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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日開戰과 째國外交

--Krasny Archiv 블 ell心」즈로---

朴 {쫓 圭

輝*e김에 9Ul행의 相쉰j짧制R\J 셈jJ!쩌係가 rfi.:iL된 것온 大짧로 18851:듀

巨文댐냥i領띨f~을 펼機로 한다(I) 그로부E1 1894年 淸日開戰까지의 J!l:

-r .i'듀間은 혜 • 쇄 • 디 三 1181 벌여의 il'i接따인 相 침:奉制H얀 경산力쐐j係와 핏 • 英

윤 씬깐하는 장Ij國의 錯新된 利害關係와 l해~하여 *형國의 國원ιk治8~ {立

f원가 rft閒S) 小康狀態릎 fg;持-한 뼈間이 었냐. 二l려므로 lj펌 B 開戰의 빼{쩡

퍼〔治的 i뼈面‘은 韓國을 r-J:t心으로 한 씨l웰의 相b~짧制H인 했力빼係어1 變it

릎 l足求한 要|젠윤 分析함 o 로서 이씬明펠 수 있윤 것이다 i 그 當時의 歐

뿜→巴國際政治룹- 搬騙하면 英 • 짧는 85年 4 Jj Afghanistan써爭 以來로

뻐隔된 立場에서 對立며각이었 고， 87年 6 月의 짧獨再保險條約응 90年 3

Fj Bismarck의 蘇任의 뒤블 。 1 어 廢棄되고(I과f. 6月 ) 露 •佛을 相표接近

시 거는 結果를 fi~來하였다 .(93半 12月 露 ‘ 佛 해펴) William n의 獨遊l덩(

府는 對英接近을 試l펜하였으나 淸日開戰벼‘前에 Rosebery와 Kalnoky 의

%力은 --段 뺑折되고 말았마. 以上과 같은 째j형의 相互關係는 淸日開

關外交와 @윷陽의 關連을 갖는마(깅 그 냈態블 要約하면 淸 'B 에 對抗하

여 &첩國이 韓國問題어] interest 가 있었고，英國은 露團의 南下얘룡洋進出떠(

끼i윤 警械하였으며 ，佛國은 뚫國의 立場에 好意的이 었고 獨適은 며間H낀

(l) 랩國國際政治學숍tu 뼈!票퍼〔治論훨 쉐tU號 第 ·轉 해핸 “짧4;의 對外關係’‘

(1880年代의 列國의 !t韓政策을 中心 o 로〕 參照，

(z) 淸R 開戰前後의 띔k 쩌H3!ii명際關係는 William L. Langer, The diplomacy oj
IιηIperialism， 1890~1.902. 1960 ‘ pp. 3~66 ， Vladimir Potiernkine et 1. Mintz
Histoire de La diμomutψ ， Tome If, pp. 81~124. ， Pierre Renouvirμ Histoire

des relations internαtionales. Tome VJ, pp. 91~184. , 參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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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場에서 主로 잖國쳤‘力의 폐背릎 住視하고 았었던 것이다. 01 밖에 摩

園어l 폐한 interest 가 있었던 냐라는 美國인더1 꽃j쾌@히이 폐패內 QJ:不 l•

涉 國際針料不介入의 )센~Ij윤 l아終i젠댄하었 암온 公j;[r펀 I:J~흙이며 쇄i 및」」r」

으로 f딛it댐에 꿇大한 ;μ響을 -\J j 친 것은 없었다고 꼴 수 밖에 없냐 131 씁

國의 ?캘國에 있어서의 interest 의 內容은 되]펴하았으나 大體로 j쥔뱅은 1야

治的 後見權維댐오f-i떠뺑 fft염‘人의 때權辦평에 ~;i，서念하녔고 日 本은 主로 때‘↑짧‘

觸張어1 t월를률하였으며 피셔뱅이 次位에서 Jt方으로부터 :~~:l~ h~아進{:「!(i떠 l써1 빚 얘

기-;:J'I; f벼)을 企圖하고 책 • 英 등은 펴從fi\1이 었 다고 생 각펀다 141 消國의 l짧

國에 있어셔의 特權20位固-와 B 本의 i샘權짧빠의 자잭경션l는 챔衝될 수 밖에

없었으며 二l것은 戰爭이라는 終局的 手탱에 의하여 剛-決됩 수 밖에 없

었떤 것에다. 淸日開戰前後 障國의 對外交캉 및 各당힘 f원場산\)、뻐}헤 tl의 各

떠면別統計-블 檢討하면 ?휩더 間對立I網係의 ;하평f찌씨l 따i윤 f띤解할수 1 있윤 것

이다.

Tablesho넨ing the total value of all article exported from the open port of

Corea and imported to the open .port of Corea to ane! from foreign countries

during the years 1886~87， 18g0~92

[ Exports I Imports I 1886 (£)

Great Britain i-I 280 ,000

35 ,000

30,000

35 ,000

30 ， α)0

l ‘ 000 I

34 786 I

84,037 I 41 1, 786 I

81.340

2 ‘ 66:1

Japan

China

Germany

U. S. A.
Austria

Russia

Total I

(3) 淸 티 戰뽕과 핏탱의 sT.:없애 關하여서 는 p ,J. Treat, The good office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Sino-Japanese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XL

VII, 1932 ‘ pp 547~575 ,껴;他에 얀뻐한 바 。f 며l않는 ψI옳로 며:述하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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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e-As regards imports, this return can only be accepted as approximate, as

it is not possible to ascertain with precision the place of origin of foreign

imports. 1'lexican dollars have been counted at the rate of 1 dol' equal

to 3 s. 4 e\.151

I Imports (£)

1888 I 1887 I 1888

Exports

1887

China I 3 , 146 I 11, 391

Japan 130 ,625 I 124 ,329
Russia & one395 1,563Manchuria I

: Tatal I 134,166 137,283

ι비

없아
-t-OA

atsq
니따뼈,搬야

--+
i.1Qn

ι.S”J
바

1om
때

mg
따때

1

끼U
e

다

122,121

345, 286

1, 833

469 ,240 I

1:34, 245

344 ,945

3,162

482 , 352

Exports (£)

1891
nU

때

{|‘’

없1890 1891

! China 11 ,820

i Japan I 579 ,183
I Russian &j’ 1743I Manchuria l

I I 591, 746 I

22.744

536 ‘ 648

L‘ 665

22 ,479

340, 789

3;292

n
U

%’쨌
m’

뻐 876 ,078 ; 689 ,772

Imports

275 ,415

514 ,011

835 I

790 ,261 I

340,742

534 , 047

1 , 289

1892

307 ,275

381, 372

1, 125

The dollar is reckoned at 3 s. 4 d, far the years 1890~91 3 s. for 1892. (7)

Return of all shipping entered at the open ports of Corea during the year

1893 , 1894, 1896

(4) 淸더開戰까지의 各國의 對韓 interest의 內容여1 ~횡하여서는 3용강tOO圖펀며T

합까d샤交y:.핍 各@떼案中 ]훔案， 13 案， 짧案， "닫짜， 英것， 德짧듬에 詳쩌!I하다.

各꽤짝이라 항은 統理交涉通때事務倚門의 督辦〔後에 外部쩌F덴의 太 ffi)과

합합各꽤公使샤。l 어1 來젠한 各種文꿇(떠會， 照覆) 및 도받輪의 漢文연뽕;$:의 合

짧인 바 文書의 authenticity 릎 따져 야 할 燒遇에는 各國따!찢파 對j떠檢討할

必要가 있마. I닫 各國밍案은 종fS않?윤國公使의 統뀐용iii:ir연(後에 外용~'\il:i門)에 對

한 照會照覆의 原本만을 앙總한 것 이 기 빼 문에 一方文합어l 限똥된마.

(5) British Cons띠ar Reports , Corea 1882~1914， Foreign 0뻐ce 1887 ,. Annual
series report for the year 1886, p. 7.

(6) Foreign office 1889, annual series report for the year 1887 , 1888. p. 12.

(7) Foreign office 1892 , annual series report for the year 1890 , 1891. p. 16
Foreign office 1893 , annual series report for the year 1892. p.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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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ed (Tons)

9 ,1:02

499 , 160

14 ‘ 651

25 ,759

424 ,984

22 , 817
-C~

J;) ,

188

387 , 507Total

1893 I 1894 1896

British I - 1 11, 712

Cor얹n I 41, 466 I 36 , 281

Japanese I 304 , 224 244 ,551

Russian I 20 ‘ 993 ! 24 , 800

Chinese I 1<1 ’ 376 I 10ι’ 544

German \ G‘ 3G8 36 ,432

Nonνegian I - I 902

American 80 l 79

385,3Oi [

(8)

E잠f統쉰‘表어1 의하맨 그 當時 짧냉1의 i輪 Wr入에 있어서 H 本의 決定的

LEEE은 f原然한바가 았다. 特하 i[야}이떼어1 있야서 댐國經濟의 ~日本에 풀j

한 依H~B'J 關係는 L1iH의 經過어1 다라서 더욱더욱 顯著化하녔까. 닙니드l

되 는 것은 爛入따에 있어서 80年{.~ 쉰期까지 }차定B~J으로 해 1웰I둡 라~드

하덴 日本。1 90年이에 드러서는 相對B~J It率에 있악서 댐깐‘어] 쫓끼 71

써作한 띔實。1 댁 . j} 원國rIJ:및j에 對한 펴~備I商/κ의 進出。l 實質떠4로나 相

對찌우로나 日本의 {1~f~ '~띈릎 따 :~5J하거l 된 t웰겸생F논 iN EJ 戰爭과 深~J한 關j뀔j

이 있을 것이다.

