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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본 연구는 청이 불평등조약과 서양 국제법 서적을 통해 주외공관 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을 분석한 다음, 이것이 주한공관 설립과 한청 근대외교로 

이어지는 모습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각각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이 작용하는 양상에 유의하였다. 즉, 외교학의 용

어와 개념은 물론 주외공관의 운영 원리에 착목하여 청의 주한공관을 체계

적으로 밝힌 개척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청은 아편전쟁으로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따라 주외공관 제도를 수용하였

다. 이후 열강이 속속 설립한 주청공관은 자국인을 보호하고 외교 협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영사재판권·포함외교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였다. 한편 이 시기 청에 번역 소개된 �만국공법� 등의 서양 국제법 

서적 또한 주외공관의 역할, 권리, 의무 등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非서구에 대한 영사재판권과 포함외교를 정당화하였다. 이를 통해 청에서

는 합리성과 제국성으로 대표되는 주외공관 인식이 형성되었다. 본고가 불

평등조약과 서양 국제법 서적에서 公使·領事 등의 번역어가 정착되는 과정

을 분석한 결과는 청의 주외공관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러한 상황에서 대외 위기가 고조되자, 청 정부 내에서는 상주사절 파견론

이 대두하였다. 그 결과, 청은 영국을 시작으로 해외 각국에 공사관을 개

설하고, 싱가포르 등 청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영사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청의 주외공관은 현지에서 교섭 사무, 자국민 보호,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청이 불평등조약에 따라 설립된 열강

의 주청공관을 관찰하고, 서양 국제법 서적을 이해한 결과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883년 청은 첫 번째 주한공관으로서 주조선상무서

를 설립하였다. 주조선상무서는 분명 근대외교의 산물이었으나 청과 조선

은 아직 전통외교를 적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조선상무서는 전통외교와 

근대외교가 착종된 과도적 형태의 주한공관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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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당의 직함을 총판상무위원이라 하면서도 사실상 총영사의 지위를 부여

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진수당은 주로 청 상인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국성을 표출하였고, 이를 합리성으로 분식하기 위해 전통외교

와 근대외교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시기 한성·인천·부산·원산에 설

립된 주조선상무서는 판리조선상무장정을 토대로 운영되면서 진수당의 활

동을 뒷받침하였다.

1885년 청은 진수당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원세개를 임명하였다. 이

때 원세개에게는 총리교섭통상사의라는 직함과 총영사 겸 4등공사라는 지

위가 부여되었다. 본고는 원세개가 지닌 4등공사의 지위에 주목하여, 이것

을 원세개가 상국의 대표로서 조선의 외교를 주지하는 근거가 되었음을 밝

혔다. 그러나 원세개는 외교뿐 아니라 내정에까지 개입하였고, 이 과정에

서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를 선택적으로 구사하여 제국성을 더욱 강렬히 표

출하였는데, 원세개가 임기를 마친 후에도 두 차례나 더 유임되었던 것으

로 볼 때, 이것은 청 정부의 암묵적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 시기 주조

선상무서의 규모가 대폭 확장되고 용산상무서가 신설되어 원세개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던 중 청일전쟁이 일어나며 주조선상무서는 폐쇄되었다. 이에 청은 

1896년 총상동·총영사 당소의를 파견하여 주조선영사서를 개설하였다. 이

때 당소의는 비공식 사절을 자처하였고 주조선영사서 또한 비공식 기구에 

머물렀는데, 이는 자국민을 보호하면서도 조선의 수교 요구는 거부하기 위

해 일종의 편법이었다. 청은 마지못해 수교를 결정한 다음에도 4등공사 또

는 흠차대신을 파견하려고 하는 등, 여전히 대한제국에 전통외교를 적용하

려는 태도를 보였다. 

1899년 한청수교가 이루어진 후, 청은 두 번째 주한공관인 주한공사관·

영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는 결국 청이 대한제국에 근대외교를 전면 적용하

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주한공사 서수붕, 허태신, 증광전은 서양 국제법과 

한청통상조약에 근거하여 교섭 사무를 처리해 나갔고, 이 무렵 신설된 外

務部가 주외공관 제도의 개편에 나서면서 주한공사관·영사관의 합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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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보강되었다. 이 시기 청이 제국성을 표출하기 어려워진 상황과 달리 

대한제국에서는 열강을 모방한 제국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제1·2차 한일협약 이후에는 청의 주한공사관이 철수하고 주한영사관이 

그 공백을 채웠다. 이 시기 한국총영사 마정량은 주한공사에 버금가는 권

한을 지녔고, 주한영사관의 규모는 더욱 확장되었다. 본고는 이 시기 청 

정부가 주외공관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한영사관의 관제가 개편되고 관원

에 대한 대우가 개선된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도 청의 주한공관이 지닌 합리성이 증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총영사 마정량은 각종 현안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합리성을 내

세웠지만, 대한제국을 매개로 일본이 표출하는 제국성에 대응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리고 한일병합으로 대한제국이 주권을 상실한 후에도 주한

영사관은 주조선영사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존속하였으나, 한청관계가 일청

관계로 대체되었기에 그 위상은 점차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 청말 주한공관을 한청관계의 맥락 위에 놓고 전통외교와 근

대외교의 착종 과정에 주목한 것은 선행 연구의 보완과 연구 지평의 확대

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중국외교사의 측면

에서, 청의 주한공관은 중앙 정부와 개인 차원의 외교 행위를 상호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된다. 특히 청의 근대외교는 합리성

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물론 속국에 대해서는 명백히 제국성을 띠었던 만

큼, 청의 근대외교가 지닌 후진성이나 反침략성을 강조해 온 선행 연구의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관계사의 측면에서, 청의 조선 정책

은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양쪽 모두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이 길항하

는 과정에서 그 양상을 달리하였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청의 조선 정책

을 전통적인 속방 체제의 강화 또는 근대적 제국주의 어느 한쪽으로 이해

하는 것보다는 양측 모두가 착종한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 적절하다. 

주요어 : 주한공관, 한청관계, 전통외교, 근대외교, 합리성, 제국성

학번 : 2016-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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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근대 이전 동아시아에는 中華秩序라는 고유한 국제질서가 존재하였다. 

중국이 ‘華’를 자처하고 주변 국가와 민족을 ‘夷’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華夷秩序라고도 불린다. 중화질서는 春秋戰國時代부터 관념화되어 秦·漢, 

뒤이어 隋·唐의 통일왕조를 거치며 현실화되었고, 明·淸에 들어서는 새로운 

正統論을 수반하며 널리 확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은 중국 중심의 

垂直的·階序的 원리와 朝貢·冊封 행위를 골자로 하는 傳統外交를 통해 대

외 관계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과 주변 국가의 관계는 암묵적 합의 

속에 애매하게 규정되었고, 間歇的 또는 斷續的으로 파견되는 勅使와 貢使

를 통해 느슨하게 유지되었다.

19세기 西勢東漸의 흐름 속에서 중화질서와 전통외교는 큰 위기를 맞았

다. 제1·2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이 서구의 국제질서인 條約秩序에 급

격히 편입되면서, 주권 국가 간의 상호 대등한 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近代

外交를 수용한 것이다. 근대외교의 핵심은 條約과 常駐使節에 있었다. 이

제 국가 간의 합의는 체결·비준의 절차를 거쳐 조약 속에 成文化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상주사절은 자국민 보호와 정보 수집 등 상시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외교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본국과 소통하며 상대국과 신속히 

교섭하였다. 한동안 청은 서양 국가에는 근대외교를 행하면서도 藩屬에는 

傳統外交를 적용하는 二重外交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통외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근대외교를 기준으로 하는 普遍外交로 

나아가게 될 것은 필연적 귀결이었다.1)

이처럼 청말 외교는 일종의 전환기에 해당하였던 만큼, 그동안 많은 연

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기왕의 연구 성과를 몇 가지로 대별해 보

1) 상대국에 따라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이중외교’, 모든 국가에 근

대외교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보편외교’라 구분한 것은 유용태, ｢중국의 지연된 근

대외교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지역사의 시각-｣, �한중인문학연구�37, 2012b의 정의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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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 국제법 서적의 전래 과정과 영향을 규명한 연구이다. 19세기 

이전 마르티니(Martino Martini)가 서양 국제법 서적 �법에 관하여(De 

legibus)�를 漢譯하고, 林則徐가 바텔(E. de Vattel)의 �국제법(Le Droit 

des Gens)� 번역본 일부를 토대로 영국의 아편 무역을 단속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연구는 19세기 후반 미국 선교사 마틴(William Martin)이 

번역한 �萬國公法�(1864), �星軺指掌�(1876), �公法便覽�(1877), �公法會

通�(1880)에 주목하였다.2) 이에 따라 청이 서양 국제법 서적을 수용하면

서도 그 중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였음이 드러났다.3) 한편 번

역이라는 행위에 주목하여 그 속에 투영된 관념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

었다. 이들 연구는 서양인·중국인이라는 복수의 주체가 외국어·중국어라는 

복수의 언어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어와 번역어 간의 一對多, 

多對一, 多對多의 관계, 이른바 ‘번역의 重層性’을 통해 중국과 서양의 세

계관이 서로 錯綜하는 양상을 제시하였다.4) 이는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한 

2)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동아시아 각국이 양력을 채택한 시점에는 조금씩 차

이가 있다. 일본은 1872년, 조선은 1896년, 청은 1912년부터 양력을 도입하였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월일 표기 원칙을 세워 독자의 혼동을 줄이고자 한다. 먼

저 본문 서술에서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양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각주에 인용

한 자료에서는 양력 또는 음력으로 임의로 통일하지 않고 해당 자료에 표기된 연월일을 

그대로 옮겼다. 

3) 川島眞, ｢中國における萬國公法の收容と適用｣, �東アジア近代史�2, 1999 ; 강상규, ｢중

국의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25, 2006 ; 曾濤, ｢近代中國與國際法的遭

逢｣, �中國政法大學學報�5, 2008 ; 정동연, ｢淸末 �萬國公法�의 도입과 세계관의 錯綜｣, 

�동양사학연구�144, 2018a.

4) Hungdah Chiu, “The Develop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Law Terms and the 

Problem of Their Translation into English”, Jerome Alan Cohen, Contemporary 
Chinese Law: Research Problems and Perspective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Ralph Covell, W. A. P. Martin, pioneer of progress in 
China, Washington :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78 ; 張嘉寧, ｢�萬國公法�成立事

情と翻譯問題｣, �日本近代思想体系 : 翻譯の思想�, 東京 : 岩波書店, 1988 ; Lydia Liu, 

“Legislating the Universal : The Circu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e 

Nineteenth Century”, Tokens of Exchange : The Problem of Translation in 
Global Circulations, Durham, NC : Duke University Press, 1999 ; 이근관, ｢동아시

아에서의 유럽 국제법의 수용에 관한 고찰 : �만국공법�의 번역을 중심으로｣, �서울국제

법연구�9(2), 2002 ; 윤영도, ｢中國 近代 初期 西學 飜譯 硏究 - �萬國公法� 飜譯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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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의 사례를 살피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청의 근대적 외교 기구의 성립과 변천을 다룬 연구이다. 연구 대상

은 주로 總理各國事務衙門(1861, 이하 總理衙門), 外務部(1901) 등 중앙 

정부가 설립한 외교 기구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총리아문은 외교 사무

를 처리하기는 하지만 夷務와 洋務를 함께 담당하는 기구, 외무부는 6部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외교를 전담하는 기구라는 측면이 규명되었다. 비록 총

리아문과 외무부 중 최초의 근대적 외교 기구가 무엇인가 하는 데는 여러 

관점이 존재하지만, 이들 외교 기구의 발전이 中華民國에 들어 外交部

(1912) 성립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합의를 이루고 있다.5) 그

러나 이 시기까지도 청의 외교는 분권적·다원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

던 만큼, 중앙 정부 차원의 외교 기구를 지방, 또는 해외의 외교 기구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청이 체결한 근대적 조약의 체결 과정과 내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

이다. 17세기 이래 청은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캬흐타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대적 조약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례였

를 中心으로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 Rune Svarverud, 

International Law as World Order in Late Imperial China : Translation, Reception 
and Discourse, 1847-1911, Leiden : Brill, 2007 ; 강상규,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주

권’과 ‘국제’ 개념의 탄생 - �만국공법�의 판본 비교와 번역｣, �중국학보�62, 2010 ; 周

圓, ｢丁韙良�萬國公法�の飜譯手法｣, �一橋法學�10(2), 2011 ; 孫建軍, ｢�萬國公法�の翻

譯に關わった中國人｣, 鈴木貞美·劉建輝 編, �近代東亞諸槪念的成立 : 第26回國際硏究集

會�, 2012 ; 김성배, ｢한국의 근대국가 개념 형성사 연구 : 개화기를 중심으로｣, �국제

정치논총�52(5), 2012 ; 石川禎浩 外, �近代東アジアにおける飜譯槪念の展開�, 京都 :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2013 ; 李動旭, �觀念與體制 : 中西語境互動中的淸廷對朝鮮政

策演變(1843-1893)�, 北京大學 博士學位 論文, 2018 ; 정동연, 위의 글, 2018a.

