의가 있는 자나 治安에 방해되는 자” 등은 ‘대만주민’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94)94)‘대만주민’의 범주에서 제외된 이들은 청국국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
기 때문에, 위 내용은 곧 일정의 주소지가 없거나 치안유지에 해가 되는 인물은 청국인으로 간
주하겠다는 말과 같았다.

이와 같이 청국인의 불법입국과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국인과의 잡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치안상의 위험인물을 청국인으로 간주하겠다는 통치방침의 성립은 상륙조례 제5
조의 포괄적 적용의 길을 열어 주는 셈이었다. 치안당국은 “치안상 단속의 필요”가 인정되면 상
륙조례 제5조에 따라 치안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95)95)그렇다면 상륙조례 제5조의 ‘청국인 노
동자 및 일정의 직업이 없는 자’라는 규정 중 실제 단속상에 의미가 있는 것은 ‘청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청국인 ‘노동자’, 그리고 일정의 직업이 없는 자인 것이다. 실제로 1899년에는 府令 제75
호로 노동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勞 者取締規則’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대만인이라 해도 노동자
의 경우 그들을 단속하는 점에 있어서는 청국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96)96)

상륙조례의 공포 이후 청국인의 지위변화와 관계된 몇 번의 중요한 계기가 찾아오는데, 그 중 
첫 번째가 1896년 7월 21일 ‘日淸通商航海條約’의 체결(동년 10월 20일 비준)이다. 동년 12월 대
만총독부 민정국장은 통상항해조약 체결 이후 청국인의 대우 문제와 관련하여 본국의 척식무차
관에게 문의했다. 이에 대해 척식무차관은 해당 조약 중 일본 내 청국신민에 관해서는 하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거주와 관련하여 당장은 종전과 같이 처리하더라도 앞으로 규정의 변경
은 필요할 것이라고 회답하였다.97)97)이 때 일본 본토에서는 전시에 한정되어야 할 칙령 제137호
가 같은 이유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계기는 1897년 5월 8일 ‘대만주민’의 거취결정 유예기간의 종료이다. 앞서 언급한 대

92) 臺灣在留淸國人取扱方 (アジア 史資料センタ  Ref.A01200861400, 국립공문서관 소장 公文類纂 제21
편 明治30년 제16권).

93) 臺灣總督府警務局, 앞의 책, 677면.
94) 앞의 책, 650~652면.
95) 앞의 책, 677면.
96) 앞의 책, 685면.
97) 앞의 책, 6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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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총독의 ‘臺灣住民에 관한 國民分限令’ 재가 요청에 대해, 이듬해 2월에서야 도착한 정부 답신
에서는 시모노세키조약 제5조의 의의가 명료한 만큼, 이에 관해서는 법률의 효력을 지닌 명령이 
아니라 처분수속에 대한 규정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만총독부는 1897년 3월 19일 
‘臺灣住民分限取扱手續’을 발하여 ‘대만주민’이란 “明治28년 5월 8일에 臺灣島 및 澎湖列島 내에 
일정의 주소를 소유한 자”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본신민이 되지 않은 ‘대만주민’은 호적부에서 
별도의 장부로 이적시키는 등의 조처를 통해 ‘대만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98)98)또한 
동년 4월에는 告示 제22호로써 애매모호했던 외국인거류지의 경계를 획정하여 현행조약을 엄격
히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99)99)

또한 대만총독은 “本年 5월 8일 本島 住民의 국적이 정해져 제국신민인 본도주민과 청국신민
이 판연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때이므로, 그에 앞서 미리 청국신민에 대한 취급방법을 정하는 일
이 本島의 施政上 필요하다”면서 청국인 취급에 관한 본국정부의 방침을 물었다. 일본정부는 “국
적 구분상의 곤란”을 이유로 “당분간 각 개항시장 밖에서는 청국인의 居住營業을 허락하지 않는
다. 각 개항시장 내에서는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地所家屋을 빌리거나 가옥의 소유를 허락
하되, 내지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신을 보내왔다.100)100)이에 대만총독부 민정국장은 “청
국신민은 본래 제국행정사법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모두 제국신민의 예에 준하여 취급해야 하
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居住營業의 권리가 다른 체약 각국신민의 예에 따라 제한되고 있어, 취
급상 자연히 착오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본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本島在留淸國臣
民取扱心得’을 제정하여 각 관청에 하달하였다.101)101)