그當時 짧國침濟에 對한 S ;2f>:침濟의 j￡혐라H인 樣態어1 關하여 Augustine

Heard(꽃國딴웹公{띤應{cO는 다음과 견-이 論하였다.

Japanhas unquestionably the predominant commercial interest in Korea and

her view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trade are worthy of serious consi

deration , but the manner in which she advances her views-whefher by persua-

(8) Foreign office 1894 , 1895 , 1897 annual series report for the year 1893,
p. 17 , 1894, p. 10, 189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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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 orCannon ball-is fair subject for criticism. The number of her subjects in

the open ports on the 31 st December 1892, was 9, 132, and of Chinese 1,604

In 1884, the first year of which we have trust worthy statistics, she imported

goods from abroad to the value of $ 999, 720 and exported goods to the value

of $ 737 ,635 which included $ 312 , 022 gold. In 1892 she imported $ 4, 598, 485

and exported $ 3, 296 ,490 of which $ 852 , 751 was gold , making the total

value of the trade in 1892 $7 ,894 , 975. In 1891 the total value was $9 , 311 ,

890, which was the largest ever reached in one year. Of these ammounts

fully half of the imports and more than nine-tenths of the exports should be

credited to Japan. The total declared and undeclared export of gold is supposed

to be not far from $ 3, 000, 000 annual1y, of which a considerable portion goes

to Japan (9)

쯤國冊}船의 入港懶數어l 나타난 數字릎- 보아도 海運關係에 있어서 의 日

本의 짧倒的 位置를 집착할 수가 있다. 淸日戰爭後에 淸國船해El의 入i표

뼈數가 激減된 것도 하나의 示浚가 된다. 韓國에 있어서의 日本의 經濟

的 勢力據張은 그것을 뒷 받침하는 日 本의 近代國家로서의 成長과 더 불

어 淸國으로서도 無視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防觀令事件處理에 있어서 淸國이 때間調停에 나서서 韓國측에 對하여

一種의 壓力까제 加하여 짧{렀’金을 支佛케함으로서 日 本과의 武力對決을

回避한 것은 B本을 無視옷할 存1''£로 認定하였기 때 문이 라고 解釋할 수

도 있을 것 이 다 . 防級슈릅좋件은 1889年 9月 11'&鏡藍司趙秉J:~의 米類짧

헬의 禁令發布에서 發폐된 웹t 日紹원{인바 R 本측은 그로 因한 體較輸出

의 停帶에서 派生된 B겨s:商/\의 f員害暗價f傑로 利子까지 加算하여 合즘 I

협四萬七千餘圓을 請求하였다(91 JT 12月 7 日) . 이어l 對하여 韓國측은 4萬

7千5百餘圓을 辦펌하겠다고 提짧하였다(93年 3月 9 日) . 日本公使 大감은

(9) China and Japan in Korea , by Angustine Heard. North American Review
159 (1894) pp. 3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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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서 日本을 悔홈하는 處事라고 慣熾하고 14 日 때限의 最後通{밟윤 發

하겼다(5검 4日) . 한편 日本首相 伊魔-은 李鴻章에게 4障國으로 하여금 無

利子로 7"G金을 支觸하게 끔 섣득할 것플 횟求하고 不然이면 서울로부터

外交代表블 철수하겠다고 打電하었다(10) 결국 事態는 韓國政府가 협좁·萬‘

圓의 짧f끓金支觸을 約束참으로서 (5月 191:1 ) 解決려 었는데 그 평뼈에는 호

ttt웰l의 外部督辦南廷哲에 對하여 日本과의 協定체 2칼을 쩡팽、한 (5)=) 18 日)

땀壓이 介在된다(]I ) 當時 韓國의 防췄슴에 對한 것lj댐의 간 μ}은 아래와

같은 횟 • 英公使의 公퍼%에 反땐펀따 았으며 그로서 까썼암은 짧싸한

經濟的 擔置에 그치는 것이 아니 파 쫓分히 퍼〈治的인 性洛윤 內包한 것

이 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No. 233 F.O.

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Seou1 Korea Dec 11. 1893.

Sir.

When I received your predecessors announcement that the export of grain

would be prohibited in view of the supposed scarcity of breadstuffs I at once

agreed to it as it was quite a conformity to treaty stipu1ations, since then it

has been fully ascertained that the crops are quite as good as usual except in

small localities.. ‘ •...

Rice is now as enough as at any time during the past few γears， :iii 2.50

per picul, and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requirements I have the honor to

ask that this prohibition be removed.

Further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removal of this prohibition i, of great

jmportance to Chosen. Its further continuance wj]j make γcry grea t hardship

to the Korean people, in depriving them of the money for the crops theil

(10) T.F. Tsiang, Sino-Japanese diplomatiι relations 1870 ,-..01894, pp. 104~5.

Chinese Social ι11ι{ Political Scieηce Reψ iew ， Vol. XV/J.A-pril, 1.983. No.1.
(11) Heard to Gresham, No. 399 , May 20 , 1893, Korea despatch Vo!. 10. 이

外에 防藏令투륨件꾀 한~1末어) 판하여 서 는 口 本까交강조틴} 第 25卷 293 ,-..0 370 폐，
同上 第 26 쌀 272 ,-..0 413 面에 詳째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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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has produced.

It will deprive the government of great money revenue끽 since with nothing

to export there will be no imports.

.... ’“ ‘ •.•.. ,.‘ .

sa

I have the honor to be your obedient servan t.

H. N. Allen

The honorable

Kim Hak Chin

Acting president or the loreign office m)

H. B. M. Consulate General

SOul, Dec; 9 th , 1893

Monsieur Ie Ministl·c

The price of rice has , it is known, fallen very considerably and it would

seen that there is no further necessity for continuing the embargo ‘ I trust that

your Excellency will impress this view of the case upon your government, and

obtain the removal of the prohibition ...

........ ‘ .•...•.. ‘ .....

W. H. Wi‘klnson

Acting General Consul

His Excellency Kim

Acting president of the foreign office l131

etc etc etc

淸터開戰파 列國 I

韓國問題에 對한 헤l國의 )[t~은 淸 日 開購과 密接한 關聯윤 갖는마.

80年代 後딱期以來로 韓半鳥에 서 i란續된 列國勢力의 相1조옳制的 勢力關

係의 趣移에서 淸日開戰의 背因윤 究8)j혈 수 있、을 것이냐. 이 뽑題블

具體的으로 다루71 에 앞서 그 當時의 韓國問題플 外國人의 ]?-場에 서 어

(2) 奎휠關韓木外쪼文랍ell 꽂原횟 짧/\卷 1893if 12月 11 口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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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보았는가블 푼제되는 한 두가지 Case 에서 알펴보고걱 한다.

첫 Case는 Durham \Vhite Stevens (須知分)의 핀隔인 마 그는 ” 日 本은

ci협日)開戰에 환t한 룹{cIal 없::t"는 때提下에 다읍과 갇이 所m윤 평開

하였다.

yet it is precisely such an exercise by China of her shadowy claim to Sllzer

aintγ over Korea that has led to war with Japan. They are not battling for

the possession of Korea; Japan has distinctly disavowed such an ambition. They

are fighting because China persists in playing a role in Korean affairs which

menaces not Japanese interests alone , but the interests of every nation that has

relations with Korea , ancl the success of which means the perpetuation of all

those abuses which have reduced the Hermit Kingdom to its present level; the

destruction of the germs of enterprise and progress; perhaps the final extinction

of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In 1875 an attack by a Korean fort upDn a Japanese man of war. ..

Japan ‘night have taken advantage of the unprovoked attack upon one of

her public vessels to obtain a dominant position in Korea. Instead , She made

a treaty containing no stipulation which can be construed as trespass upon

Korean rights, or as an affron t to the amour preψre of the Korean people

This is certainly strong proof of the sincerity of her desire for the indepen

dence of Korea.

On two occasions the Japanese Legation at seoul was burned , the minister

obliged to fly , and unoffending Japanese were slaughtered in the streets of

the capital. On neither occasion did Japan exact reparation incommensurate

with the injury. She recognized the impotency of a weak government , and

confined her demands to apology , and indemnity to the Japanese who had

sClffered by the all tbreak of moh violen∞. Logical reason for this leniency can

be fonnd in the conditions which prevail in Korea. That country is cursed by

a system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which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a

parallel.· Corruption extends throughout every branch of the public service

(1;0 뿔뿔聞햄*jf갖:rirJrlP 3S原聚 2gτ卷 J893i f 12꺼 9日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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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es are bDught and sold , and the revenues arc farmed out tα the highest

bidder. Officials swarm over the land , and the people are ground down by

their exactions. A few powerful families divides the spoils, and at times plunge

the Kingdom in to disorder by their factiona 1 q니arrels .....

Not Japanese alone, but every foreigner who has had dealings in Korea has

found himself cDnfronted by the difficulties and embarrassments so prolific in

an impoverished country abandoned to misrule and corruption.

She has been obliged to relinquish the hope that Korea could under present

conditions maintain the independence so essential tα Japanese welfare , and yet

the necessity of Korean independence to her own safety has hecomc IllorC

and more apparent with the progress of events in the Eas t.

The agrarian revolt which occured in the spring of this ycar furnished the

last object lesson, if that were required ‘ of the pressing need 야 drastic reform

in the affairs of the Korean Kingdom

Unable themselves to cope with the revolt. the Korean authorilces called

upon China for assistance.