5) 陳體强, �中國外交行政�, 上海 : 商務印書館, 1945 ; Meng, S. M., The Tsungli 
yamen : its organization and functions, Cambridge :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62 ; Banno Masataka, China and the West, 1858-1861 : 
the origins of the Tsungli yame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4 ; 

劉光華, ｢淸季總理衙門的組織｣上·下, �國立政治大學學報�46, 1982·1983 ; 王立誠, �中國

近代外交制度史�, 甘肅 : 甘肅人民出版社, 1991 ; 吳福環, �淸季總理衙門硏究�, 鳥魯木

齊 : 新疆大學出版社, 1995 ; 蔡振豊, �晩淸外務部之硏究�, 臺北 : 致知學術出版社,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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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대다수의 연구는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이 강요한 南京條約, 天

津, 北京條約 등의 침략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 집중해 왔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청이 서구 열강을 모방하여 동아시아 주변국에 침략적 성격을 

지닌 조약을 관철하였다는 연구도 제출되었다.6) 그러나 이처럼 침략적 성

격을 지녔던 조약들은 한편으로 청이 서양의 근대적 제도를 수용하고 적용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청이 체결한 근대적 조약을 살필 때는 침략적 

성격이 쌍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과 더불어, 그 결과로서 초래된 외교 

제도의 집권화·표준화를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청의 外交官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교관은 중앙 

정부의 총리아문·외무부 관원, 그리고 해외에 파견된 일회성 사절이나 駐

外公館에 상주하는 公使·領事 등을 모두 포함한다.7) 그동안의 선행 연구는 

6) 植田捷雄, ｢南京條約の硏究(一)｣, �國際法外交雜誌�45(3·4), 1946 ; 王璽, �李鴻章與中日

訂約(一八七一)�,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981 ; 靑山治世, �近代中國の在外領事とア

ジア�, 名古屋 : 名古屋大學出版會, 2014.

7) 현재 우리나라가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위해 해외에 설립된 기구를 지칭할 때 쓰는 공식

적인 용어는 ‘在外公館’이다. 그러나 이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駐中大使館’, ‘駐美領

事館’ 등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在’와 ‘駐’가 혼용되는 것은 ‘번역의 중층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在’와 ‘駐’는 사실상 의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

는 ‘在’와 ‘駐’를 함께 쓰는 것이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駐’로 통일하

였다. 이는 ‘駐箚’, ‘駐紮’, ‘駐韓使館’ 등 ‘駐’를 주로 사용한 청말의 언어 관습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영사 제도는 십자군전쟁 시기 베네치아 등의 상업 도시들이 이슬

람 지역에서 활동하는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재판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대표

를 둔 데서 유래하였다. 따라서 영사는 본래 외교관과 구분되는 직책이었다. 그러나 19

세기 중엽부터 서구 열강의 해외 팽창이 본격화되면서 공사를 파견하지 않은 국가와의 

교섭 사무가 급증하였고, 이 경우 영사가 대외 교섭을 전개하여 공사 역할을 대리하기

도 하였다. 예컨대, 제2차 아편전쟁이 벌어졌을 때, 서구 열강은 공사를 파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영사를 통해 청과 교섭하였다. 이후 영사가 자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하

면서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외 교섭까지 담당하는 관행이 이어졌고, 이는 청의 영사像

이 형성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靑山治世, 위의 책, 2014, 3-4쪽 참고) 이처럼 

영사와 공사(대사)의 경계가 모호한 관행은 1963년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에서 외교공관이 영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제3조), 외교공관이 없을 경우 영사가 상대국의 동의를 얻어 본국 대표로서 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7조)는 내용으로 공식화되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영사가 행

정, 사법이 아니라 외교 관련 부서에 소속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영사와 공사의 주된 업무와 위계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되, 영사를 넓은 틀에서 외교

관의 범주로 포함하도록 한다. 



- 5 -

北洋大臣을 지낸 李鴻章·袁世凱, 주외공사로 파견된 郭嵩燾·曾紀澤·何如璋 

등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외교관 전체를 유형화하려는 

연구도 간혹 시도되었다.8) 이들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본국 정부의 외교 방

침을 준수하면서 때로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

에서, 청말 외교를 多層的·多角的으로 이해하기 위한 탐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관에 대한 관심은 그가 소속된 조직이나 기구에 대한 관

심으로 확장되지 못하였고, 여기에 자료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청이 주요 열강에 설립한 주외공관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

다. 후술하듯, 청의 주한공관을 다룬 선구적 연구가 청의 근대외교를 이해

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또한 주외공관의 운영 원리와 제

도 전반까지 포괄하여 주한공관을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청의 외교관에 대한 연구는 외교공관에 관한 연구로까지 확장될 여지가 남

아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흐름 속에서 청말 외교사 연구는 조금씩 활기를 띠

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본학계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戰後 일본학계의 

청말 외교사 연구는 한때 “絶學”의 상태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중국의 屈

起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연구자의 수가 늘어나고 연구 대상의 폭이 

넓어졌으며 比較史·關係史의 연구 방식까지 활용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9) 이에 따라 청말 외교를 서양과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고 영토

8) 李恩涵, �曾紀澤的外交�, 臺北 :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982 ; 箱田惠子, �外交官の誕

生 : 近代中國の對外態勢の內容と在外公館�, 名古屋 : 名古屋大學出版會, 2012 ; 岡本隆

司·箱田惠子·靑山治世, �出使日記の時代 : 淸末の中國と外交�, 名古屋 : 名古屋大學出版

會, 2014 ; 靑山治世, 앞의 책, 2014 ; 李文杰, �中國近代外交官群體的形成(1861-1911)

�, 北京 :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7.

9) 청말~중화민국 시기를 다룬 일본학계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坂野正高, �近代中國外交史硏究�, 東京 : 岩波書店, 1970 ; 川島眞, �中國近代外交の形

成�, 名古屋 : 名古屋大學出版會, 2004 ; 岡本隆司, �屬國と自主のあいだ�, 名古屋 : 名

古屋大學出版會, 2004 ; 岡本隆司·川島眞 編, �中國近代外交の胎動�, 東京 : 東京大學出

版會, 2009 ; 箱田惠子, 위의 책, 2012 ; 岡本隆司 編, �宗主權の世界史�, 名古屋 : 名

古屋大學出版會, 2014 ; 靑山治世, 앞의 책, 2014 ; 岡本隆司·箱田惠子·靑山治世, 위의 

책, 2014 ; 岡本隆司, �中國の誕生 : 東アジアの近代外交と國家形成�, 名古屋 : 名古屋

大學出版會,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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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권을 수호하기 위한 反帝 활동으로 파악해 온 그동안의 인식이 대폭 

수정되었다. 기실 청이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과정은 곧 제국주의를 모방하

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청은 서양 국가의 침략적 외교에 저항하면서도, 전

통적인 번속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략적 외교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청말 외교사 연구의 관점과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데, 이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를 二項對立의 관계로 파악한 것이다. 전자에 

주목한 연구는 청이 근대외교를 실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 달

라진 것이 없었고, 신해혁명 이후에야 비로소 근대외교로 나아갔다고 보았

다. 반면 후자에 주목한 연구는 청과 서구의 계속된 교류 속에서 전통외교

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근대외교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청말 

외교에 있어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는 서로 대립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전통

외교는 근대외교의 방향과 동력을 결정하는 토대로 기능하였고, 근대외교

는 전통외교가 봉착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말 외교는 전통외교와 근대외교가 공존하며 상호작용한 결

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청의 이중외교만 하더라도 상대 국가에 따라 달

리 발현된 것은 물론, 동일한 국가에 대해서도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발

현되었다. 이처럼 전통외교와 근대외교가 겹치는 광활한 중간지대를 간과

하고서는 청말 외교의 독특함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둘째, 청말 외교를 둘러싼 帝國性10)에 주목하면서도, 또 다른 축인 合理

10) 제국성(Empireness)은 異族과 異域을 위계적으로 지배하는 제국을 형성·유지·확장하

려는 성향과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형상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이때의 제국에는 

전통적 제국은 물론 근대적 제국이 모두 포함되는데, 양자는 뚜렷한 차이를 지니면서도 

연속성을 갖는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국성을 전통외교와 근

대외교 양쪽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전자는 조공·책봉 체제에 토대를 둔 

중화주의, 후자는 서양 국제법 체제에 토대를 둔 제국주의(Imperialism)의 성격을 강하

게 띤다. (William Langer, The Diplomacy of Imperialism, 1890-1902, New York : 

Knopf, 1960, 3장 ; 山本有造, �帝國の硏究�, 名古屋 : 名古屋大學出版會, 2003, 1-2장 

; 이삼성, �제국�, 소화, 2014 ; 유용태, ｢自國史의 帝國性을 묻는다｣, �역사교육�137, 

2016 참고) 한편 제국성은 청의 맥락에서도 논의되었는데, 이를 대표하는 담론으로는 

청의 몽골·신장·티베트 지배가 지닌 식민성을 강조한 ‘滿淸植民主義’, 청이 직접 통치 대

신 이권 확보에 주력한 것에 주목한 ‘비공식적 제국주의(informal imperialism)’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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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11)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청말 외교가 집권화·제도화

된 측면이 간과되고 그 후진적·퇴행적인 면모가 부각되었는데, 이는 중화

민국의 외교가 실제 이상으로 포장되는 반사효과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리고 이는 제국성과 합리성이 길항 또는 융합하는 상호 관계가 간과되는 

문제로 이어졌다. 그러나 청말 외교는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모두를 참고하

여 제국성은 물론 합리성을 갖추어 나갔으므로, 양쪽 모두를 시야에 넣고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셋째, 청말 외교를 중앙 정부와 개인 차원의 외교 활동으로 파악하면서, 

지방이나 국외라는 요소를 충분히 조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

앙 정부와 개인의 외교 활동은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었

다. 그러나 외교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과정에는 정책 결정자의 동기, 

정책 결정자 간의 정보 유통, 국제적 환경 등 수많은 내부적, 외부적 요인

이 개입하기 마련이다.12) 특히 청말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하면서 각 

들 수 있다. (Larsen,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Cambridge, Mass. ; London :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8 ; 유장근 外,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 동북아역사재단, 2009 참고) 

11) 합리성(Rationality)은 개별 학문마다 그 지칭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 본고에서는 합

리성을 외교 정책 및 행정 방면의 용어로 사용한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과학자 사

이먼(Herbert Simon)은 합리성 개념을 실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과 절차

적 합리성(procedural rationality)으로 구분한 바 있다. 실질적 합리성은 목표를 성취하

기 위해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前者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後者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 정책 및 행정 방면에서의 합리성이란 

외교 원리에 따른 시의적절한 방법을 통해 외교 목표를 달성하려는 태도와 그 행동을 

의미한다. 이를 본고에 적용하면 합리성은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모두에서 찾을 수 있고, 

이는 각각 중화질서와 조약질서의 관념과 현실에 기반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한

식, ｢政策의 認識論的 地位와 合理性｣, �전북행정학보�1, 1985 ; 최종원, ｢합리성과 정

책연구｣, �한국정책학회보�4(2), 1995 ; 임의영, ｢H. A. Simon의 제한된 합리성과 행정

학｣, �행정논총�52(2), 2014 참고.