본 논문의 검토 범위 내에서 마지막 계기가 되는 것은 1899년 7월 일본 본토에서의 개정조약 
발효이다. 일찍이 1897년 9월에 노기 총독은 대만에서 개정조약을 실시하더라도 법전의 실시를 
연기하든가 그 일부만 시행하여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서를 본국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는데, 이듬해 6월에 도착한 내무대신의 답변은 대만에서도 개정조약이 실시될 것이라는 짧
은 내용이었다.102)102)이에 따라 대만총독부는 府令 제71호를 통해 외국인을 잡거지 밖에 머물도록 
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 府令 제17호 및 訓令 제46호를 폐지하고, 또 府令 제61호를 통해 외국인
을 개항장 밖에 상륙하도록 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 府令 제20호 및 訓令 제87호에서의 ‘외국인’
이란 단어를 ‘청국인’으로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103)103)일본 본토에서는 기존의 ‘칙령 제137
 98) 앞의 책, 650~654면. 본문에는 ‘臺灣住民分限取扱手續’이 明治39년에 공포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오기

이다.
 99) 앞의 책, 224~227면. 
100) 臺灣在留淸國人取扱方 (アジア 史資料センタ  Ref.A01200861400, 국립공문서관 소장 公文類纂 제

21편 明治30년 제16권).
101) 臺灣總督府警務局, 앞의 책, 679~681면.
102) 앞의 책, 217~219면.
103) 앞의 책, 229~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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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대신하여 ‘칙령 제352호’를 공포함으로써 일부 청국인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청국인의 거주 
및 영업의 자유를 모두 인정했다.104)104)그러나 대만에서는 개정조약 실시에도 불구하고 상륙조례의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만총독부는 상륙조례 제5조를 엄격히 시행하여 대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청국인 노동자 및 일정의 직업이 없는 자의 상륙을 금할 필요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 뜻을 내무대신에게 품신하는 한편 厦門에 주재하는 일본영사에게도 통지하
였다.105)105)

그러나 상륙조례 제5조의 예외적 규정들이 점차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저항세력을 제압하여 
치안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통치당국이 ‘치안’과 ‘권익’ 중 점차 후자에 무게를 두고 또 청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단속의 대상이 아닌 노동력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 
예외 사례로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청국인 茶工에 대한 상륙허가이다. 대만총독부는 臺北茶業者
들의 진정을 받아들여 1897년 10월 15일 훈령을 통해 청국인 製茶職工의 입국을 허가했으며, 이
듬해 10월 13일에는 ‘淸國人茶工券規則’을 공포하여 차공의 상륙을 엄중한 단속 하에 관리하고자 
했다.106)106)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 사례는 역설적이게도 청국인 노동자들 자체였다. 1900년 3월 ‘臺灣事
業公債法’의 공포와 함께 철도부설·토지조사·축항·관청건축 등 제 사업이 일제히 이루어지게 
되어 대만 내 노동력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대만에서의 노동력 부족은 이미 1899년을 전
후하여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는 결국 노동임금의 폭등을 야기하여 “하나의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하나의 가옥을 건축하기에도 내지에 비해 두 배 혹은 세 배의 비용을 필요로 할 정도”가 되었다
고 한다. 대만총독부는 청국인 노동자를 통한 임금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개인의 자유도항은 
변함없이 일절 금지하되, 차공과 같이 일종의 계약이민 형태로 청국인 노동자의 도항을 허락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899년 7월 18일에는 府令 제74호로 ‘淸國勞 者取扱規則’을 제정하여 공
포하게 되었다.107)107)