China had sen t

this aid to “ the tributary country." Japan would have been more than human

if she had not taken up the gage thus carelessly thrown down. She also sent

troops, and in doing so she acted dearly within the rights secured to her by

covenant and by custom. No nation has greater interests in Korea to protect

than she , and none has suffered more in the past under similar circumstances.

They invited the Chinese government to join them in devising some plan

whereby the administration of Korean affairs might be so improved as to

place them upon a just and stable basis. They claimed no right that they did

not concede equally to China; all that they asked was a fair and equitable

adjustment of difficulties which threatened the interestsof ooth countries

China’s answer was confined to a simJle demand fDr thc withdrawal of the

Japanese troops.…
lt is therefore a matter of surprise that she resolved to reach the root of

the difficulty , and to exterminate it oncc and for all , with China’s assistance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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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le, but, if not, by the exercise qf the power which is of right hers ,\s
the one most vitalty interested? Her attitude may be summed up in a word

She has expressly disavowed any idea of territorial aggrandizement , and she

has no desi밍1S upon the independence of Korea. On th~ contrary, the consum

mation and the perpetuation of that independence are the γery objects for'

which she is striving. 1\41

양설約하면 Stevens는 ”偉國自體의 內政쉽園L파 j휩勢의 ilt(治irJI‘양으로

F악하여 韓國에 있어 서 의 캉1] 1펴(特허 H本)의 깐r法 1'1 '.1인 저Ua송첼'it;i 01 f찾-害

도1 었 71 때 문에 땅t빨亂鋼壓윤 n實로 한 펴寅의 派週어} 對應하여 口 木도

派뿔하았으며 Wi國측의 同時敵兵案에 f합하여서는 i펙때內 L앉共l司당\(1발案으

로 應빼하였던 것이고 日本은 #핸國어! 對하여 fμf等의 ill}心드 없었윤 뿐

만 아니 라 韓國의 獨 t을 希求하였고 햄國의 獨Sl~과 피副u땐進은 日 本을

寫하여 횡흥要한 것 ”이 라고 主張한 것 이 다 . 더、不c1 韓國의 獨立을 뚫하여

!핍國파 戰즉용하였 rl논 과의 主張은 이밖에도 P.]. Treat 敎授’의 兪해에서

따텐된마. 그는 論하치플

One of the indictments which a Korean night well make against Li Hung

Chang and Yuan Shih-Kai would be based upon the ruthless destf'Jction of this

reform mevement which showed s니ch wholesome signs of progress between

1882 and 1886. {i5'

In 1893 the effects of the steacly increasing misgovernment, for which Yuan

ShitνKai must assume a full measure of responsibility, produced the first rebel

lions in the provinces ..

In 1894 the outbreaks became morc serious and took a decidedly anti-foreign

turn , then came the Chinese troop at the request of Korea , to be immediatly

followed by Japanese sailorδ and troop , under the right to maintain a legation

(14) Chinα αnd .lap‘1n !η Korea ,by Durham White Stevens,North American Review
159(1894) pp. 308~316

(15) P. J. Treat, Chine and Koreι 1885~189-1.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9 ,
Dec. 193-1, N，ι n끼 p. 514

(16) I’id. ‘ cit, 1'.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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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lard in Seoll l. Japan now determined to settle once and for μI I. (161

Chinese pretensions of suzerainty • not the historic sllzerainty but that which

Yuan Shih-Kai enforced. And as sh이Japan 뺑폼표) had more national in

Korea and greater commercial interests than any other power, she was deter

mined that reforms should be introduced which would remove the occasion for

the new chronic rebellions. Her first effort was to secure Chinese cooperation

in these reforms , and when China refused , she announced that she herself

would supervise them. One reason fo( the hostility which some of the powers

showed to Japan was because Li Hung-chang held back the conditions on

which Japan offered to e\'acuate Kore<l, and tried to mobilize the powers agai

nst Japan· alone as a trouble maker. When Europeand the U.S. would not

intervene, Li determined to force the issue by sending reinforcements to Korea ‘

It was this move which brought all the war. 117I

lrrespective or what indi\,jdual chauvinistic Japanese might have thollght or

said , the government of Japan wanted Korea to be independent and progressive.

Russia in the eighties , was not ready to move.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 , under a Sino-Japanese treaty, or one including Russia and perhaps the

maritime powers, might easily have been negotiated if China had yielded her

suzerain pretensions. And the eager but irresolute efforts of the King for

freedom , which would have been carried out by young and patriotic Koreans ‘

might have given Korea national strength which would have maintained her

independence. That the reform movement was stamped out, and , that Korea

sank into an abyss of misgovernmen t and dependence, must be ascribed largely

to the mistaken policy of Li Hung Chang and the domineering conduct of his

representative, Yuan Shi-Kai. (181

파 하여 B本의 派軍介入파 內i많짧휠案의 提議률 힘황國의 獨]ι을 옳한

1£當한 擔置인 것처럼 合理化하였다. 持허 홉.目되는 것은 80 年代 韓때

의 開化運動이 失‘敗로 도라간 根本責任은 i휩勢l꾸涉애 았었jL 日本公따

의 背後支持下에 鍵行된 開化派의 coup d ’etat夫敗가 近代化失敗의 댐因

(17) Ibid. , cit , p. 542
(18) Ibid. , cit , p.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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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잊Ij騎한 씌l이냐 (19) 이 문제를 여기서 갚이 마둘 處地는 풋되자

만 二L 당시 開化派의 系댐， 1앉治jjJ 位 i훤-외 ‘h織|띤]기 만， 閔IS깜lj헐어1 억

눔라고 펴!때으로부"1 冷쉐릎 받고 日챙외- 싫i'J 하게된 연유와 과정능윤

띔察할 r대 그러한 與까:-F에 서 그들의 coup d ’etat 가 假휠成J';/]하있더라

면 果然 政治~;) propaganda가 아난 實質j핀 近j~化를 推進할 수 있었을

가 하는 問題는 慣룩히 /險감되야 할 것이파고 생각된다 1201 上記한

Stevens의 」主張온 t퍼 日 開戰윤 스스로 合理化한 티 木폭→ 주장과 二L 內깎이

大짧로 쉐 fFr된다 .(21) Treat 敎합의 ~'LC:ι}도 그와 :l Ie通득l 션(!이 있냐. 今 [I

합넬I의 jtl강에서 그러한 써짧플 (폐歐‘할 때 우리는 ”그것은 一方꾀이고

千뱀j不當한 {해힘이 묘~"고 排빨할 것이 닥. Stevens 같은 이 가 지 나치 게 ll]Z

治fl인이 었다는 것도 밥實。 i 다. 그러나 그외 이슷한 좌柳뜰。 1 r휩日개전

내지는 그後 E3Jfs:의 펙t國휩 1略플 밟明하는 하냐의 通값로서 今日에도 꽃

國에서 通뛰되고 있는 짧實윤 우리는 相當o- j 띈뽑視하지 않으면 안될것

이 냐 (221댈國의 內政混짧L이 外國〔 日 本)의 잔法 jjjflj益基盤윤 쩔害하였

는더l 內I릿j昆짧L의 雲f王은 ?휩햄의 內i떳←f‘涉과 |網連되 었고니 日 本의 헬要한

mterest블 保障하기 寫하여서 는 짧國의 獨立을 確保하지 않우변 얀 된

(9) Ibid. , αt ， pp. 513~514

(20) 所謂開化派으1 ~M-tJ1l[動에 關하켜 서 摩國留學生이 美國大學에λ1 學j)[펴i Y.:

으로 이 問題플 다푼 것플 附介한마. AndrewNahm , Kim Ok-Kyun aηd

theprogressive rnovetent , 1882~1884. 1961, PhD Thesis. Stanford Univer
sity. , 後 H 機會가 1 있으견 .1:듬니論文內容에 對한 '1;&보을 피력하고져 한다

(21) 뱉뺏宗光 賽첼錄 pp. 32~53 훌照.

(22) 이러한 뼈題와 關聯하여 所謂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Realism과 Idealism
드l 집升究」라는 立楊에저 rI:，!本의 韓國얀j取」가 長久한歲fj 을 7-; 처셔 進行된

홉略陰課의 結뚱가 아니 었 마 |고 銷論지 움으로서 公댐、된 d .:'\;.의 {갖 H험l&策

을 合理化하고 합略{i j~ 으l 合J:fJl{t플 짧하어 「뿔핍한 日 本께資휘룹 많{§.i했

다」는 H. Conroya 의 立場이 않目된 매- 랩B 合뺨과 갇윤 →方 ff] B풍略行

옳의 !iff究릎 티本때資料에 依存하여 結論짓는 것은 마치 f융害펄件과 같응

不法行옳플 “加홈者의 陳述얀”에 依鍵하 C국 審理하고 껴j決을 내 <'-I 는 것과

w兪할 수 있을 것이 마 i

H. Conroy. The Japanese seizt‘re of Korea; 186B~ 1.910, 1960 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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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햄國의 獨立을 確保하기 烏하여서는 不得답 i혀 l뱅과 戰爭할 수

밖에 없 었다는 것 이 그러한 通說의 'H-강:라고 한다연 거 기 서 論R짧된 ’파형

國의 獨:;L"이 라는 concept 의 inplication 이 무엇 인가블 究明할 必뽕가 있

다. 淸 日 開戰윤 스스로 合理化하기 ￡흉하여 터 本이 提示한 "챔國의 獨jY;”

이 칸 concept는 上述한 바에 의하여 "淸勢룹 韓國즈L로부터 迷{H하는 것 ”

고} 通한다. !繹國에 있어서 他國에 比하여 廳倒的인 經濟R') 천盤윤 確立

한 日 本으로서 바g-한 rival 인 i펴國뼈-人의 經濟8() 깜力과 b삼때의 後}i

n얀 政治쩔力윤 짧싹칩j로부터 j초{{!하고 i렵험에 1\';_{L하여 (센 l행 d삿 I{j릎 ;진

意로 支配할 수 있는 態훨L를 수힘 함으로서 ”슨r法Li9 利益」￡盤”을 確保하

는 것 이 곳 ”韓國의 獨立”의 참된 意、義였 다 . 다시 말하면 ilfii\ I행의 行JlY:

89 經濟的 體制改編(所謂 內政改격n0 1 日 本의 經濟的 修帳어1 II뼈應케 하기

薦한 하나의 adjustment 로서 £'、要하였던 젓이다. 他國에 있어서의 내 나

라의 利益윤 獨려確保하기 寫하여 障6용物。1 되 는 第三國윤 f[g國 o 로부

더 ￡쪼出하는 것 이 ”韓國의 獨立”이 었 마.