12) 외교학 분야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론은 1950년대 스나이더(Richard Snyder)가 외교 

정책의 주체를 인간, 그리고 인간의 상황 인식으로 규정하여, 외교 정책이 결정되는 상

황의 다양한 요소를 중시한 데서 출발하였다. 이후 외교 정책이 결정되는 환경이나 수

준을 분석하는 연구 흐름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을 세분화하여 개

인의사결정, 집단의사결정, 관료정치 등에 주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최규장, �외교 

정책 결정 과정론�, 을유문화사, 1993 ; 로이드 젠슨(김기정 譯), �외교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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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省 정부는 물론 해외에 파견된 주외공관이 자율성을 지닐 여지가 

충분하였다.13) 청의 외교 정책이 소수의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

었다고 하지만,14) 이 또한 일정 부분 집단 단위와의 관련성 속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따라서 청말 외교는 국가와 개인은 물론, 중앙과 지방, 국내와 

국외 등의 복합적인 관계에 유의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청의 駐韓公館에 주목하고자 한다.15) 청의 주한공관은 청이 

한국에 설치한 商務署, 領事署, 公使館, 領事館 등으로,16) 이곳에서는 청의 

상주사절이 자국민 보호, 대외 교섭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대외교

의 산물이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전에는 청과 조선 간의 중

화질서가 계속되었던 만큼 전통외교가 병행되었고, 청일전쟁 이후에도 한

동안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는 길항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러던 것이 한청수

교 이후 근대외교가 전면적으로 실행되었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한청관

평민사, 1994 ; 박한규, �외교정책의 이해�,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참고.

13) 가와지마 신(양희정·함예재 譯), ｢중국근대외교사연구의 방법과 과제｣, �이화사학연구�

49, 2014, 270-271쪽.

14) 20세기 외교학자 로즈나우(James Rosenau)는 국가의 크기(영토·인구·자원), 경제 발

전 상태, 정치 체제의 개방성에 따라 외교 정책의 결정 요소가 지니는 중요성이 달라진

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과 같은 나라의 외교 정책 결정에서는 개인이라는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는 19세기 말 청의 외교를 설명하는 데도 일정 부

분 참고가 된다. 구본학 外, �세계외교정책론�, 을유문화사, 1995, 130쪽 참고.

   

국가의 크기 大國 小國

경제 발전 상태 선진국 후진국 선진국 후진국

정치 체제의 개방성 개방 폐쇄 개방 폐쇄 개방 폐쇄 개방 폐쇄

외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군 순서

역할

사회

정부

체제

개인

역할

개인

정부

체제

사회

개인

역할

사회

체제

정부

개인

역할

정부

체제

사회

역할

체제

사회

정부

개인

역할

체제

개인

정부

사회

개인

체제

역할

사회

정부

개인

체제

역할

정부

사회

사례 미국 구소련 인도 중국
네덜

란드
체코 케냐 가나

15) 본고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선과 

대한제국을 함께 지칭할 때는 ‘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16) ‘주한공관’은 인물, 공간, 제도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 세 요소는 별개로 

존재할 수 없고 상호 연동된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근대외교의 진전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므로 인물, 제도적 측면을 주로 고찰하되, 자료가 허락하는 한 공간적 측면도 함

께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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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굴절된 상황에서도 근대외교는 계속해서 진전하였다. 따라서 청의 주

한공관을 해명함으로써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양극 사이의 磁場을 관통한 

한청관계의 독특한 궤적을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17)

청의 주외공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주한공관에 천착해 

온 연구자로는 이은상을 들 수 있다.18) 그 선구적 연구에 따라 주한공관의 

설립 경위와 변천 과정, 인적 구성의 측면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 그러나 

을사조약 이후에서 한일병합에 이르는 시기의 주한공관은 아직 조명되지 

않았는데, 비록 이 시기 주한공사관이 철수하였지만 주한·주조선영사관이 

근대외교를 계속 이어나간 측면이 있으므로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

편 이은상은 청의 주한공관을 매개로 전개된 소송 안건에 주목하여 이를 

영사재판권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한청 근대외교를 제도적 측

면에서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현실에서 작용하는 양상을 실증하

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19) 그러나 이를 발판으로 하면서도 시기 

전체를 관통하는 생성·지속·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

다. 따라서 청의 주한공관은 한청관계의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근대외교의 

진전에 주목하여 새롭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고는 다음 두 가지 핵심질문을 설정한다. 첫

17) 청말 외교에서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현상을 ‘하나의 외교, 두 가지 체제’(One 

Diplomacy Two System)라고 명명하는 논자도 있다. 權赫秀, ｢晩淸對外關係中的“一個

外交兩種體制”現象追議｣, �中國邊疆史地硏究�19(4), 2009 참고.

18) 이은자, ｢淸末 駐韓 商務署 組織과 그 位相｣, �명청사연구�30, 2008b ; 이은자, ｢개항

기 주한 중국공관 연구 – 청일전쟁 이전 시기(1883~1894)를 중심으로｣, 하원호 等, �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 Lee Eun Ja, “Chinese 

Diplomatic Mission in Korea in the Post-Japanese War Period”,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6-1, 2009 ;  ; 이은자, ｢淸末 駐韓 中國 公館의 조직과 그 

위상｣, �중국근현대사연구�51, 2011 ; 이은자, ｢韓·中 近代 外交의 실험, 1895-1905年

｣, �중국근현대사연구�58, 2013 ; 이은자, ｢中華民國 前期(1912~1927) 駐朝鮮 領事館 

組織｣, �중국근현대사연구�66, 2015 ; 이은상, ｢중화민국 시기 주조선 영사관원의 이력

과 활동 -마영발의 사례-｣, �사총�94, 2018.

19) 이은자, ｢大韓帝國時期 韓中間 民事訴訟의 實例｣, �동양사학연구�100, 2007 ; 이은자, 

｢‘訴訟’ 안건을 통해 본 청일전쟁 이후(1895~1899) 韓中關係 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38, 2008a ; 이은자, ｢19世紀末 在朝鮮 未開口岸의 淸商 密貿易 관련 領事裁判案件 

硏究｣, �동양사학연구�1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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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청의 주한공관의 성립·변천 과정은 전통외교와 근대외교의 길항과 어

떤 관련이 있는가? 19세기 후반 청에서는 수천 년간 지속해 온 전통외교

가 영향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근대외교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청은 

열강의 주청공관을 모방하여 해외 각국에 주외공관을 개설함으로써 근대외

교를 본격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런데 청은 오랫동안 번속이었던 조선에도 

주외공관을 개설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청의 주한공관은 근대외교의 외형

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전통외교가 강력히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한청수교를 거치면서 새롭게 복원된 청의 

주한공관에는 전통외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근대외교를 실행해야 하는 과제

가 주어졌다. 따라서 청의 주한공관이 생성·지속·변화하는 과정은 전통외교

와 근대외교가 길항하는 양상과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청의 주한공관에서 전통외교와 근대외교가 지닌 합리성과 제국성

은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전통외교는 天子와 諸侯 사이의 華夷一家라는 관

념을 공유한 채 事大字小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을 합리성으로 삼는다.20)

그러면서도 전통외교는 (小)中華가 주변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번속 

혹은 영토로 삼으려는 제국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한편, 근대외교는 상

호 대등한 주권국가의 존재를 인정한 위에 서양 국제법과 조약을 활용하는 

것을 곧 합리성으로 삼는다. 그러나 근대외교는 강대국이 약소국으로부터 

이권을 획득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을 침탈하여 (半)植民地로 삼으려는 제

국성을 드러냈다. 청의 주한공관은 한청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체제와 운영 원

리를 수시로 바꾸었고, 때로는 한청관계

의 변화를 추동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

의 주한공관과 근대외교는 합리성과 제국

성 사이에 작용하는 引力과 斥力의 관계 

20) 중화사상의 역사적 변천과 화이질서를 정당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檀上寬, �天下と天

朝の中國史�, 東京 : 岩波書店, 2016 ; 김경래, ｢다시, 中華란 무엇인가｣, �한국학연구�

49, 2018 참고.

    引力    

합리성 제국성

    斥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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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합리성과 제국성은 특정 주체 내에서는 서로를 강

화하고, 여러 주체 사이에서는 서로를 억제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 과정에

서 합리성과 제국성이 중첩되는 영역은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며 한청관계

의 전개에 역동성을 더하였다.

이 두 가지 핵심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 양쪽에서 

생산된 외교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21) 외교 행위는 기본적으로 

複數의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 측 외교 자료로는 �

淸季中日韓關係史料�, �駐韓使館保存檔案�의 활용도가 높다. �청계중일한

관계사료�에는 총리아문과 외무부가 受發한 한국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

다. 그리고 �주한사관보존당안�에는 주한공관에서 생산된 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선행 연구가 그동안 주로 전자를 활용하여 한청관계의 밑

그림을 그려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후자를 활용하여 그 위를 채색하는 

경향이 있다.22) 그 밖에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淸宣統朝中日交涉史料

�, �淸代中朝關係檔案史料滙編�, �李鴻章全集�, �袁世凱全集� 등은 내용상 

중복되는 자료를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다양한 맥락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한편 한국 측 외교 자료로는 �淸案�, �統署日記�, �外務衙門日記�, �交涉

局日記� 등이 남아있다. �청안�은 한국의 중앙 외교 기구가 청의 주한공관

과 주고받은 문서이다. �통서일기�, �외무아문일기�, �교섭국일기�는 한국

의 중앙 외교 기구가 자체적으로 남긴 일기체 형식의 자료이다. 이들 자료

는 당시 왕래한 외교 문서는 물론, 여기서 파생된 서신, 보고서, 일지 등을 

수록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 밖에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

記� 등의 관찬 자료 또한 필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자료이다. 다만 외

21) 외교 관련 문서는 발신자, 수신자, 날짜, 주요 내용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그 

명칭이 상당히 긴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교 관련 문서의 서지사항을 참고문헌에

서만 상세히 소개하고, 각주에서는 ｢문서명｣(날짜), �서명�, 쪽수의 형식으로 간략히 기

재하도록 한다. 

22) �주한사관보존당안�은 臺灣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에 소장되어 있다. 원본을 촬영한 

형태의 자료를 원격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에 대한 解

題는 박정현 外, �중국 근대 공문서에 나타난 韓中關係�, 한국학술정보, 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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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문서는 특정 주체의 이해관계나 인식을 투영하여 複數의 형태로 존재하

는 경향이 있음에 유의하여, 맥락 확인, 상호 대조를 통한 진위 파악 등 

다각적 분석에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상 속에서 본고는 다음과 같이 체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제1부에서는 청이 주외공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살핀다. 19

세기 청이 체결한 일련의 불평등조약에는 주외공관 제도를 허용하는 조항

이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에는 주외공관 제도와 관련된 번역어가 정

착되었고, 주외공관 제도는 영사재판권과 砲艦外交를 통해 자국민을 보호

하고 국익을 확보하는 기구라는 인식이 확산하였다. 한편 이 시기 청은 �

만국공법�, �성초지장�, �공법편람�, �공법회통� 등의 서양 국제법 서적을 

차례로 번역하였다. 이들 서양 국제법 서적은 주외공관 제도의 원리를 이

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한편으로는 서구 열강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형성된 주외공관 제도가 

합리성과 제국성을 동시에 지닌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청일전

쟁에서 패배한 후에는 제국성이 위축되었고, 외무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주

외공관 제도가 개편되면서 합리성이 보강되었다. 이처럼 청의 주외공관 제

도가 도입, 운영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은 청의 주한공관이 지닌 성격을 파

악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2부에서는 청일전쟁 이전의 주조선상무서와 이를 통해 전개된 한청 근

대외교의 양상을 합리성과 제국성의 合奏라는 시각에서 고찰한다. 1880년

대 대외 위기가 고조되면서 청의 관료층 사이에서는 藩部를 직할지로 삼고 

번속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沸騰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설립된 주조선상무서는 조선에서 경제·정치적 이권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

을 두었다. 그리고 이는 곧 조선을 내정과 외교를 자주하는 전통적 藩屬이 

아니라 내정과 외교에서 청의 통제를 받는 근대적 屬國으로 바꾸려는 시도

로 이어졌다.23) 이 과정에서 주조선상무서는 청과 조선이 전통적으로 상하 

23) ‘藩屬’은 ‘屬國’, ‘屬邦’, ‘藩邦’, ‘屛藩’ 등과 큰 의미 구별 없이 混用됨으로써 의미상 混

同을 일으켜 왔다. (이동욱, ｢청말 국제법 번역과 ‘藩屬’ 관념 개념의 의미 확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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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었음을 강조하는 한편, 서양 국제법과 장정, 조약에 근거하여 교

섭 사무를 처리해 나갔다. 이처럼 청의 주한공관을 통해 전개된 근대외교

는 전통외교와의 착종 속에서 발전하였으며, 양쪽 모두에서 유래한 합리성

과 제국성을 표출하였을 것이다.