그런데 위의 규칙들은 단속의 노력이 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치안’ 문제를 야기했
다. “茶工으로서 도래한 자도 반드시 茶商에게 고용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용계약의 형식으로 
도래한 자도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지 않았다. 茶工券 및 雇傭契約券은 臺灣 및 厦門 등지에서 
대량 매매되면서 여러 폐단을 일으켰는데, 대만인 범죄자가 지나노동자라며 對岸地方으로 도주
하는 경우도 있고, 厦門과 淡水 간을 왕복하며 밀수입을 일삼는 자들의 통행권으로 악용되는 경

104) 일본 본토에서 ‘청국인 노동자’라는 별도 규정이 등장하게 된 계기도 내지잡거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본토에서는 이미 국적법이나 호적법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국인’ 일반에 대
한 지역적 격리를 행하거나 ‘청국인 노동자’의 상륙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105) 臺灣總督府警務局, 앞의 책, 685면.
106) 松尾弘, 앞의 책, 10~17면.
107) 앞의 책, 1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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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적지 않아, 자연히 取締規則은 空文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다고 한다.108)108)마쓰오 히로시가 
지적한 바와 같이 “對岸으로부터 지나인 노동자를 수입해 와서 어딘가에 격리시켜 둔다면 이야
기는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자유노동자로서 일하게 하는 이상에는 유감스럽게도 단속 및 감독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109)109)

이 시기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1934년 3월, 대만총독부는 중국인들의 화교학교 개설운동
에 대해 ‘一切不許可’의 결정을 내리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대만인과 중국인은 식별하기 어려
워 화교학교가 개설될 경우 대만인의 화교학교 입학을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110)110)이 결정은 
대만총독부가 대만인의 민족의식 각성을 우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대
만인과 청국인 구분의 문제가 청이 멸하고 중국대륙에 중화민국이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
되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단순히 치안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화
정책이라는 대만통치의 근본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만에서 청국인 규제규칙은 ‘치
안’과 ‘권익’ 사이의 모순, 혹은 “산업개발을 위한 저임금 노동력의 필요와 동화주의 정책 사이의 
모순”111)을111)그대로 드러내 준다. 뒤집어 말하면 또한 그것은 통치당국의 의도에 따라 그 모순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균형추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청국인 규제규칙이 연이어 

제정된 배경과 그 시행과정을 검토하여, 청국인과의 관계설정을 둘러싼 다양한 의도 및 실태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을 시작으로 조선을 거쳐 대만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서는 청국인
을 보호·규제하기 위한 유사한 성격의 법적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연쇄과정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그 세력을 팽창해 가는 과정과 그대로 중첩되기 때문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
아 질서의 재편이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약개정에 성공하여 열강과 동등한 지위에 오른 일본과, 열강의 다툼 속에서 주권국
가로서 지위를 확립하고자 한 조선, 그리고 일본의 영토로 편입된 식민지 대만은 각기 상이한 

108) 앞의 책, 24면.
109) 앞의 책, 21면.
110) 阿部康久, 앞의 논문, 164면.
111) 앞의 논문,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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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청국인 규제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각 지역마다 상이
한 전개형태를 드러내게 되었다. 즉 일본에서는 본래 청국인의 지위와 그에 걸맞는 대우를 ‘文
明’과 ‘野蠻’이라는 틀 속에서 새롭게 규정하려 했는데, 조선에서는 청국인의 재판권문제를 둘러
싸고 ‘문명’의 논리 이전에 조선의 주권을 둘러싸고 ‘自主’와 ‘干涉’이라는 문제가 재차 등장했다. 
또한 대만에서는 청국인과 대만인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배경으로 상반된 방향성을 보
이는 ‘治安’과 ‘權益’ 사이에서 청국인 규제규칙을 통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청국인에 대한 규제와 배일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190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미국에서는 일본인 이민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일본인 배척의 목소리
가 현저해졌다. 1898년에 실행된 미국이민조사관의 일본이민조사결과는 미국 최초의 배일적 공
문서로 자리매김 된다. 또한 190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시민대회결의는 캘리포니아주 최
초의 배일적 결의였으며, 1901년 캘리포니아주지사의 교서에 따른 일본이민배척 건의 통과는 캘
리포니아 입법부의 최초의 배일적 활동이었다.112)112)