7韓國의 獨立”이 라는 concept 의 inplication은 關連된 나마에 따라서

I옮區하였다. 日本의 그것이 淸勢逢出의 슴理化와 通하였다면 쫓國의 그

것쓴 ’f直接交涉의 外交的 root 의 {홉1I."과 通하였31.. 露國의 그것은 ”韓半

닮카 南滿洲 및 極東露領에 對한 軍事的 優攻의 據點즈L로 利用되는 것

윤 防止하는 擔-置”와 通하였다 (23)

淸日開戰파 列國 n.
1894年 5 月 31 日 哀ttl:많 L는 韓國측의 淸軍派週홍짖調윤 !2’댐하jl 2F;l행

l攻府에 建議한 結果 派軍이 決定되고 (6月 5ED (24) 淸國은 日本에 對하여

그풋을 行文知照하였다.(6月 7 日) (25) 이 때 日本도 運魔없이 韓國派兵윤

(23) 이 閒題는 本精의 염설篇에서 깐體的으로 取행하고져 한다.

(24) 口 本外交文펄 쩌二닙卷 2fj=--· n!t 1561댐，~村댐~n용代理公{싸→/lii 뺏外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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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國에 通땀하고(6Jj 71j)1261 大침公使가 51짝i한 420 名의 日本 1海兵은 6

까 10 日에는 서울에 f폐iJ휩

r軍훤?光디發|隊쩡는 6)띤 8 日 51 UI 灣에 폐i휩 (28) [퍼I 12 lJ 까지에 上1평을 펴了학녔

마 . 더 펄의 後繼쐐1짱 13,800名은(29) 6 FJ f-'10에 r: Jl I어1 _t댐을 펴了하

고 커캘i의 淸;휩과 XfiI훈하았 애. I좁軍의 ;웹황이 j패筆|피時澈兵交涉。1 :A퍼져

보 노라간 後에 進展된 람實은 淸@명의 F강動)[1얀 j’(.맺윤 示ME한다.

힘f현澈收어} 關한 交沙은 꾀J: 日 Jji)j縣辦理公{멋의 R軍澈收흉E옆에 서 始ff

된다. (6셔 14 딘) (30) 그려나 이 깨 日本뻗짧外相은그 問짧는 세}짧大‘딘公

使와 協議하라고 l젠셔:함으로써 거 이 l띔國公使룹 相펴j로」 하지 않였 마 .

그로부터 2 日後(161，，[ !J~前)에는 關議快定에 냐라서 J젠i與外相0] fr~l 日채i

國!公使에거l 所調內政객同改i￥E案을 提示하였다 (3 1) 李鴻章:의 兩軍同時敵

j않案。1 天챈뾰감i ;ff닙!I I 日 本領튿홉에 게 交tJ된 것은 1可 마 fr後였닥 . (32) B:상

使는 6 Jj 21 日字 公-x.에 서 三{때f댔項의 反對理 E섬룹 둘어 日 本의 提議릎

=rEi否하녔다. 즉 웹뼈의 內亂 01 01 口l 平定되였음ξ로 때軍!딴留의 必、要가

없게되고， 韓國의 內政짧華은 韓國의 自主施行에 마겔 젓이지 淸딩이

內政에 =f預할 權利가 없으며 , 天律條約規定에 의 하여 事變이 平定되 연 쭉

其澈軍하지 않으면 얀된다는 것이 었 다t. 內政改華案에 淸國이 反對할 것

은 陸뺏잣다§o] 當初부터 f象期했던 바이 며 淸國측의 反對與否를 莫論하

고 據定즘f횡U을 9옳行할 ，c，、算이 었 jζ며 內政改華案의 겹;體的 進짧을 보

71 前에 는 써코 搬軍하지 않겠 다는 것 이 (33) 그의 決意였음을 考j월할 매

(25) 티木外交3Zitt 쩍二七卷 쌓二f따‘ 167 따， tt鳳藏합日浦園公{f→멜뺏外찌 I.

(26) 同 上 169面， Komura to Mutsu (電文).

(27) 同 上 182面， 캉村臨時代理公使→1뿔햇外쉬j.

(28) R. S. McCordock, British Far Easterη Pθ，lieι 1894~1900. 1931, p. 79.
(29) Ibid. , p. 80 ,

(30) 日 本까交文쉽 쩍=七짧 ~::冊 198~199面

(31) I며 뇨 208~212面， 陸횟宗光 前據좁 33~38面-

(32) B本까상文판 前觸펌 212~213j떠.

(33) 텔옛 양j揚j감 39버f， 34""35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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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政改;훨案응 淸國에 對한 挑發行짧인 同時에 日 本의 軍띔行動을 合理

化하는 1-: 1實에 不過하였마.

以j그과 같은 背품下‘에 서 淸日約爭은 써l때의 介入을 希求한 해짧의 外

交活動어1 "냐라서 ;複雜한 國際問웹로 提起되었다. 94年 6 셔 9 日 빙u벼英

댐公f멋 Sir Nicholas 0 ’conor는 李鴻뭔의 뽑請에 의하여 本國Jl'l(府에 웹

하여 B~軍隊의 韓國上陸을 뼈 If::하는 外交‘交涉을 짧議하였다 (341 아마

이젓이 李鴻章의 對日奉制外交의 發째이 었을 것이마. 6 月 20 日 0 ’conor

는 李에게 本國政府로 부터 日 本政府에 그의 첼議事떳이 탬達되었음윤

通낌하는 폐時에 英國의 댐-日約爭에 對한 Good office 를 f휩識하였다고

한다 (35) 한펀 李鴻헨은 딴淸露國公使 Cassini에게 짧國의 {lilt행로 핍國

으로부터 兩軍共同敵收블이룩할 것을 호소하는 동시에 英國。1 까l間調

힘윤 自 請하였￡나 1886 年의 잖淸協定에 照홉옮하여 露國만이 調암t휩가

됨 수 있마고 생각했거 때문에 그것을 펀總하였다고 通告하였다(6f] 2211)

(361 이에 Cassini 는 많國이 介入하면 싫國의 極東에 있어서의 影響力。 1

행化될 것 이 니 웹- 日 公셋에 대II令하여 日 本政府를- 없服할 것을 Giers外相에

건의 하였카(6月 2211) 1371. Cassini 의 건의에 Giers 外相도 同感이였고 그도

英國에 對한 先手쓰기를 때했치 때문에 默日公셋 Khitrovo (Hitrovo)에 電

찌하여 (6月 23 E1) E3本政府에 兩軍同時搬l따블 저l 의 케 하였다 (38) Khitrovo

는괴II암에 따라서 陸뺏外相과會딩하고(6月 25[1 ) 댐國이 廠軍하면 日本도

(34) 所謂內政改훤案은 {;It蘇 힘애의 00議提案。l 였 으며 n ;J~~lU行bAikiZ은 |핏짧外씨 |

의 엉료議에 의한 것이었다.

(34) R. S. McCordock, op. l'. 81 ‘

(35) Ibid. , l'. 81
/36, Russian documents relating to Sino-Japanese war, 1894~1895. from Krasny
\ 37J archiv, Vol L-Ll, Pl" 3~63.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rν ， Vol XVII , No.3 , Oct 1933, p. 481 ff. cit., Pl'. 493~494，

The most devoted note of minister of foreign affairs. (以下 Krasny
Archiv 라 略함) .

(38) Andrew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ζy ， 1881~1894 ， 1958,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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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散軍하겠느냐고 質疑한B~ 陸典는 內政共同따파꽃에 펴國。↑ {司憲하딘지 ,

지然。l 면 日 本政府의 뿔獨實行을 했害하지 않는다면 日軍도 微l따하겠다

고 回答하였다 1391 [램國政府는 6 月 24 日 서울 131챔U의 쯤國公 ~fi에커1 아

래와 같。1 兩軍搬j없를 寫한 Good offices를 호소라고

大朝蘇督辦交涉i띠해당4jgjj ?풍

nβ會튿흡照得本챔辦겠킥;我

大검主갱때릅3[將;tiiJ원現감 f좁形知會좌國公使

領事以{형轉꽃7냥約Jt:~!!!원政府 츄比時

中 日 패國兵丁펴힘:패願’境內 ."

••••••••• -, ••••••• ‘ ...•...

‘'.' ‘ "‘ ..

• •••••••••• ‘· “ ....•. • , ..... • • • • 」

現효兩뼈~T:ltjP]빡須1'10 J1t :/lrl IJ本침將iiR없피| 中 괴쩨 tid깊→1:1: fJ풍싼亦允將[i'; t야「i;fl 」→ 디

겨:官닙花 cp l'J뭔꽉해띠 1;ZfE不때쩨回)ii i피뚫兩國兵 1司 n딴띠[터IIJ 本又거지願 .