제3부는 청일전쟁 이후 주한공사관·영사관을 중심으로 한청 근대외교에

서 합리성과 제국성이 작용하는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추적한다. 

청일전쟁 직후 비공식적으로 주조선영사서가 설립되었고, 한청수교 이후 

주한공사관과 주한영사관이 개설되어 주한공관 제도가 완비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로 주한공사관이 철수하면서 주한영

사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고, 이는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후 주조

선영사관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청의 주한공관은 청일전쟁 이후의 국제 정

세를 반영하여 그 구조와 위상, 운영 방식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갔다. 한

편 이 시기 청의 주한공관은 중앙 정부 차원의 외교 개혁을 반영한 것이기

도 하였다. 20세기 들어 청 정부가 외무부를 설립하고 주외공관 제도를 개

편하였는데, 이것이 곧 주한공관에도 적용되면서 조직 구성과 재정 운영, 

인사 기용에 있어 제도화·표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청일전쟁 

이후의 한청 근대외교에서 합리성과 제국성이 발현하는 양상은 크게 달라

졌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청말 외교의 발전 과정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中

國外交史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이를 한국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한다

는 점에서 韓中關係史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연구 시각에 있어서

는 한국의 관점을 담은 중국사를 지향한다. 이는 그동안 중국사 연구에서 

주체(중국)에 가려온 객체(한국)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한청 

근대외교를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살핌으로써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도출하

려는 시도이다. 비록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허물 수

는 없고, 역사적 실상을 고려하여 주체와 객체에 동일한 지분을 할애할 수

근현대사연구�80, 2018, 1-3쪽 참고) 본고에서는 중화질서에 따른 朝貢國을 ‘藩屬’, 조

약질서에 따른 半主之國을 ‘屬國’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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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겠지만, 주체와 객체의 존재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

리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비교와 연관의 원리를 활용한다. 비교는 두 가

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고, 연관은 여러 대

상이 서로 연결되고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족사·

국가사의 경계를 뛰어넘고, 개별 대상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실과 의

미를 찾을 수 있다.24) 특히 청의 주한공관은 청의 주외공관, 열강의 주청

공관, 그리고 한국의 주청공관 등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대상이므로, 이를 비교와 연관의 원리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음미하고자 한다. 

24) 차하순, ｢비교사의 방법｣, �서양사론�31, 1988 ; 고원, ｢마르크 블로크의 비교사｣, �서

양사론�93, 2007 ; 유용태, �동아시아사를 보는 눈�,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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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淸末 駐外公館 制度의 도입 

Ⅰ. 제1·2차 아편전쟁과 주외공관 제도의 유입

1. 해외 각국의 주청공관 설립 과정

역대 중국 왕조는 조공과 책봉을 활용한 전통외교를 통해 주변국과의 관

계를 조정해 왔다. 중국과 주변국은 상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되

었고, 그 속에서 교섭·무역 등의 외교 행위는 일회성 사절을 통해 간헐적

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전통외교의 원리에 따르면 국가 간 상호 대등한 

관계와 상시적·즉각적인 외교 행위를 전제로 하는 주외공관 제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

17~18세기 청은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조약, 캬흐타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양 국제법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이 두 조약에 따라 베이징에는 俄羅

斯館이 세워져 러시아에서 온 유학생과 선교사가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외교 활동에 개입할 수 없었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감

시와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아라사관을 곧 주외공관이었다고 말하기는 어

렵다. 이 무렵 청은 영국이 보낸 매카트니사절단의 주외공관 설립 요구 또

한 거절하였다.  

주외공관의 맹아는 19세기 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때 영국 정부는 그동안 동인도회사에 부여해 온 對淸貿易 독점권을 폐지

하고, 본국 관리가 청에 상주하면서 무역 활동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1834

년 네이피어(William Napier), 1836년 엘리엇(Charles Elliot)이 차례로 商

務監督(Superintendent of Trade)으로 파견되었다.1) 이러한 상황에서 

1841년 상무감독으로 임명된 포틴저(Henry Pottinger)가 청과의 강화조약 

1) Peter Ward Fay, The Opium War, 1840-1842, New York : Norton & Company, 

1975, p.6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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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을 위한 全權大使까지 겸하였는데, 이는 ‘常駐’와 ‘外交’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갖추어진 초기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윽고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서구 열강에 의해 일련의 불평

등조약을 강요받았다. 이들 불평등조약에는 주외공관 제도, 그 중에서도 

영사의 권리와 관련된 규정이 간명히 제시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1842년 

청이 영국과 체결한 南京條約에는 다음 규정이 포함되었다. 

제2조. 지금부터 중국 황제는 영국 인민이 가족을 대동하여 연해 지방의 

廣州, 福州, 廈門, 寧波, 上海 등 다섯 항구에 거주하며 자유로이 

무역하도록 허가한다. 그리고 영국 군주는 領事나 管事 등 관리를 

해당 다섯 지역에 파견하여 상업 활동과 해당 지방관과의 공문 왕

래를 전담하게 한다.2)

이로써 영국은 청이 개방한 광저우 등의 5개항에 영사 또는 관사를 보

내, 영국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청과의 교섭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난징조약에는 영사 또는 관사의 파

견 지역, 활동 내용만이 간략하게 서술되었으므로, 1843년 그 후속으로 虎

門條約이 체결되어 난징조약에서 미처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던 내용을 보

충하였다. 후먼조약에는 영국이 파견한 영사가 조계 설정, 무역 감독, 재

판, 공문 왕래, 교섭 등을 망라하는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10조. 무릇 다섯 개의 통상 항구에는 영국 관선 한 척이 정박하여 각 

화물선의 선원들이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고, 해당 領事官 역시 

규정에 근거하여 영국 상인과 속국 상인을 다스린다. 관선의 선

원들은 모두 영국 관원의 규정에 따르고, 내지 진입이나 먼 곳으

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모든 장정은 관선의 선원과 화물선의 선

원이 모두 준수한다. 관선이 장차 떠나려 할 때는 반드시 또 다

른 한 척이 교대하고, 해당 항구의 관사관이나 영사관은 반드시 

2)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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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관에 알려 의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다.3)

이윽고 1844년 청은 미국과 望厦條約을 체결하고, 곧 이어 프랑스와 黃

埔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두 조약은 영국과 청이 체결한 난징조약을 原型

으로 삼고 있었을 뿐 아니라, 왕샤조약이 체결된 바로 다음 달에 황푸조약

의 협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영사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

었다. 왕샤조약과 황푸조약에 수록된 영사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望厦條約>

제4조. 미국 인민이 이미 다섯 항구에서 무역하도록 허락된 바, 각 항구

에 영사 등의 관리를 세워 본국 인민과 관계된 일을 처리하도록 

한다. 중국 지방관은 정성을 다하여 대우해야 하고, 교섭이나 공

문 왕래, 또는 회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

다. 만약 지방관이 영사 등의 관리를 업신여기는 일이 생기면, 해

당 영사 등은 중국 고위 관리에게 상세히 알려 공정히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해당 영사 등의 관리 또한 임의로 중국 관민을 거스

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4)

<黃埔條約> 

제4조. 대프랑스국 황제는 중국의 다섯 통상 항구에 영사 등의 관리를 파

견하여 상인의 무역 사무를 처리하고 장정을 준수하는지 조사하도

록 한다. 중국 지방관은 해당 영사 등의 관리를 예를 다해 대우해

야 하고, 공문 왕래는 평행하게 해야 한다. 만약 불공평한 일이 있

으면 해당 영사 등 관리는 즉각 總理五口大臣에게 나아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만약 총리오구대신이 없다면 省의 고위 관리에게 호

소하여 그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공평히 처리하도록 한다. 만

약 영사 등 관리가 해당 항구에 없다면 프랑스 선주와 상인은 동

맹국의 영사에게 대신 처리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즉각 해관에 나아가 판별하도록 하여, 해당 선주와 상인이 장정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5)

3)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394.

4)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678.

5)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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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국, 미국, 프랑스가 영사관을 설치할 권리를 획득한 것은 곧 해

외 각국에도 균점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청의 개항장이 늘어나 내륙으

로 확대되면서, 해외 각국의 주청영사관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

국가
최초설립

小計 국가
최초설립

小計
연도 지역 연도 지역

영국 1843 廣州 40 페루 1864 澳門 2

미국 1843 廣州 28 타이 1864 澳門 1

프랑스 1848 寧波 30
오스트리아

-헝가리
1867 上海 26

러시아 1851 伊犁 24 하와이 1867 澳門 3

포르투갈 1853 上海 9 브라질 1867 澳門 3

독일 1854 上海 27 일본 1872 上海 36

네덜란드 1854 上海 15 한국 1901 烟臺 1

스페인 1856 上海 14 멕시코 1903 福州 6

스웨덴
-노르웨이

1856 上海 16 쿠바 1904 廣州 2

덴마크 1856 上海 16 코스타리카 1909 上海 1

이탈리아 1861 上海 20 아르헨티나 1910 上海 1

벨기에 1863 上海 16 總計 23國 337所

<表1-1> 海外 各國의 駐淸領事館 설립 

이를 통해 제국주의 열강이 주청영사관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훗날 청이 주외영사관을 설립할 때 가장 우선으로 참고

6) �淸季中外使領年表�는 香港, 澳門, 基隆, 臺南, 淡水의 주권을 상실한 이후에 설립된 영

사관을 모두 주청영사관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인식을 과

거로 소급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식민지로 전락한 후에 설립된 영사

관을 주청영사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해당 지역이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에 

설치된 영사관만을 주청영사관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해외 각국이 청에 영사관을 설

립한 도시와 영사의 임면 상황은 분량 상 생략하였다. 여러 지역을 한 명의 영사가 관

할하거나, 다른 나라 영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도 해당 지역을 소계에 반영하였다. 