이와 같이 차별과 피차별 사이에 선 일본은 피차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차별적 행위를 설명
해야 했다. 1899년 6월 26일 아오키 슈조 외상은 야마가타 아리토모 수상에게 칙령 제137호를 
폐지하고 청국인에게도 내지잡거를 허용하도록 청의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이 청
국인을 배척한다면 북미 등지에서의 일본인배척운동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었다.113)113)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일찍부터 청국인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북미 등지에서의 배일운동과 짝지
어 사고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1923년에 참모본부는 미국이민법과의 相異 라는 제목 하에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본문제(중국인 노동자의 일본입국금지: 필자)
와 미국이민법은 모두 국내 문제이지만, 그 사상의 근저에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후, 미국의 일본이민금지가 인종차별사상에 근거한 일종의 정책노선 
변화라고 한다면, 일본의 중국노동자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는 인구과잉현상으로 인한 생존권문제
에 기초한 것으로 양자를 하나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는 청국인 규제
의 파장이란 것이 얼마나 넓은 범위에 걸쳐 있고, 또 통치상의 근본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를 
확인해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114)114)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전망을 덧붙여 두자면, 지금까지의 청국인 규제규칙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사람에 대한 지배는 ‘공간’의 구획, 곧 ‘격리’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었고, 그 바탕에는 언제나 분류법으로서의 ‘인종’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의 불균등하고 비대칭적인 제 관계들의 양태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간’의 구획과 
112) 千葉豊治, 1923 排日問題 要 , 日米社印刷部, 5면.
113) 山脇啓造, 앞의 논문, 41-43면.
114) 支那 者入 禁止ニ スル件 (アジア 史資料センタ  Ref.A03023707300, 국립공문서관 소장 각종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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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정치사회적 의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격리’와 반대되는 ‘잡거’의 경우에도 당
시에는 단지 외국인과 섞이어 산다는 현상적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교류하는 이상적 사회관계를 그리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격리’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문제로
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발표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

주제어 : 청일전쟁, 국제법, 청국인 규제규칙, 동아시아 지역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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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actment of the Control Rules of Chinese and its 
Operation in the East-Asia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115)Park, Jun-Hyung

Right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edict no.137(勅令 第137號)’ was 
issued in Japa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Chinese residents in Japan. 
Thereafter, ‘Protection Rule for the Chinese Trader(保護淸商規則)’ and ‘Rule of the 
Chinese’s Landing at Taiwan(淸國人臺灣上발條例)’ were respectively issued in Chos n 
at the same time and in Taiwan after the end of the Sino-Japanese war. These were 
the first rules in each region that provided the treatment of the Chinese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The making process of these rules reflected the 
reorganization of the East-Asia regional order by Japan.

However, each of those regions were in different condition. While Japan had 
succeeded in a renewal of a treaty with British, Chos n was making an attempt to 
free herself from foreign interference, and Taiwan was colonized by Japan as a 
result of the Sino-Japanese war.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law enforcement 
was also different in each region. In Japan, the Chinese’s status on the law and the 
treatment due to its honor was decided upon the frame of ‘civilization’ and 
‘barbarism’. In Chos n, the controversy on the jurisdiction over Chinese between the 
government of Chos n and the British consulate centered around the issue of 
‘independence’ and ‘interference’. On the other hand, in Taiwan, against the 
impossibility of distinction between Chinese and Taiwanese, it was necessary to keep 
a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interests’ through the control rule of Chinese.

Key Words : the Sino-Japanese War, International Law, the Control Rule of 
Chinese, the East-Asia reg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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