...... ‘ . ~ . '"‘·

끽ζ협빼‘깅까:주￡

大감=t파펀下4기릅i0;홉!쩔i1j=JflJT有£J. J:와↑춰形f큐 리 1'1’，("，패쓰 itt!.않]조l 所{fP.: ~'l진應폐從대j품

fji善f핑調뽕lj，~JH상fi至j원함렴

}Fl !i 합

:大핏ι:fSi땅Hllj핏피:行드η*~갖f總領事施

m牛 표月τ !’ -II CI폐!협 6Jj 241'1 앞:'1즙자) ilο ，

다음과 갇온 /한깜운 얻 었 다，

No. 13 , F.G.

Legation of the L;nited State~

Seoul Korea June 2，~. 1894

Your Excellency;一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di~patch dare서 June 24

(39) 陸몇 홉1揚뿔 68'""'69펴.

(40) 꽃펀閒圖폼 뺨末外交文쁨中 美횟 떻1!1J~ !Tl /r·;';(1894Jf) 5)3 21 티 (6틴 24
디)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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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say that r am very willing to use my good offices to bring about , if

possible, a favorable solution of the present difficulties , r may add for your

information that at once upon the receipt of γour communication , r telegraphed

at length to mγ government, the kind affairs of which, r can assure you , 、、rill

be exerted in your behalf.

I also pained some of my colleagues in asking the Japanese and Chinese

authorities here, to consent to a simultaneous withdrawal of their respectlve

forces from Korean soil.

Trusting this action may result in grea t good to your cωntry I have the

honor to be your excellency’ s.

Obidient sen-ant

John M. B. Si!l(4!1

핑용國의 介入氣勢가 貝體化된 것파 韓國측의 합해國호소가 時間的으로

前後하였、읍은 lt. Q된다t·

둠장國의 JV:場은 점 차 積極化하여 6 月 30 日 Khitrovo 公{핏는 핸 l했블 ‘if;

問하고 「펙國政府는 同國의 內亂이 。1 마 鎭定되 었음을 公然'5'1 rnJ國 jbf/fE

의 各國使17\어l 씹-하고 淸日패‘國軍을 함께 搬去케 하는데 對하여 ii씬성 1 간

을의 援밟j블 求하였마. 故로 뚫國政}단는 日本政府에 對하여 韓國의 ;1flj

求블 受셰1할 것을 觀告한다. 萬떻i 8 本政府가 j휩國政府오} 同時어} 其軍

隊를 搬과할 것을 jTi진함에 있어서는 日本政府는 스스로 필大한 됩if:을

치 게 될 것 임 을 J￡f끔한다」는 內容의 覺書릎 手交하였 다 .1421 a}마 이 때 가

싫빼態l굉의 가장 積極펴인 時點이 었을 것아 다. 그것이 써緣과 |햇)짧에

게 얼마나 큰 衝擊을 주었는가는 1벌맺가 「嗚呼金는 킥즉今도 當時됨측↑휩을

l iCll想하변 포골이 陳然함을느끼게 된다」고 [맥顧한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가 있닥 (43) 韓國。1 提示한 해軍共同敵收案은列國의 Xf품를 얻 케 되 cl

!밤韓 • 英 • 佛 • 露 • 美 四個國公{옛는 淸 • 日 公使에 게 同時搬l땅률 提짧하있

(41) 때1: 곳멍案 1894年 6月 25 日條 -
(42) [l木外交文書 第二七卷 第二冊 284~285而， J벚뺏 前흉흘펌 69~70jIji

(43) I司 上 72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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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i4) 7l}에 도러서는 英國이 찾 • 佛 • 獨 • 삶응 列國에 함하여 iC同介

入을 제의하는 등 同 rfl]은 同時敵l않를 뾰;求하는 方向으로 가우려지는 듯

하였다 . 즉 따해英國公셋 0 ’ConOl가 美國公뱃 Denby 에 게 ;$:國t따府에

뽕t하여 對 日 끽同=1二沙의 光頭에 ←순것을 제 의 하고(7)j 31]) <45 1 그로부다

2 日後에는 밤핫英國公(띤가 美國務長官어1 게 ft~力行j빗플 하지 않는 條j牛

下에 極행에서 ~f디를 MH한하71 薦한 英國의 갯力에 tijW~i~할 것인가플

n따會한 닝}가 있었마. 이러한 英國태도에 佛j하여 Denbv 公1핏는 아래와

같이 國務省애 평f찬하고

My. 0 ’Conor, Her majesty’ s minister asked me to telegraph \ Oll requesting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ake the initiative in inviting the other great

powers in a joint pretest at Tokyo against the commencement of hostilities by

Japan. He said that he was in communication 、.\"ith the Yamen and that he

knew such action would be acceptable to China and other powers. I declined

to do so unless the TSllngli- Yamen requested it “ (.16)

그러나 책탱l務長터은 英國大껏어l 케 Ii.Y'F ~~I :{l 以外에 ;3j펴U갓 If'"J 로서 는

取할 方途가 없음을 明|슨i하 하였다 (471 이로서 승단國U&써의 “FIr)\ j]w['

은 大융별로 7 죄 7"-'8 E3댄에 꺼%i定되었읍을 얄수가 있다. 한편 7 단에 들어

셔 英國으로부터 jCi司 H步윤 져1 의 1갇은 j35速은 歸짧i問펴는 방來가 英國

고} 퍼國의 interest 에 |線란 問i월라 생각하고 英펴閒의 f)[ 타關{系어1 조감하

여 센B;닫問필가 자칫하면 英많間의 衝突로 發파할 것읍 ;念떤하녔기 매 문에

품i極띤엔 介入플 j데빠하였다 (48i

딩갚國의 기:;介入政젠과 4젊進의 f감t탬따 j)Jμ은 英國의 꺼펀떠 슛{깜플 크

(44) U.S. Foreign Reiιtions ， 1894 , No. 이， pp. 24~24. Joint note from the
foreign representives at Seoul to the Imperial Chinese and Japanese repre
sentatives. June 25 , 1894.

(45) 1'lc Cordock, op. p. 82

(46) ~T.S. Foreign Relations. 1894, p. 30. Denby to Gresham ‘ July 6, 1894
(47) Ibid. , pp. 36~39. Gresham to Bayard , July 20 ,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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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l 弱化시켰다. 횟， • 英 • 獨 三國의 以上과 같은 微妙한 立場。l 日本에

협하여 어떻한 影響을 주었을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說明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 표창國의 態度는 iill (II)하였던가를 살펴 보고저

한다. 李鴻r후의 Cassini 에 對한 approach 가 11.'감밟-으로 하여금 6 月 30 日

Khitrovo의 5옳硬한 對日覺書의 t월IJ"를 촉진하였、응은 前述한 바와 같마.

이때 李鴻章으로서는짧國의 d옳力한 介入플 n띠、5 하였었마. 그균1 냐 英 •

팩블 相對로 한 그의 二電外交는 。1 블 兩國의 씨땅덴j 介入윤 떠땀한 結

뽕가 되었다고 한다. 以下 Krasny Archiv플 1[-)心으로 펴日 開戰까지의

主要經過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6 月末項 李鴻펴은 밤英公使로 하여 금 英國뼈씨에 폐하여 Cassini 가

Khitrovo에게 日本이 ;Ylj國의 짧짧에 應하지 않윤 경우 7jlj國은 適lJJ한

뿜‘i펄를 取할 것이라고 日本政府에 通'et;.할 것을 +암jJ\하았다고 얄리게 하

였는바 이에 폐하여 Kimberly外相은 英때으로서는 威진fH긴 }7X段에 依'I‘ Jf

할 意펌가 없음윤 밝힌바 있었다 (49) 이어서 4E는 l센國內政냉산tl〔의 ~、홈i

(48) Die Gresse Politik , del' Europδ isclzen Kabinette , 1871~1914 ， Band IX , S , 241~

242 , Von Rotenlzan an den Kaiser , Berlin , den 16 , Juli 1894 ,

J. 中어l 마용괴 갇은 깐]節。1 있마.

Bei dieser Sachlage hat die chinesische Regierung auch an unsere Vermi
ttelung appelliert , damit wir auf Japan im Sinne einer Raumung Koreas
einwirken sollten , Schon vorher war auch die englische Regierung an uns
herangetreten mit dem Ersuchen , uns einer Intervention der Machte behufs
eines friedlichen Ausgleichs der entstandenen Gegensatze anzuschlicBen ,

Wir haben mit Riicksicht darauf , daB bei der Frage der Existen낀 Korcas
England und RuBland in erster Linie interessiert sind, und diese Frage zu
ciner Interessenkollision dieser beiden Machte fiihren Kiinnte , erwidert ,
daB eine Intervention nicht unsere Aufgabe sci , Dagegen scheint es ,
soweit eine solche Kollision nicht vorliegt, und die iibrigcn europaischcn
GroBmachtc im fricdlichcn Sinnc cinwirkcn , mit Riicksicht auf unsere
Handelsinteressen in Ostasien wiinschenwert, uns diesen gemeinsamen
Bemiihungen anzuschlieB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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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을 認定하고 이댐}합들- iFJ • 펴 • 日 二긍國의 감意호서 虛:理할 것을 Cassini

에게 }펌댐하고(50) 英國公댄가 얀감國의 a潤!좀을 감 Ei하고 il서 1행1 0 1 fI타 rl뎌裡에

더本의 行動윤 }관많하고 있음을 f넘짧j하였다”고그에게 告하녔마 (511 그라

고 꽉國介入의 t~價로서 랙탬1의 j따파問델를 마루거1 띈 三써피한71 구어l 칩屆

을 參加커1 할것을 約束하는가 하면 그로부티 2 티 後(7 티 3 日)에는 깜使

어] 케 딸립 이 잃、이 英 • 펀 • 佛에꺼I i써삼읍 홈파!j하있 다 ~52 ) 01 처 램 젤랭한

李鴻파의 :JlψJ에 EZ하여 펴國의 態}호·는 반드시 판l채 I~ 'J인 것이 아니 였다.