�淸季中外使領年表�, 93-20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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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한편 1860년대를 기점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신생 독립 국가가 주청영사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광둥 출신

의 쿨리가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쿨리는 아메리카 국가가 주청영사관을 설립하는 매개로 작용하였으리

라 생각된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인접한 일본의 주청영사

관 설립은 상당히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의 주청영사관이 늘어나는 속

도는 상당히 빨랐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청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때문이었

지만 일본의 제국화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반면, 해외 각국의 주청공사관 설립은 상당히 지연되었다. 청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영사관을 설치하는 것은 마지못해 허락하였으나, 수도

에 공사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죽고 사는 문제와 같이” 저항

하였다.7) 이에 청과 서구 열강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

였고, 때로는 사소한 일이 심각한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외교 교섭권을 갖지 못한 영사가 할 수 있는 일

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에 서구 열강은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킨 후 

1858년 天津條約을 체결함으로써 공사 파견 조항을 강요하였다. 먼저 中

美天津條約에 포함된 공사 파견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조. 중국에 있는 미국 대신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베이징에 잠시 

머무르며, 內閣大學士나 동급의 고위 관료와 상호 이익과 관련된 

일을 상의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한 차례를 초과할 수 없고, 수

도에 온 후에는 신속히 상의하여 지체해서는 안 된다. 왕래하는 

데는 항구나 육로를 이용하는데, 군함을 타서는 안 된다. 톈진에 

들어와서는 먼저 지방관에 알려 배로 영접하게 한다. 만약 사소한 

일이라면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함부로 수도에 오길 청해서는 안 

된다. 수도에 도착해서는 반드시 먼저 禮部에 照會함으로써 일체

의 사무를 준비하고 왕래 시 호송할 수 있도록 하여 예로써 서로 

대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에 머무는 동안에는 관품에 따라 공관

을 준비하여 일체의 경비는 스스로 부담하게 한다. 미국 欽差大臣

7) 茅海建, �近代的尺度 : 兩次鴉片戰爭軍事與外交�, 上海: 上海三聯書店, 1998,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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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온 사람은 20명을 넘어서는 안 되고, 고용된 중국인 외에

는 물건을 갖고 다니며 무역할 수 없다.8)

미국은 베이징에 공사를 파견할 권리를 가장 먼저 획득한 국가였다. 그

러나 조항 전체를 살펴보면 각종 제한 조건이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미국공사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일이 있을 때만 파견될 수 있고, 사전

에 청의 禮部에 통고해야 하며, 지정된 경로와 수행원 숫자를 준수해야 했

다.9) 이는 마치 청이 주변국의 조공 사신을 대하던 방식과 흡사한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 역시 중화질서 속에서 풀어가려 했던 청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에 와 있던 영국 측 대표 웨이드(Thomas Francis 

Wade)는 “미국은 중국인에게 딱 류큐나 시암의 조공 사절 정도로 인식될 

것”이라 혹평하였다.10) 따라서 미국은 외교사절을 파견할 수는 있었으나 

아직 상주시킬 수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닷새 후 체결된 中法天津條約에서는 상주공사 파견 조항이 정식

으로 포함되었다. 이 조약은 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참고한 것이

므로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데, 여기에 포함된 공사 파견 조항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양국이 다행히 평화를 회복하게 되었으니 이를 영구히 하고자 한

다. 이에 양국의 흠차대신이 의논하여, 만약 프랑스가 특별히 파

견한 欽差大臣公使가 조칙을 지니고 올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모두 

수도에 들어와 머물 수 있게 하여 泰西各國과 차이가 없게 한

다.11)

8)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715. 

9) Banno Masataka, op. cit., 1964, pp.36-38.

10) “Memorandum by Mr. Wade, intended to accompany the Translation of a Letter 

forwarded by Mr. Parkes, from Canton, to the Earl of Elgins, on the 15th 

January, 1859, précis of which was inclosed to the Foreign Office”, 

Parliamentary Papers, v.69, pp.36-37.

11)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815.



- 21 -

이처럼 프랑스공사 역시 미국공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로 조칙을 지

니고 올 때 파견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이 존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프

랑스공사가 수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단

지 태서각국, 즉 서양 국제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었다. 공사의 상주를 

제한하던 내용이 대폭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12)

그 다음으로는 中英天津條約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는 공사 파견 조

항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몇몇 조항을 통해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대청황제와 대영군주는 상호 화목을 위해, 각국의 규칙을 참고하

여 자유로이 秉權大員을 파견하여 청과 영국 양국 수도에 머물도

록 할 수 있다.

제3조. 대영제국이 파견한 관원과 가족들은 수도에서 오래 머물거나 수시

로 왕래할 수 있는데, 본국의 유지에 따라 준행한다. 영국은 自主

之邦으로 중국과 평등하고 대영흠차대신은 국가를 대표하여 권한

을 지니는 자이므로, 대청황제를 뵙는 때에 국체를 해치는 예는 

행해서는 안 된다. 대영군주는 유럽 각국에 사절을 보내 국왕의 

예를 다하기 때문에, 대청황제를 배알하는 것 역시 삼가 존중한다. 

수도에서 땅이나 집을 세내어 公館으로 삼을 수 있는데, 대청관원 

역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인부를 고용하는 것도 뜻대로 할 수 있

게 하고 일체 방해해서는 안 된다. 대영흠차공관의 권속, 수행원 

등이 예에 어긋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지방관이 엄격히 죄를 

물어 처리한다.

제4조. 대영흠차대신과 각 수행원등은 모두 자유로이 왕래하고 문서를 주

고받을 수 있으며, 짐은 누구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연해의 어느 항구에서든 모두 가능하다. 문서를 발송하는 

전문 차역은 대청의 역참에서 일하는 差使와 동일하게 보호받는

다. 대영흠차대신이 쓰는 비용은 모두 영국이 지불하고, 중국이 간

섭하지 않는다. 종합해볼 때, 서양 각국이 이러한 대신들을 우대하

는 것처럼 모두 동일하게 처리한다.13)

12) Banno Masataka, op. cit., 1964, p.38.

13)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p.40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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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2조는 공사 상주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청이 앞서 미국, 프랑스

와 합의한 내용에서 더욱 진전된 것이었다. 제3, 4조를 통해 알 수 있듯, 

영국공사는 매년 1번만 방문할 수 있었던 미국공사와는 달리, 그리고 얼마

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프랑스공사와는 달리, 베

이징에 ‘오랫동안(長行, permanently)’ 체류할 수 있었다. 그 밖의 규정을 

통해서도 영국공사는 가족이나 수행원을 마음껏 대동할 수 있고, 주청공관

을 세울 수 있으며,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등 각종 행동의 자유를 보장

받았다.14) 이처럼 공사 파견 조항의 허용 범위는 계속해서 확장되었는데, 

이것은 톈진조약에 포함된 최혜국대우 규정에 따라 곧 체약국 모두에게 균

점될 것이었다. 따라서 톈진조약은 청에 공사 제도가 도입되는 중요한 계

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달 뒤 상하이에서 열린 稅則協商에서 청측 대표단은 공사 파

견 조항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수도 베이징이 외국공사관의 지속적

인 관찰 아래 놓이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 측 대

표 엘긴(James Bruce Elgin)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본국에 공문을 보내 

조약 비준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만 한다면 베이징에 공사를 상주시키는 일

은 보류해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를 검토한 영국 정부는 1859년 

중영톈진조약 제2조 등에서 규정된 공사 파견을 곧장 실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영국 측 대표단의 베이징 진입을 둘러

싸고 大沽에서 일어난 무력 충돌이 재차 전쟁으로 비화하면서 자연스레 백

지화되고 말았다.

톈진조약의 비준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영국과 프랑스는 연합군을 결

성하여 베이징을 점령하고 圓明園을 불태웠다. 咸豊帝와 西太后는 관료들

과 함께 피난하였고, 이들을 대신한 恭親王이 영국, 프랑스와의 협상을 통

해 사태를 수습하였다. 이렇게 체결된 1860년의 베이징조약은 기본적으로 

톈진조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14) Banno Masataka, op. cit., 1964,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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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파견 문제도 이때 해결을 보았다. 中英北京條約은 공사 파견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앞서 무오년 9월 대청흠차대신 桂良, 花沙納과 대영흠차대신 엘긴 

사이에 大英欽差駐華大臣이 어디에 머무를지를 상하이에서 상의하

여 결정한 바를 파기한다. 장래에 대영흠차대원이 수도에 오래 머

무를지, 아니면 수시로 왕래할지는 원래 조약 3조에 명시된 바를 

참고하고 본국의 유지를 기다려 준행한다.15)

앞서 영국은 1858년의 톈진조약으로 공사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획

득하였으나, 상하이에서 이루어진 협상 과정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

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청을 굴복시킨 상황이었으므로, 상하이에

서의 양보를 파기하고 톈진조약에 실려 있던 공사 파견 조항을 다시 관철

한 것이었다. 따라서 영국은 베이징조약을 통해 공사를 파견할 권리를 공

식 확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바로 다음 날 체결된 中法北京條約에는 공사 파견과 관련된 조항

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서 ‘駐紮中國之欽差大

臣’, ‘駐箚中國欽差大臣’(第4條), ‘駐紮京師之欽差大臣’(第6條), ‘欽差大臣’(第

9條) 등 공사 파견을 전제로 한 서술을 찾아볼 수 있다.16) 이는 앞서 청과 

프랑스 사이의 톈진조약에 규정된 공사 파견 조항에 별다른 수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랑스 역시 베이징조약을 통해 공사 

파견을 인정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톈진조약을 거쳐 베이징조약에서 확정된 공사 파견 조항은 곧 해

외 각국에 널리 공유되었다. 이에 1860년부터 베이징에는 해외 각국의 주

청공사관이 속속 설립되기 시작하여, 天安門 동남쪽(오늘날 北京의 胡同)

에 이른바 ‘공사관 구역’을 형성하였다.17) 해외 각국이 주청공사관을 개설

15)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431.

16)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p.886-889.

17) 공사관 구역(Peking Legation Quarter)의 지도는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3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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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18)

設立年度 國家 設立年度 國家

1860年 영국 1871年 오스트리아

1860年 프랑스 1872年 네덜란드

1861年 러시아 1872年 일본

1861年 미국 1875年 페루

1862年 독일 1897年 스웨덴

1864年 포르투갈 1903年 한국

1866年 벨기에 1904年 쿠바

1868年 스페인 1904年 멕시코

1869年 이탈리아 1909年 브라질

1870年 덴마크 總計 19

<表1-2> 海外 各國의 駐淸公使館 설립

이처럼 주청공사관 또한 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아메리카 국가, 동아시아 

국가의 순서로 확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에 영사관을 설립한 국

가들이 모두 공사관을 설립한 것은 아니었다. 청에 공사관을 설립하기 위

해서는 먼저 국교를 수립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시대 중화질서 속

에 있었던 동아시아 국가에게는 더욱 복잡한 문제였다. 예컨대, 이 시기 

타이는 조약질서의 흐름 속에서 청에 대한 조공을 스스로 정지하였고, 청

이 제의해 온 수교 협상도 거절하였다. 결국 타이는 1946년이 되어서야 

중화민국과 수교하게 되었다.19) 이처럼 공사관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 차원

의 문제였으므로, 영사관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훨씬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해외 각국이 설립한 주청공사관과 주청영사관은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으로서 훗날 청이 설립한 주외공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열강의 주청공관은 합리성을 과시하

18) �淸季中外使領年表�, 33-69쪽.

19) 유용태, 앞의 글, 2012b,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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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예컨대, 1853년 상하이에서 小刀會가 봉기하여 청의 해관 업무가 마

비되었을 때, 영국영사 올콕(Rutherford Alcock)은 해관 업무를 독자적으

로 처리해 나갔다. 1858년 올콕은 通商章程善後條約(Treaty on the 

aftermath of the articles of Commerce)의 체결을 이끌어 냈고, 이후 외

국인 세무사가 해관 업무를 공식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1863년 제2대 총

세무사로 부임한 하트(Robert Hart)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청이 洋務와 變

法에 토대를 둔 근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해관을 통한 수입에 

힘입은 바 컸다.20) 물론 일개 영사에 불과했던 올콕이 해관 사무를 처리한 

것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주청공관은 서구 

사회의 합리성을 널리 보여줄 수 있었다.