몇가지 Case 률 들어서 그것을 피즙뚱한다연 첫애 Khitrovo 찌 IJ 公젠가 P폐

國政府로 하여 금 B電h값ifrt폈과 더 괄。1 ~，'5. 淸 . IJ 三 1쐐퍼삼視 F의 內ifx改

펴문案을 {월짧케랴지-고 첼딩하고 (03) 딛퓨態의 떼l決은 日;ot::의 自 j받，e，、윤 펴f끽시

킴이 없이 激軍할 수 있는 方젖을 오썩하는데 달렸으며 不:.:、이연 R 本;內

의 흥분된 t한，e.、매 운에 日 本政”‘j 가 假使 그것 플 U;떠한 다 할지 라도 搬i률을

할 수 없을 것임으로 1파國ell 셔의 h감成委員텀폐어 1 I챔j한 짧댐블 할 것을 건

의 하였마 1541 이라한 立싸은 B 각\ζ11 뿔i한 ←→땐의 월:f11i맞짜‘이었마고 볼

수 있윤 젓이 마 . 물째 Giers까댐은 Cassini 公힘에 꾀한 꾀II 삼에 서 日 퍼터해

We(릎 흙한 상;Z響‘jJ行젠는 μ!HU긴 r±~·iiA의 形;r"\;을 11£할 것이 며 , 李패퍼의

期감률 全IJ션우로 理.젠한마 찰지 라도 4J힐國의 퍼(l권問/핍어1 ι껴 j펴。 1 [lD 接)，、

入하는 것은 適펴지 못한 것 (55)이략고 明示한 것， 셋째 찌、}￡ Gers 의

Cassini 에 對한 펀대II에서
~.

';'’}務E’러의 /폼댐는 꽉國。1 f꾀렛의 f캄亂어1 介入

하게 될 內政改i받問」핍에 參G다할 것 픔 jE잔함으로서 j띔밑피。1 英國으로 쏠

(49) Krasny’ Archiv , p. 500 ff. ~ole of the Director of the Asiatic Department,
June 30, 1894

(50) Ibid. , Telegram, Cassimi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ι July 1, 1894.

(51) Ibid. , Telegram, Same to 쩌me‘ July 1, 1894

(52) Ibid.
’

Telegram, Same to same, July 3, 1894. 1\J1alozemo§, op. p. 54.
(53) Ibid. , Telegram, Hitrovo to the .\!Iinister of Foreign Affairs, J띠y 1, 1894.

(54) Ibid. , Telegram , Same to same , July 1, 189,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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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거l 될것을 펴 I上하는데 있다" (56)고 팎示한 것응은 모두 펄態에 對한

露國의 消極H낀 立場을 說明한다 . k광國1f')()젠가 障國內政問댐에 介入할 것

을 把암한 것은 持허 注되되는 lμ實。l 마. 그러고 。1와 關連된 Cassini 의

報告에 依하면 짧國內政問題에 j상 l녕@이 參랜하는 것을 英國은 大폐-0-1 ~κ

滿하 。} 간다고 李鴻]델。1 그어l 거1 IIJi강한 바 있었 ~. (57) 7月 「꺼칩J.PJ fj1fo으

로 李總펜의 態]힐는 더욱 複雜해진다. 7fJ 14 日字 Cassini의 캡告에 의

하면 英國公使가 總理짧門어l 對하여 1펙國問댐어1 關하C케 日 本에 게 讓步

하고 日 本에게 →if:하는 것 이 極땅에i 서 의 ;ri域고F 影響力의 搬大른 f안댐

하는 잖國에 폐한 5월力한 따關가 될 것이라고 값得한 바 있다”고 李가

이 야기 했 다고 하며 ‘58) 亦옮 Cassini 의 7 딘 21 日 字 報告에 의하면 r법

감日本이 英國의 쐐챔을 提議한닥면 패궐l스로서는 짧하 짧國의 짐Iil f힘을

{i(i~펴하냈으며 짧國이 그 要求를 f디펴하지 않았고， 당표態의 平和的 쩨I~t차

에 냐슨 以l:{띠國에 調f판을 {R~집찰 수는 없마고 띠答할 것 이 며 , 英國

의 꾀덴에 關하여 英國 스스로가 提짧할 견우에노 그에 對한 때答의 內

r잠온 同一할 것이라고 李鴻章이 펀約하였다고 한다 (59) 李鴻章으로서는

김힘;國의 積j極的 氣勢를 B)J長하기 寫하여 英 • 패의 {ri1間에서 j'of승l L낌國을

폈I)냈하여 英國어1 對한 시기와 질사의 IL-、理的 찌果를 뼈fj-~5}면서 또 한

펀으로는 英國에 接近하는 =좋봐j 外交극三)뼈의 發짧를 펴圖하였윤 것이

1:-1- (60).

(55) Ibid. , Telegram, Giers to Cassini, July 7, 1894.

(56) Ibid. , Telegram, Same to same, July 8, 1894.

(57) Ibid. , Telegram, Same to same, July 14, 1894

(58) Ibid. , Telegram, Cassini to Gicrs, July 14 , 1894.

(59) Ibid. ‘ Telegram, Same to same, July 21 , 1894.

(60) Malozenoff, op. p. 269. 'vIalozemoff는 李의 :편外交가 많짧佛大使에 으}

등}겨 統露되 었마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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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5g당F둠~으로부터 NIH밤 ftd엠활 接τ즙한 英國은 7 Yl 5 日 !민 써大[벚를 通하

여 f해國1政府에 對하c규 퍼펴어1 세 의 Jt-I司꾸涉을 챔/꾀하고 速낌;을 측구하

았다. 다음날 佛外相 Hanotaux 는 e’{쐐國政府로서는 펄態에 網하여 詳~

한 바 없고 韓國에 있어서 U칸接的01 고 重훨한 interest 가 없 71 매문에 밤

째한 情報를 入手-할 매 까지 그 問펼에 관한 월定을 保핍한마”고 띤l答하

았 L}一 {61 ’ 이 래 맨f까f3ffi'찍됨펙公i떤는 Hanotaux 로셔 는 英행이 뜻하는 jhF컨二F

涉의 內찜。l 무엇인가플 佈짧할 必쭉→가 있었을 것이며 , 함一 그것이 英·

{빠에 따定뇌고 핸國을 孤立시키는 것이라면 그의 態딴는 전定iJ덩인 것이

고， 그것 이 集댐떠=r‘涉이 라면 帝國政府의 j피감-윤 기 대 걱 서 핍‘置를 取할

것 。1 라고 쐐뚫~하였다 (62) 한펀 이 1얘 Cassini는 그의 짜相에거1 佛國外務양r

。l l1: 티 Charge d ’affaires 에 게 평國。1 Jt찬、과 東京에서 'i-*"國問움딘의 Z돼II

F” ”afE사을 寫한 交涉윤 進行마。I 라 하나 佛國政짜f로서 는 그 交涉의 r&;

펑블 iii다꺼써한마는 휠뭔의 띔:Y:.通)많윤 發하였읍을 춰，~'gr하었다 (63} 이로서

보건머 佛國으로서는 別로 關心없는 펴t國問題에 英國에 加擔하C커 積極

介入할 態圖가 없었으벼 그보다도 U컨짧國露國의 _iL~꺼을 精페$!j낀으로 3t

답하였딘 것 같다.

이 매 평國으로서 는 英國의 쐐 • 짧어l 對한 提폐가 쇄爭어1 I，쩌폐된 빼‘國

政府어1 對하여 行{핏필 땅力의 形態를 提示한 낭F가 없으므로 이어1 同調할

수가 옆냐고 生짤하녔다고 하는 바(641 英國의 淸 13~서즉륨의 zp.和的엠‘決을

寫한 많 • 佛 • 짧 • 핏어1 對한 共돼行動의 짧議는 Cassini도 確認한 바가

있었마{65 ’ 以上을 별約하면 7 月 初에 英國이 提짧한 英 'f'켜} • 평 • 獨 •

(61) (62) Russian Documents Relating to Sino-Japanese war, 1894~1895. From

Krasn)' A.rchiv , Vol. L-Ll, pp. 3~63. The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εiew ， Vol. XVII, Jan. 1934, No.4 , p. 632 ff. Telegram, Ambassador

at Paris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July 11 , 1894.