한편 열강의 주청공관은 제국성을 강렬히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

서 특히 영사재판권은 자국인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로서, 군함정박권은 물

리력을 행사하는 현실적 토대로 작용하였다.21) 예컨대, 1856년 애로호사

건이 일어났을 때 영국영사 파크스(Harry Parkes)는 청이 영국영사의 재

판권을 무시하고 선원을 체포하였다고 항의하였다. 곧이어 파크스의 요청

을 받은 영국 함대가 청군과 교전하였고, 이는 제2차 아편전쟁으로 이어졌

다. 이때 글래드스턴(William Gladstone)은 “여러분은 한 영사를 외교가로 

변모시켰으며, 외교가로 변신한 영사는 영국의 전력을 자유로이 이끌고 방

어 능력이 결여된 민중을 상대하였다.”며 파크스의 행위를 비판하였다.22)

이는 파크스가 영사재판권과 군함정박권을 활용하여 전쟁을 도발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파크스는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도 상하이영사

를 거쳐 주일공사, 그리고 주청공사와 주한공사를 겸하는 고위 외교관으로 

승승장구하였으니, 그의 행동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한 모범 사례로 인식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청의 관료층에서는 서구 열강의 영사재판권에 대

20) 조병한, ｢근대 중국의 개혁과 서양인｣, �한국사시민강좌�34, 2004.

21) 영사재판권과 군함정박권은 1843년 후먼조약 제10조에 포함된 이래 각국에 균점되었

다.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394 참고.

22) “RESOLUTION MOVED. RESUMED DEBATE”(1857.03.03.), Hansard Parliament 
Debates v.144. 



- 26 -

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대두하였다. 王韜는 “우리가 서양 국가와 다투어야 

할 것은 지나친 권리(額外權利) 조항 하나뿐이다.”라고 하였고, 薛福成은 

“영사가 지닌 권리가 공법에 어긋난다.”고 하였다.23) 이에 청 정부 또한 

“각국 공사와 영사는 공법을 위반하여 국권을 침탈하는 것이 점차 심해져 

… 마침내 邦交를 손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24)

그러나 청은 서구 열강의 영사재판권 행사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영사재판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

다.25) 이는 곧 청이 열강의 주청공관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제국성을 내재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2. 불평등조약의 領事·公使 번역 양상

제1·2차 아편전쟁을 계기로 청은 각종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들 불평등조약은 열강에 많은 이권을 넘겨줄 것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가혹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주외공관 관련 용어의 번역을 촉발하

여 주외공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제1차 아편전쟁이 벌어지기 직전, 청에서는 영국이 파견한 상무감독, 즉 

‘Superintendent of Trade’를 가리키는 말로 ‘領事’라는 번역어가 사용되

었다.26) 그러나 아직 영사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파견한 관리로서 廣州에서 

公行을 상대로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자국

민 보호를 비롯한 僑務를 처리하는 ‘Consul’로서의 영사와는 구분되는 것

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42년 난징조약 제2조는 영사와 관련된 번역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

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영사’에 더해 ‘관사’라는 번역어

가 추가되었음이 눈에 띈다.

23) 田濤, ｢19世紀下半期中國知識界的國際法觀念｣, �近代史硏究�2000(2), 2000, 111쪽.

24) ｢附 譯署來電｣(光緖 22年 4月 27日), �李鴻章全集�26, 253쪽. 

25) 靑山治世, 앞의 책, 2014, 序章.

26) �籌辦夷務始末�(道光)4,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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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Her Majesty the Queen of Great Britain, &c., will appoint 

Superintendents or Consular officers, to reside at each of 

the above-named cities or towns, to be the medium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hinese authorities and the 

said merchants. 

【漢文】英國君主派設領事、管事等官住該五處城邑, 專理商賈事宜, 與各該

地方官公文往來。27)

원문에서는 기존의 ‘Superintendent of Trade’가 ‘Superintendent’라 축

약되었고, ‘Consular officer’라는 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지 무역 관련 사무의 처리가 아니라 ‘to be the 

medium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hinese authorities and the 

said merchants’, 즉 ‘중국 당국과 상인 사이의 의사소통’이라고 폭넓게 

규정되었다. 이처럼 영국은 제1차 아편전쟁 이후 그동안 무역 관련 사무를 

맡아온 상무감독을 자국민 보호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영사

(Consul)로 확대 발전시키려 하였다.28)

번역문을 보면 ‘Superintendent or Consular officer’는 ‘領事、管事等

官’으로 번역되었고, 이들의 역할이 ‘專理商賈事宜, 與各該地方官公文往來’

라 규정되었다. 기존 언어 관행에서는 ‘Superintendent’라는 원어가 ‘領事’

의 번역어와 짝지어져 ‘專理商賈事宜’라는 記意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 

‘Consular officer’라는 원어와 ‘管事’라는 번역어, 그리고 ‘與各該地方官公

文往來’라는 기의가 추가되었던 것이다. ‘번역의 중층성’이 한층 심화한 상

황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양상은 1843년 후먼조약이 체결될 때도 동일하게 반복되었

다. 난징조약과 후먼조약은 영국과 불과 1년 사이에 체결된 것이었으므로, 

번역 양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는 ‘Consul’과 ‘管事官’, 

27)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352.

28) 植田捷雄, 앞의 글, 1946, 2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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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ntendent of Trade’와 ‘領事官’이 정확히 대응하면서 ‘번역의 중층

성’이 다소 해소되었다. 앞서 난징조약에 포함되었던 ‘Consular officer’가 

‘Consul’로, ‘領事’가 ‘領事官’으로, ‘管事’가 ‘管事官’으로 미세하게 조정되

기는 하였지만, 영사와 관련된 원어/번역어의 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는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1843년 무렵이 되면 원어와 번역어 사이에서 

‘Superintendent (of Trade)’와 ‘領事(官)’, 그리고 ‘Consul(ar officer)’과 

‘管事(官)’라는 대응 관계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29)

그러나 이와 같은 Superintendent/領事官과 Consul/管事官의 대응 관계

는 다소 불안정한 것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난징조약에는 영국 상

인과 중국 당국 사이의 교섭을 Consular officer/管事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후먼조약에서는 Consul/管事官뿐 아니라 Superintendent of 

Trade/領事官도 맡을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즉, 후먼조약의 단계가 되면 

영사의 역할이 단지 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교섭이나 재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英語와 漢語를 매개하는 프로토콜

(protocol)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Superintendent’와 

‘Consular officer’의 원어, 그리고 ‘領事’와 ‘管事’의 번역어가 뒤섞여 사용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844년 체결된 왕샤조약 제4조와 황푸조약 제4조의 원문과 번역

문을 대조해 보면 이 시기 영사와 관련된 원어/번역어 관계에 다소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샤조약은 원문이 영어, 황푸조약은 원

문이 프랑스어라는 차이가 있으나, 영사에 대한 원어와 번역어의 관계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는 서구 사회에서 영사 관련 용어

가 일찍부터 생겨나 여러 종류의 언어 체계에 녹아들었던 사정을 보여준

다. 왕샤조약과 황푸조약에서는 영사를 지칭하는 원어/번역어의 관계가 

Consul/領事로 일원화되었다. 그밖에 왕샤조약의 총 34개 중 20개 조항, 

그리고 황푸조약의 총 36개 중 24개 조항에서도 영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원어/번역어 관계도 모두 Consul/領事로 통일되어 있다. 난

29)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p.39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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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조약과 후먼조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Superintendent’, ‘管事’ 등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30)

기실 ‘Superintendent’라는 원어는 영국이 청에 파견한 상무감독을 지칭

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으므로, 미국이나 프랑스가 영국과 이를 똑같이 사

용할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왕샤조약과 황푸조약에 포함된 여러 조항 속

에서 ‘Superintendent’가 도태되고 ‘Consul’만 남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번역어에서 ‘領事’가 ‘管事’를 

밀어낸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9세

기 중후반 청에서 출판된 각종 英華·華英字典을 통해 ‘Consul’ 개념의 확

장과 변용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31) 이들 자전은 편찬 주체와 번역 

대상의 관념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라는 데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다.32)

字典 發行年度 ‘Consul’의 번역어

�衛三畏英華韻府歷階� 1844 領事

�麥都思英華字典� 1847 領事官, 管事官

�羅存德英華字典� 1866 領事官

�盧公明英華萃林韻府� 1872 領事, 領事官, 管事官

�井上哲次郞訂增英華字典� 1884 領事官

�鄺其照華英字典集成� 1899 領事官

�顔惠慶英華大辭典� 1908 領事官

�商務書館英華新字典� 1913 領事

�赫美玲官話� 1916 領事

<表1-3> 英華字典에 나타난 ‘Consul’의 번역 양상

30)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p.677-690, 

771-790.

31) 이동욱은 �萬國公法�, �公法便覽�, �公法會通�의 서양 국제법 서적, 그리고 당시 간행

된 8종의 英華·華英字典에 나타난 ‘번속’ 관련 개념의 확장과 변용 과정을 19세기 말 

청의 언어적 콘텍스트 속에서 고찰한 바 있다. 이동욱, 앞의 글, 2018 참고.

32) 臺灣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英華字典資料庫�.

  (http://mhdb.mh.sinica.edu.tw/dictionary/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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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에 출간된 �衛三畏英華韻府歷階�는 미국인 윌리엄스(Samuel 

Williams)가 편찬한 자전이다. 여기서 ‘Consul’을 ‘領事’로 번역한 것은 같

은 해 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왕샤조약에서의 번역 양상과 정확히 일치

한다. 곧이어 1847년에 출간된 �麥都思英華字典�은 영국인 메드허스트

(Walter Medhurst)가 집필한 것이다. 여기서는 ‘Consul’을 ‘領事官’ 또는 

‘管事官’이라 번역하면서, ‘외국에서 본국 관련 사무를 管理하는 사람’이라

고 정의하였다. 이는 청과 영국이 체결한 난징조약과 후먼조약을 참고한 

결과라 생각되는데, 아직은 영사가 단지 관리자의 존재로만 규정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66년의 �羅存德英華字典�은 ‘Consul’을 ‘領事’로 

번역하면서, ‘국가의 권익, 상업, 상인, 선원을 보호하고 해당 외국과의 상

거래를 돕기 위해 군주나 국가로부터 대리인 또는 대표로 위임받은 사람’

이라 폭넓게 규정하였다. 이는 영사를 군주나 국가로부터 정식 임명된 대

표와 동시에 僑務 일반을 수행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Consul’을 ‘領事’나 ‘領事官’으로 치환하는 번역 양상은 일종의 

典型으로 자리 잡아, 1884년 이후에는 모든 자전에서 똑같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이는 영사 관련 단어에서 ‘번역의 중층성’이 극복되고 원어와 번

역어의 관계가 일원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Consul’은 ‘管事’가 지닌 ‘사무를 관리한다’는 의미보다는 ‘領事’가 지닌 

‘사무를 통할한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즉, 영사 관

련 단어의 번역 양상이 달라진 것은 영사의 위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공사에 대한 원어와 번역어의 관계에 있어서는 ‘번역의 중층성’이 

오랫동안 지속하였다. 서구 사회에서 공사 제도는 15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밀라노 大公 스포르차(Francesco Sforza)가 제노아에 공사를 파견한 것을 

그 효시로 한다.33) 그런데 서구 열강의 여러 언어에서 공사를 지칭하는 단

어는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고, 공사의 등급에 따라 여러 단어가 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를 번역하여 수용하는 입장이었던 청에서 공사를 지칭하

33) 해롤드 니콜슨(신복룡 譯), �외교론�, 평민사, 2009, 4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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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1858년 청이 미국, 프랑스, 영국과 연이

어 체결한 톈진조약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조약의 원문에서는 ‘minister’, 

‘ambassador’, ‘representative’ 등의 단어가 각기 다른 등급의 공사를 지

칭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들 단어에 대응하는 번역어로는 ‘大臣’, 

‘欽差大臣’, ‘欽差大臣公使’, ‘欽差各國大員’, ‘秉權大員’ 등이 사용되었다.34)

이들 번역어는 공사의 등급 차이는 물론, 공사가 지닌 ‘상주’의 속성을 반

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언어 관습에서 사용되던 ‘欽差大臣’에 기대어 공사

를 파악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청에서 공사像이 명확

히 정립되지 못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던 것이 1860년 청이 영국, 프랑스와 北京條約을 체결하는 단계가 

되면, 서서히 공사를 둘러싼 ‘번역의 중층성’이 줄어들면서 ‘상주’의 속성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中英北京條約에서는 ‘representative in China’, 

‘representative’가 ‘欽差駐華大臣’, ‘欽差大員’으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中

法北京條約에서는 ‘ministre’가 ‘駐紮中國之欽差大臣’, ‘駐箚中國欽差大臣’, 

‘駐紮京師之欽差大臣’, ‘欽差大臣’으로 번역되었다.35) 이를 통해 원어가 

‘representative’, ‘ministre’, 번역어가 ‘欽差大臣’로 수렴되고, ‘駐華’, ‘駐

紮’, ‘駐箚’ 등을 통해 ‘상주’의 속성이 표현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번역의 중층성’이 조금씩 극복되고 있음을 뜻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

해 청의 공사 제도 이해는 더욱 진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정작 

‘公使’라는 단어는 널리 쓰이지 않았고, 간혹 쓰이더라도 외교관 일반을 지

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곧 이어 서양 국제법 서적이 체계적으로 소

개되면서 공사와 관련된 ‘번역의 중층성’은 완화되었고 그만큼 청의 공사 

제도 이해는 진전하였다.

34)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p.404-421, 

713-728, 814-839.

35) Treaties, Conventions, etc., between China and Foreign States, pp.430-434, 

88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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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양 국제법 서적과 주외공관 제도의 이해

1. 윌리엄 마틴의 서양 국제법 서적 번역

서구 열강이 주청공관을 하나둘 개설하는 동안, 청에서는 서양 국제법 

서적이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서양 국제법 서적에 담긴 

주외공관 제도는 청 정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선교사 마틴이 청의 관료들과 함께 번역한 �萬國公法�(1864), �星軺

指掌�(1876), �公法便覽�(1877), �公法會通�(1880)은 일본에서 번역된 서

양 국제법 서적이 대량 수입되기 전까지 청이 주외공관 제도를 이해하는 

토대로 기능하였다. 이들 서양 국제법 서적은 전통적으로 ‘公正’, ‘公共’의 

뜻을 담은 ‘公’을 활용하여 ‘萬國公法’ 또는 ‘公法’으로 통칭되었다.36)

�만국공법�은 청에 서양 국제법을 체계적인 형태로 소개한 최초의 서적

이라 할 수 있다. 번역자 마틴은 1850년 寧波로 건너와 포교 활동을 시작

한 인물이다. 그러나 중국의 뿌리 깊은 유교 전통 탓에 크리스트교를 전파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그는 明末淸初의 선교사들처럼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면 포교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1862년부터 미국 법학자 휘튼(Henry Wheaton)의 �국제법 원리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번역에 착수하였다.37) 이 소식을 접한 

청 정부는 4명의 總理衙門章京으로 하여금 마틴의 번역 작업을 돕게 하여 

1864년 �만국공법�으로 완성하였다. �만국공법�은 300부 인쇄되어 고위 

관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배포되었다. �만국공법� 중에서 주외공관 제도

와 관련된 부분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38)

36) 중국의 ‘公’ 개념에 대해서는 이승환, �유교 담론의 지형학�, 푸른숲, 2004 참고.

37) 청 정부에서도 마틴에 대해 “마테오리치처럼 중국에서 명성을 얻으려는 자”라고 인식

하고 있었다. �籌辦夷務始末�(同治)27, 26면 참고. 

38) �萬國公法�, 2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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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卷 諸國平時往來之權

第一章 論通使之權

第一節 欽差駐劄外國

第二節 可遣可受

第三節 何國可以通使

第四節 國亂通使

第五節 先議後接

第六節 國使等級

第七節 信憑式款

第八節 全權之憑

第九節 訓條之規

第十節 牌票護身

第十一節 蒞任之規

第十二節 延見之規

第十三節 交好禮款

第十四節 國使權利

第十五節 例外之事

第十六節 家人置權外

第十七節 房屋器具

第十八節 納稅之規

第十九節 寄公信者

第二十節 路過別國

第二十一節 禮拜不禁

第二十二節 領事權利

第二十三節 國使卸任

第二十四節 召回國使

<表1-4> �萬國公法�의 駐外公館 관련 목차

  

이 책에서 주외공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제3권 ｢諸國平時往來之權｣ 제

1장 ｢論通使之權｣의 24개절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분량과 비교해보면 상

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지만, 청 정부에게는 제2차 아편전쟁 이

후의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

련하여 마틴은 번역 작업이 한창이던 1863년, 청의 총리아문 대신들을 만

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벌링게임은 1858년의 조약 협상에서 만난 바 있는 몇몇 총리아문의 관료

에 나를 소개하였다. 내가 미완성된 휘튼의 번역서를 탁자에 올려놓자, 

중국 관료들은 그것의 속성이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큰 기쁨을 

표시하였다. 文祥은 “24개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이

것은 하트에 의해 만들어진 중요한 구절의 모음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 그는 “이것은 우리가 외국에 사절을 보낼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

고 덧붙였다.39)

앞서 청은 톈진조약과 베이징조약으로 서구 열강이 공사를 파견하기 시

작할 무렵, 하트에게 휘튼의 �국제법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제3권 제1장의 번역을 부탁한 바 있다. 윗글에서 문상이 언급한 

‘외국에 사절을 파견할 때 도움이 될 만한 24개절’이 바로 그 부분을 가리

39) A Cycle of Cathay,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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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 정부는 마틴을 만나기 전에도 주외공관 제도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트의 번역본과 달리 �만국공법�은 

총리아문장경의 윤색을 거치는 과정에서 청의 관료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

념과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이었다.40) 따라서 이 책은 청 정부가 주외공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성초지장�은 프랑스 외교관 마르텐스(Charles de Martens)의 저서 �외

교관 지침(Le guide diplomatique)�을 번역하여 출판한 책이다.41) 마틴은 

�만국공법�을 출간한 후 10년간 서양 국제법 서적을 번역하지 않고 있었

다. 그 사이 서양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同文館 總敎習

에 임명되어 여러 학생들과 공동 작업할 수 있게 된 다음에야 �성초지장�

의 번역 작업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때마침 청에서는 상주사절 파견론이 

한창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성초지장�이 간행될 무렵에는 해외에 공사

관과 영사관을 설립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청 정부

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이 책은 서양 국제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것은 아니었고, 외교사절과 관련된 내용만을 專論하

였으므로 시의적절한 것이기도 하였다.

�성초지장�은 총 4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외교사절과 관련

된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그 중 일부는 공사 제도에 관한 내용이었

다. 제3권과 續卷은 영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성초지장

�에는 주외공관 제도와 관련된 서술이 풍부했던 만큼, 청이 주외공관 제도

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마침 청 정부는 주

외공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出使章程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이때 번역 

출간된 �성초지장�은 상당한 참고 대상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성초지장

�의 전체 목차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42)

40) 孫建軍, 앞의 글, 2012.

41) 중국에서는 황제가 보낸 使臣을 ‘星使’, 그 사신이 타는 수레를 ‘星軺’라 부르는 언어 

관습이 존재해 왔다. ‘星軺指掌’이라는 書名 또한 여기서 유래하였다. 傅德元, ｢≪星軺指

掌≫與晩淸外交的近代化｣, �北京師範大學學報�6, 2006, 77쪽 참고.

42) �星軺指掌� 目錄,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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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卷 

第一章 論各國應有專署以理外事

第一節 論外交緣由

第二節 論總理大臣之職

第三節 論總署辦事人員

第二章 論通使之例

第一節 論公使之職

第二節 論通使之權

第三節 論接使之權

第四節 論使臣之等級

第五節 論遣使之多寡

第六節 論遴選充使之人

第七節 論使臣名目及解任之故

第八節 論密使

第三章 論使臣等級

第一節 論使臣分等緣由

       附 法京會議七款

第二節 論頭等公使

第三節 論二等公使

第四節 論三等公使

第五節 論四等公使

第六節 論委員出差

第四章 論使臣職守

第一節 論使臣文聘

第二節 論全權字據

第三節 論訓條

第四節 論用暗號傳遞密信

第五節 論執照護照之別

第五章 論出使人員

第一節 論隨使司員

第二節 論使臣眷屬

第三節 論無職之隨使人等

第四節 論專弁寄送公文

第二卷  

第六章 論使臣之權利

第一節 論使臣不可錮禁傷害等事

第二節 論使臣諸得自由

第三節 論使臣不歸地方管轄

第四節 論使臣有罪案不歸地方審斷

第五節 論使臣有爭端地方不得拘審

第六節 論隨使人等歸地方管轄之處

第七節 論正使管轄隨使人員之權

第八節 論使臣遵守安民禁令

第九節 論使臣免稅

第十節 論在使臣公署禮拜

第十一節 論使臣在路過之國所享各項

權利

第七章 論通使禮節

第一節 論禮節分類

第二節 論按級待使之禮

第三節 論推尊調處之國

第四節 論使臣會晤次序

第五節 論使臣與職爵宗親次序

第六節 論接待使臣並使臣朝覲之禮

第七節 論私朝接見使臣之例

第八節 論使臣互拜之禮

第九節 論尊稱使臣之例

第十節 論尊敬使臣之禮

第十一節 論賞賜使臣職銜禮物

第八章 論使臣所任之事

第一節 論使臣勤公總論

第二節 論使臣處世之道

第三節 論使臣有管轄本國人民之責

第四節 論使臣奏報本國事件

第五節 論使臣商議公事

第六節 論從中調處之例

第七節 論數國會議之例

第九章 論使臣升降解任等情

第一節 論使臣解任事宜

第二節 論使臣奉調回國應行事宜

第三節 論使臣升降調遣及署缺事宜

第四節 論使臣在任病故事宜

第十章 論使臣各國往來禮節

第一節 論禮節緣由

第二節 論國君典禮

<表1-5> �星軺指掌�의 전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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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節 論國君尊卑次序

第四節 論國君並其親屬交往事宜

第十一章 論水師禮節

第一節 論水師接待國君親王以及各等

公使之禮

第二節 論船隻洋面相遇與進外國口岸

之禮

第三節 論船隻懸旗之禮

第四節 論商船應行之禮

第三卷  

第十二章 論領事官之責任

第一節 論設立領事官緣由

第二節 論領事官之職守

第三節 論領事官分等

第四節 論簡派領事官及到任之例

第五節 論領事官之權利

第六節 論領事官拜謁之例

第七節 論領事官之要務

第十三章 論領事官所任之事分類

第一節 論領事官審斷之責

第二節 論領事官與地方官往來事宜

第三節 論領事官與本國往來文件之例

第四節 論領事官稽査保護本國船隻

第五節 論領事官與水師官參辦事件

第六節 論領事官保護本國水手

第七節 論領事官照料本國難船

第八節 論領事官保護本國人民

第九節 論領事官承辦遺産之例

第十節 論領事官辦理冊記發給文證之例

第十一節 論領事官雜項事宜

第十四章 論領事官駐劄回部

第一節 論領事官駐劄土波各國

第二節 論領事官駐劄巴巴里各國

第三節 論法國領事官駐劄回國審斷之權

       附 論繙譯官 

第四節 論領事官公署司庫

第五節 論領事官卸任止差等事

續卷 摘譯美國領事則例  

第一章 論領事官等級及總領事職守 

第二章 論領事等官授職之例 

第三章 論領事等官蒞任之例 

第四章 論領事等官憑公法所享之權 

第五章 論領事官憑條約所享之權利 

第六章 論領事官爲本國公使所鑒察

第七章 論領事官興水師官往來事宜 

第八章 論領事各官俸祿 

第九章 論領事官接任事宜 

第十章 未譯

第十一章 論發給護照事宜 

第十二章 論領事官調料船商事宜 

第十三章 論調料被撤被難水手 

第十四章 論領事官審訊船主與水手人等

所有爭端 

第十五章 論緝拿逃避水手 

第十六章 論撈救難船 

第十七章 論領事界內買船事宜 

第十八章 論美船裝載華民事宜 

第十九章 論照料船隻雜事 

第二十章 論領事官料理遺産事宜 

第二十一章 論供職雜款 

第二十二章 未譯

第二十三章 未譯

第二十四章 未譯

第二十五章 未譯

第二十六章 論領事官在東方各國所秉審

斷之權 

第二十七章 未譯

第二十八章 無名

附 公文程式

   國書二件

   呈遞國書禮節

   照會八件

   信函五件



- 37 -

�성초지장�은 주외공관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대거 수록하고 있

었던 만큼, 해외에 파견되는 공사들에게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서적으로 

여겨졌다. 마틴은 �성초지장�의 번역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곽숭도가 영국에 

출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 �성초지장� 번역본에서 공사

의 역할을 다룬 부분을 특히 강조하였다.43) 곽숭도의 뒤를 이어 주영공사

에 임명된 증기택은 출사 전부터 이 책을 字典과 대조해 가며 읽었고, 프

랑스로 가는 배 안에서도 틈틈이 읽었다고 전해진다.44) 이처럼 �성초지장�

은 �만국공법�만큼이나 널리 읽힌 책으로서 주외공사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외교 실무 지침서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였기 때문이다. 