(63) Ibid. , Telegram, Hitro\TO to Giers, July 11 , 1194.
(64) Ibid. , Telegram, Giers to the Ambassador at Parsi , July 13 ,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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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등 歐등양:11윈國의 ~￥U的 手段에 의한 淸 • 日紹爭解決을 혔한 따團기F涉

은 佛 • 獨의 띠111J:꽤 立場과 露國의 反撥的 立場과 美國의 不 l;涉다I立政

策으로 困하여 젝:體化되지 못하였약. 01 애 露國의 反撥1'0 낀;場은 英國。l

主動이 된 젝同千涉어l 露國이 加擔하연 結果的으로 ~펴東에 서 의 싫國의

interest 가 相펠的인 손상을 입케 된마Jl 判斷하었기 껴문일 것이마 (661

그러 고 많國의 英國어↑ 對한 反撥은 李鴻텐의 二휠外交와도 相當한 關많

이 있음은 짧述한 바와 같다. 그러하여 大體로 7 담 8 日 "-'12 B 맑까지에

英 • 찮 • 꽃등 日本애 對하여 奉制6'7 機能을 發揮할 수 있었을 |값쉰씨國

의 %tiF기~H步·方針은 二L 輪風이 드러났던 것야마. 이에 l마라서 日本의

態따근 패化되고 (밸짧外相의 挑戰外交는 經極目標를 팎向하여 d형行되었

닥 . 7타 12 日 字 大烏公짧에 ￥j한 힘많II에 서 f냉國政府에 ~j하여 1. 京*

間 軍j며펴댐의 架設權， 2. \繹國政府는濟物ltD條約어1 {衣據하여 日 本筆j행를

寫한 相當한 짝營을 建藥할 것 , 3. 花牙1]1의 f휩軍搬l얹， 4. 펴l;폐水陸質易

〕덴程等 l폐뼈의 獨:'iL에 低觸되는 消韓間짧條約은 →l;;JJ廢棄할 것 등을 10

日餘혐의 융갖後通바뽕으로 뭉옳要케 한 것은 "잦IJ國의 fA關R、j 態I파로 보아 언

제까지나 不꽃定狀態를 繼續할 수 없마고 生원했기 때문에 此際에 어떻

게 해서 딘지 消日間에 衝突을 f足進하는 것이 得짜앨 것 갇아서 (671 優柔

不斷한 펴廷에 對한 둬iR씹的 方策즈L로서 提起된 것”이었다. (68 , 10 日이 經

過해도 I꾀廷우로서는 束手無策。 1 었으며 그동안 흥t\:l:J:웹의 本國 搬收로

cm 18D) 태한 政治的 混짧L은 마침내 7月 23日 日軍의 玉關I다領과 大

院君政權의 拖立 o 로 落휩되고 마렀티r· 陸與를 陳然케 한 露國의 장칭링한

(65) Ibid. , Telegram, Cassini to Giers, July 17, 1894.
(66) McCordock, op. p‘ 83.

이때露國의 消棒的태도는 뚫’國이 種極(1.']으로 행國을 EE}간하약1 핫때 o’

反射的 o ，료 日本과 同盟하거↑ 될 것을 똥종慮하였 7↑ 재문이라고 올 수 았

을 것이다.

(67) 陸 짧 前f협휩추 62"-'63ilii .
(68) 同上 63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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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月 138 Hitrovo:公꽤가 짧示한 覺書에서 꺼J상國띈?감는 日本볕펌의 政

’fi宣듬‘다1에서 「챔國어l 對한 f찾f略意J땀가 없 o 며 ，갖國의 內亂。1 '5l[5全平隱

을 I티I쩔하고 洞없L再發의 i핫6딘:가 없게 되면 듀l速허 軍 1깡흘 쩌랩으로부터

搬收한다」는 뜻윤 댐定하고 φ] 블 크게 滿足한다”는 퓨」표로 누그러;z].3l.

말놨마 (69)

t'，記한 英밟1의 킹i]댐삭펴千涉案운其‘實 펴한랬|의 ~l‘沙을 141，짧하기 寫한

하나의 手짧으로서 f뚫起된 것 01 었다. 그것은 해日 JQ同保l웰으로 폐태의

國士保全을 째하자는 것으로저 (701 댐實上 B本의 內lJ;iz팩1可改J:권짧을 支펴

한 것이고 (71) 英國政Jl;j 는 그로서 lf융日쩌〉爭의 Z단씨CJ 쫓結윤 Jr: IJ펠하였년

것이다.‘ 。l 러한 方針에 따라서 0’Conor 公使의 (rll介下‘에 小↓셔뉘 目 2本t칩갖산5ι니，(，

7가F 總理f倒좀휩ifl애1멘만과 f援흥觸한 것은 7 月 98의 엘 c] 었다 e，2 ’ 그깨까지만 래도

露國의 템행介入---兩軍同時搬l따를 前提로 하는-- 윤 }[:lJ쉐한 消國측

61 英國했어1 司펠할 理가 萬無하였다. 日本측으로세는 英國햇이 :;;8否된

것윤 J쉰 섣로 때記한 바와 갚이 大‘탄公使에 거l 렀f핏자」윤 f넙ff하게 된 것

。1 냐 (731 여커서 兩軍同時激 l않案을 짧때한 바 있는 짧國파 日本이 제시

한 內政끽同맺훤평에 ~~l하여 댐日兩國의 再견M단윤 f띔짧한 英國:!!L↓덩‘파의

fl~本的언 差異點윤 發兄한다. 英國의 깨l찮갓W，:\[플 묘끽￡으로서는 行훨}의

自由를 얻게 됐마고 치매하는 同時어l “꽉國1의 핍態가 그 以上 時R윤 選

延할 수 없을 程따로 w펴하였음」ζ로 此際어1 ;i~단國파 ￠짝交‘하는 것비 得

쨌”이 라고 덤料하여 小村公使어1 "극운파 II하여 lj륜國政]젠에 對하여 " 日 本의 t굉

，:i~와 英 I헬1의 /팍 {rr폐땀을 iF펀한 것을 J'z웠하는 떠jlf흉어1 將次끼:;펴의 될좋態

(69) 同上 74 jJli
(70) 前뼈 티 太까x文변 295"-'296며1 .
(71) 짧꽤。l 궁금꾀 한 쩌패의 共힘]千짧아 日 ~4( j[\)H~' 1:;l짧 틀 혜1피이 즙Ilt할

것을 파·꽃·많· 佛·獨。1 j:l([젠勳詩하자는 }성참의 것이었다.

同 t 300찌 14木公·foE→陸멧外↑g 參j원.

(72) 陸 뺏 체f당판 83j퍼.

(73) 同 t 72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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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췄生하도라도 B本政府로서는 그에 對한 責f판을 지 지 않는마”는 활

닭의 흉중後通R뽕을 傳達게 하였다 .1741 (7月 In!, 01 날은 大，봐公使에 對하여 폈

~핏策을 f듭令한 날이 다. 그리 고 이 ;펴짜。l 總탱i퍼F언어1 t꿇j않된 것은 7fl 14 ‘] 이 었다).

이 에 對하여 淸國은 英國雄時{~理公使를 通하여 "日本政府가 아직도- 平

자l意펌가 었다면 淸國￡로서도 談判을 再開할 用意가 있음”을 !원會하였

대. 이에 對하C키 B 本은 假f엿淸國이 韓될명內政gz華案에 贊同한마 할:A]라

도 묘本政府가 今日까치 獨力오로 휩든~:한 事項에 對하여서는 찍f값하지

않을 것플 約束할 것이며 이 提짧에 對하여 58 以內에 팎전를- 回씀

할 것을 要求하였다 1751 如上한 日本측의 5옳壓的 態度에 對하여 英國은

7 터 21 日字 對日覺書에서 "日本:政府의 淸國政府에 對한 要求는 日本政

府가 交涉의 基盤 o 로서 淸國政府에 通告한 바와 背反되 고 ←헥麗圍블- 벼

서 나는 것 이 며 , 日 本政府가 單獨으로 휠手한 事項어] 淸國政府가 ]二與하

는 것을 펀쉽함은 1885年 天律條約의 精神을 無視하는 것으로서 萬캄

터本政κI가 此政策율 固執하고 그로서 開戰에 。1 르재 된다면 그 結果에

對하여 B本政府는 좁任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抗짧하였다 1761 그러

나 이때 日本은 야미 英國의 意圖가 極東에서의 平￥디쩌H폼에 있었 c 며

兵力에 호소해서 까지 自己主張을판철할 意펌가 없는 것플 確信했 71 때

문에 (77) 7月 22 日字 짧書에 서 從前의 主張을 再解明한 바 있었고 (78) 英

(74) 펴上 81~82面

(75) 同上 85~86而.

(76) 日 本外쪼文판 재trt해단i: 308~309떼. Memorandum, Substance of a telegram
received from the Earl" of Kimberly

(77) 陸 奭 前觸뿔 89떼.

(78) 日 本外交文뿔 前챔혜합 312~313面.

673. 7月 22B 짧奭外務大fa 크 ~햇國臨R풍 f'(;理公使 꺼J

3핫國 / 抗議 ; 뚫1 ν 주3t11§&~힘明 / 件

覺書 27年 7月 22 티

英國臨 H흉代뀔점-公{;l2=o 交섬·

日本政府*’今?淸國政.Il':! =0 r머 f要求AIι所/ 격긍 J/、日本政府二於T談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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歐 →느
ν\7~國떠cr하의 그 以上의 ill究는 없었다. 淸 • 펴 • B 三Q펴關係에 있어서

5싼國의 fi많國에 對한 interest 가 週弱해졌을 매 제댐의 日本에 對한 딴制마j

機能도 그와 iE1:t써되며 젓Ij~행의 경깥制的 機能。1 ?상 fC되면 ~L와 닷lt例B'J

으로 日本의 態}화가 硬化되고 마침내 f풋H업띔로 %變한r:-}는 댄띤j낀 光{1U로

B

國內

'ill 國이

침해하는

강、평t生윤

깎j긴순윤

示1낯以 l二의 것을 준다. 그라

하나로서보게 된 햄빔의

f}성~n낀

쫓當‘住 니}지는

外國의

우라에거l 띈純한

았다.
/
T

亡

;조

~l 。

?..!. t

目 本의 開戰外젓가 結핑的으로 成패윤

f뭔示한 (폐國內U핏」Q 同改뭔案의本。1

서 댐-日開戰外交는 今 H

그l

많、定했던

i댐평L은 政府의 失政과 無能이 原因연 바 펴j펴미k뛰1의 하〔퍼1[은 :~~닝ft，2.{rs '5'S'주슨

;S탱이 友好li<J ell -;';: D핏j싸을 j꾀守한 것도

않으면

:I:t
/、

것서다.

많定했 71

얀된

이I國의 ;댐r휩찬

reason 을日 本主/jι의

日木측의 主dkc1없다는않고는 이푹될 수

띤r혈을 우리는 무었보다 떨要채하지1련을 이르컨

;쫓L[!하지

;밀!했 F ν f採ffl ν f한 力 f 끼‘ l、 대] 읍 ν f 때 二펴떠!&i{f 二 j퍼써[1;，/ 강 lν£1않 = τ予/펌

-t 7."又避 力 二其LE圍外=- I:fj Iν 판 / =- 'IF7."何 F τF ν/~ 今 l피해퍼 / 펴냈/、左 /능R

點:關 ν 숫 /、前述 /칸J;~현 " /、決 ν '),同一 / 해”며17 ←f주 A /ν 극긍 / =- '11o7 -1j~ ν 서f

” 1껴隊國王二fi'i] r l!l'1二改고1운 7 빼lf단 AIν、포~:£tτ← ν{내 h τF L /SRlR[f1대!~{[械

/ 쉴쫓i1Ji(/、 j협國 /침!)] / 않 X 二容易 =j폐 力 VIν Iv 판 / j- Iν '7 n rITX'i';i펴꽤

/、陽二 日 기;: "D없同 ν 5"- ~맞퍼문 /뼈뿜 7 않 A " 雖 1- cc I원 力 =-써 f껴패 jτ ? ν 5

該ψ〔피Ui 7 Hpj국컨 ν .h Iι편 7땀 ν서τ← ”
一. 河j펴팩 15 力、 1꺼 (G댄二“ r 0KWU J 맏權 7 펼有.A Iv 方、、故二其權利 7 ~;;i， nj ν :T E:i

木國 /쭈Ij짧二大띈 7i體 Z 힘得 1냈二 口 本 1랜~t:덩 -c :ill;템廷二於 ;Fj끼빠 J ~~-f 1.띤

7 受 !I Iν띈폈핏τ)- 1)

••, 펴1m혜믿때/、 1=1 太 rtf.이 1피 / 處 j뭔 7 폐 Iv편 7Jli ~ 깃 /ν 크 ”ν r IJ /$:TIi& 싸 7 ν

f不得 IJ그팩個 二 f패댄政i(J 二 1피 Tti~~행 7 쩌 ν 1>, !ν; 컨 ”캉 /νf‘故춰 !I cc 페

때政짜二 j‘ r 때 ?!1i反iN 力’~'.E 二겨kBfZ ν 갖 /ν所 / 펴 力}믿짧 51" TI，갱 .h Iν 二非~'/

/ξ 口 木J&:R얀/、 今 "-j-l) rI、감1) /:t띠irT. 二立힘/ι헬能/、 z

天I¥ili'約/、 1￥( ,co J컨디 7'펴때二 ll.& Ji료 AIι / 手짧 7 )SI¥, 'fE A Iν-c / 二 ν f때

빡事件 二 째 ν jgfrfRa兩패 Ei.=- 쩌지j\i AIν / X~선따 71ν낀I十 ν

감]情j따!7 / J;rl !I -j- IνfJk二 깜 ν파꽤政쩌二於숫今띠/ ~~~I많 크 1) Ic仁 AIν所

/ 絲따 7 以 f獨 1) EI 本政싸 /되二 iI {: ν J, Iν 7] 1m 키:τ!f '7 Iν-c 13本政府;
야숫/、 it~r 之二 쉰 f 균 /ν E- / r떠 X팝 νj답1m 二 ir~ fC'~ il'z따 h E! 기~/캠談 7

容 /ν/ν 力 又/、 (CUi단핏패산찌 / 딴旅 7 以f 該핀}신〈낀~:I'U ν 끼 /ν뾰 j했 7 tJ1'1주

-t '1)- 1) ν • l/ /’Tli펀 JUT / 1m !7 'ill ::k -j- }v =-至딩 it 1) ντF 주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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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엘 것이다 (79) 英國이 日本立場을 支참한 것은 露國에 對한 配E눴도

있었겠지만 亦是 韓國의 內政改華의 쫓當性을 Ij，忍定했 71 때문일 것이며，

그로서 다 같이 友좋K國인 淸‘ 日 이 렁행즈~g콩에 서 f간쩔l關係를 維챔하고 핸國

의 政治的 安定。1 이룩되면 英國으로서는 一t:i二딘의 成果가 된다고 判

斷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짧國까지도 內政改팎案自體에 對하여서는 뚜

렷한 反撥을 보이지 않은 것윤 볼 때 (80) 問1턴는 더욱 r꽁갖IJ해진다. 6 月

25 日字 서울밥在 4 個國公使의 淸日公使에 對한 짧書에서 보는 兩軍同

時搬1&案에 對한 支채R〈〕 lV: 」꺼에 도 不抱하고 7 .FJ 8"-'12 日 까지 에 列國政

|잔의 不介入政策이 決定된 짜띠i에 는 上述한 列國關係의 ↑}냈妙、한 動向以

$'(.에 兩軍同時搬l&청을 저1 기 한 댐廷의 " IJS¥訴外交의 짜!셋”와 內政JC 同i:\1(

jl형의 쫓當↑잎을 列j밸므 로 하여 급 돼‘定케 한 日 本의 “說得外소‘의 成이”

이 ‘까f되었음을 1')-;뭘해서는 안뭔 것이다.

원國의 不 r涉다!立ISY:짜의 理由를 Tayler Dennett는 첫 째 갱?;짧은 i밤 •

꾀 '8 三國파 友好關係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特定國에 치우칠 수가 없었

￡며 , 둘째 :필態의 티然的 趣쟁에 相닷되는 介入은 歐洲장Ij國의 長쟁에 춤

추는 結뽕가 될 것이고， 그런것은 쫓國의 댐統的 政땅에서 벼서나는것

이 71 때문이었다고 값明하였마 (8 1) 그라고 꽃國은 필현國과의 f댔約規定에

(79) U.S. Fore쟁n Relations , July 20 , 1894 , appendix I , pp. 36~39 ， Gresham to
Bayard, Tyler Dennett, American Good Offices in Asiι ， American Journal of

Tntenzαtional Law, VOL XVI , 1922 , P. 20 參照.

(80) Krasny Archiv , Telegram, Hitrov to Giers , July 1, 1894. 여 치 서 Hitrovo

는 펴펴政에t로 하여금 []'r김빼1&와 露 • 淸 ·R 三꽤lZi視下의 內政QS!: 1힌핏윤

提起게 하자고 짧짧하였다.

(81) Tyler Dennett, op. p. 19.
(82) Ibid. p. 20. Gresham 國%릎펀의 땅l'쫓n本公빠어} 對한 覺얀이l 서 Japan

would deal “ kindly and fairly with her feeble neighbor 라고 부 탁 한 짜엔‘

플 지척하였다.

(83) I=J 本外交文펄 떼쳐캉7편 307~3081패. 陸짧 前播큐추 90]찌. I짧뺏手핍에 의하먼

IT~좋。1 I뺨英公使로부터 }ti섣f된것은 7月 22더이었는데 그때 짧F때에서 口피rI

은 。l 마 ’따事行펴1을 이 르킨 後여 서 確答을 주기 전 에 淸 口兩떠은 젓戰;[kl빨

로 도려갔마고 회고하였마. 그러나 上記 더本文띔에 依하면 該찢은 7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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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서 Good offices를 行使했다고 주장하였다 1821

끼、 ι과 같은 經節로 해서 7 꺼 대l헤 以 [JYfo으로 티本의 戰意는 빠r定되었

으며 , 歐증한째國은 그들의 銷쩨하고 微妙한 相互關係와 스스로의 jL場으

로 떠하여 事態의 進/展에 오칙 {춤觀的알 수 밖에 없었다. 7 月 19 日떠

英國政}삼가 l젠國의 分웹되領될n 日筆은 서울以南 6 로 械l따하고 淸軍은

平첼우로 쩡動함으로서 ←;t~力偉j突을 回越하지는 案을 끓긴j하였다 (83) 그

핀 나 이 案에 對하여 日 ;4;:은 혜軍은 F힘쪽에 位圖하고 日 筆은 北方어l 있

카 때문에 寶拖困數하다고 tl낸펀하고 fM} 淸國만。] 英햇에 폐意하였마 (851

이 때 i휠國에 서 는 外務tYI펴細단Ej죄長 Kapnist가 잠정책 保f쩔밍〔땅 흑은

첼f급깜의 一環 6 로 !팩國의 port Lasareff블 白領하자는 쫓윤 f싫起한 바

도 있..Q...~}(851 具體化되지 옷한 채 日筆의 뼈/I'J은 열렸단 것이다.

19日 本國으로 打電폐t!i되 었다.

(84) Krasny Archiv, Telegram 、 Hitrovo to Giers, Julγ 27 , 1894
(85) Ibid. , Telegram, Cassini to Giers, July26, 1894.
(86) Ibid. , Note of the Director of the Asiatic Department, July 18,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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