�공법편람�은 �성초지장�이 출간된 다음 해, 미국 법학자 울시(Theodor 

Woolsey)의 �국제법 입문(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Law)�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된 책이었다. �성초지장�과 �공법편람�이 불

과 1년 사이로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주외공관 설립이 서양 국제법 서적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였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러나 �공법편람�은 �만국공법

�과 마찬가지로 서양 국제법을 종합적으로 다룬 서적이었으므로 주외공관 

제도를 서술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략하였다. �공법편람�에서 해당 부분

의 목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5)

43) 곽숭도에 따르면 마틴은 �성초지장�의 번역본 중에서 제49절, 제50절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성초지장�은 章節體制를 갖추고 있어 제49절과 제

50절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마틴의 번역 단계에서는 아직 장을 두지 않고 절만 두었

을 것이라 가정하고 49번째와 50번째에 해당하는 절을 찾아보면 각각 第2卷 第8章 第1

節의 ｢第一節 論使臣勤公總論｣, 第2卷 第8章 第2節 ｢論使臣處世之道｣에 해당한다. 즉, 

곽숭도는 출사 이전 외교사절로서의 기본 지침을 습득하였던 것이다. �倫敦與巴黎日記�, 

6쪽 참고.

44) 증기택은 매주 마틴을 찾아가 서양 지식을 전수받거나 영어 실력을 교정하는 등 긴밀

히 교유하였다. 李恩涵, 앞의 책, 1982, 23-25쪽 ; �出使英法俄國日記�, 105, 141쪽 참

고.

45) �公法便覽� 目錄, 1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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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二

論邦國通使之權利與議約之規例

第一章 論邦國交際之例

第一節 邦國通使以敦和好而杜釁端

第二節 宜謹言愼行免傷交誼

第三節 邦國之交以禮節之

第四節 船隻相遇致敬之禮

第五節 因海上禮節迭起爭端

第二章 論各國通使之例

第一節 公使分爲四等

第二節 公使任重而位尊之故

第三節 遣公使互相駐箚之由

第四節 邦國有遣使之權而無必接之理

第五節 惟自主之國暨在位之君始有遣

使之權

第六節 公使之權利尤要者二

       官民不得犯

       他國不得轄

第七節 公署與什物皆免於地方管轄

第八節 公使奉行敎禮無阻

第九節 公使家屬人等亦免地方管轄

第十節 公使免於征稅亦免於究罪

第十一節 公使路經他邦之權利

第十二節 公使分等級各例

         卸任有八

第十三節 邦國互設領事緣由及古昔各例

第十四節 今領事職任通例

         領事應免地方管轄否

         附 海領事所著美國領事官百

年考徵篇

<表1-6> �公法便覽�의 駐外公館 관련 목차

이 책이 출간된 1877년은 청이 주외공관 제도를 공식적으로 실행에 옮

긴 해였다. 청은 곽숭도를 영국에 파견하여 공사로서 주재하도록 하고, 싱

가포르에서 명망 높던 상인 胡璇澤을 영사로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공법

편람�은 최신의 서양 국제법 서적으로 주목받았다. 1878년 초대 주영공사 

곽숭도는 런던에 주재할 때 마틴이 보내온 �공법편람�을 읽었다.46) 그리고 

후임 주영공사 증기택은 출사하기 전 이 책을 읽고 마틴과 여러 차례 대화

를 나누었으며, 영국으로 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주영공사로 근무하는 동

안에도 틈틈이 읽었다고 전해진다.47)

�공법회통�은 1880년 마틴이 聯芳, 慶常 등의 동문관 학생들로 하여금 

독일 법학자 블룬칠리(Johannes Bluntschli)의 저서 �현대 국제법(Das 

moderne Völkerrecht)�을 번역하도록 한 책이었다. 1868년 출판된 블룬

칠리의 원저는 “현존하는 법전 중 내용이 광범위한 전형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었다. 청 정부는 이 책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

46) �倫敦與巴黎日記�, 555쪽.

47) �出使英法俄國日記�, 57, 61, 147, 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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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는데, 이는 번역서의 제목에 ‘會通’이라는 말을 붙여 마치 서양 국

제법을 집대성한 듯 표현한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만국공법�, �공법

편람�에 미비한 내용을 보충하여 서양 국제법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

으리라고 기대한 것이었다.48) 그러나 �공법회통�에는 주외공관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소략하게 제시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목차를 제시하자면 다

음과 같다.49)

卷二

論代國而行

論國主代國權

論國主公使等遊歷友邦

論國戚

論邦國交際責

論邦國通使之例

論委員領事等職

<表1-7> �公法會通�의 駐外公館 관련 목차

�공법회통�의 주외공관 관련 내용은 앞서 번역된 서양 국제법 서적에서 

이미 소개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공사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만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법회통�은 공사 제도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을 염두에 두어 서술하였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공법회통�이 지닌 효용성은 주외공사로부터 널리 인정받았는데, 

1881년 주영공사로 근무하던 증기택도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곧장 구하여 

읽었을 정도였다고 한다.50)

2. 서양 국제법 서적의 주외공관 제도 서술

청은 마틴의 주도로 번역된 서양 국제법 서적을 통해 주외공관 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앞서 해외 각국이 설치한 주청공

48) 傅德元, ｢丁韙良主持飜譯≪公法會通≫新探｣, �河北學刊�28(2), 2008, 84쪽.

49) �公法會通�1, 23-25쪽.

50) �出使英法俄國日記�, 427, 428, 431, 432, 4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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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피상적으로 경험하던 것보다는 질적으로 발전된 것이었다. 그러나 청

은 여전히 청은 서양 국제법을 전면 수용하기보다 그 중 유리한 내용만을 

활용하려 하였다. 따라서 서양 국제법 서적에 담긴 주외공관 제도 서술을 

통해 청이 주외공관 제도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이론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먼저 �만국공법�은 공사 제도의 연원을 설명하였다. 이는 조약질서가 중

화질서와는 구분되는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교화가 점차 행해졌기에 모든 나라는 서로 예로써 대하여 通使

의 규정이 있었다. 생각건대, 각국에 또 欽差와 駐箚를 두는 규정이 있는 

것은 최근 200년간 각국의 통상과 교제가 더욱 긴밀해진 때문이다. 명확

하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흠차를 특별히 파견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각국이 강자에 의지하고 약자를 업신여겨 均勢의 법도를 해칠 것을 우려

하여 흠차를 수도에 주재토록 하여 예방토록 한다. 이것이 만국공법에서 

장정을 두어 통사 왕래의 권리를 정한 까닭이다.51)

이처럼 공사 제도는 서양 국가 사이에 통상과 교제가 긴밀해지는 상황에

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

의 국제질서가 지속하여 온 것과 달리, 서구 사회에서는 여러 주권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 간의 세력 균형을 중시하는 국제질서가 자리 잡았던 

것이다. 따라서 청에서 공사 제도는 국가 간의 분쟁을 줄이고 약소국의 존

립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서양 국가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일 뿐 동아시아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

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였다. 

�만국공법�은 공사를 포함한 외교사절의 등급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는 상주공사의 등급을 구분하는 데도 원용되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만국

공법� 이후의 서양 국제법 서적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었기 때문에, 청이 

51) �萬國公法�,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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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파견하면서 그 등급을 결정하는 데도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만국공법�은 공사의 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권리의 연원과 신임장

을 제출하는 대상을 명시하였다.52)

等級 權利 淵源 信任狀 提出

1等使臣 代君行事

寄信憑於君2等使臣

代國行事3等使臣

4等使臣 寄信憑於陪臣

<表1-8> �萬國公法�의 공사 등급 규정

공사가 지닌 권리의 연원을 살펴보면 1등공사는 군주로부터, 2·3·4등공

사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군주와 국가

가 일체화된 專制國이 있는가 하면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共和國도 있었

고, �만국공법�에서도 “업무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자면 1등사신과 2등사신

은 동등한 것”이라 하였기에,53) 권리 연원에 따른 구분은 사실상 큰 의미

가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주목할 부분은 공사가 누구에게 신임장을 제출

하느냐 하는 것이다. 1·2·3등공사는 군주에게 신임장을 제출하지만, 4등공

사는 陪臣에게 신임장을 제출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훗날 청이 체약국인 서양 국가나 일본에는 2등공사를 파견하면서, 속국으

로 간주된 조선에는 4등공사를 파견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심

장한 구절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청 정부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54)

곧 이어 �만국공법�은 공사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다음과 같이 구체

52) �萬國公法�, 279-283쪽.

53) �萬國公法�, 280쪽.

54) 중화민국이 성립된 후 1等使臣은 (特命全權)大使, 2等使臣은 (特命全權)公使로 인식되

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 각지에 파견한 

公使도 점차 大使로 승격되기 시작하였다. (胡愈之, ｢大使與公使｣, �世界知識�1934(3), 

1934, 124-125쪽 ; 川島眞, 앞의 책, 2004, 108쪽 참고) 즉, 동아시아 3국이 ‘대사’라

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20세기부터 일반화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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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명하였다.

외국에 駐箚하는 자는 그 권리가 본국에서와 동일한데, 이것은 이른바 부

재하지만 존재하는 것(不在而在)이다. … 만약 자녀가 외국에서 태어났어

도 그는 여전히 본국의 인민이다. … 타국에 주차하는 외교관이 자신의 

교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본국의 종교 예절에 따를 수 있다.55)

이것은 공사가 외국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본국에서와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는 규정이다. 본국에 머물고 있지는 않지만 본국에 머물고 있는 것

과 마찬가지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의 지위는 특별한 것으로서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는 톈진조약과 베이징조

약을 통해서도 이미 인정된 바 있었고, 청에 주재하는 외국공사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청으로서는 그다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

다고 할 수 있다.

�만국공법�은 영사 제도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다만 그 내용은 단 

하나의 절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이는 마틴이 번역의 底本으로 삼았던 

휘튼의 �국제법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제6판(1855年)에

서도 마찬가지였음을 고려해 볼 때, 아직 서구 사회에서도 영사를 외교사

절과 구분하는 경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만국공법�의 다음 구절

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領事官은 使臣의 예에 속하지 않는다. 각지의 律例 및 和約章程, 또는 대

외협약(准額外賜)을 통해 권리를 얻는다. 그러나 영사 등의 관직은 만국

공법에서 정한 國使의 권리와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56)

이처럼 �만국공법�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영사가 외교사절과 유사하게 활

동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영사가 외교사절과는 구분되는 

55) �萬國公法�, 286-296쪽.

56) �萬國公法�,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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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규정하였다. 영사의 역할이나 활동을 서술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

애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이에 따라 청은 �만국공법�을 

통해서는 영사 제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뒤이어 출간된 �성초지장�은 공사의 등급을 서술하였다. �만국공법�이 

공사의 등급에 따른 권리 연원과 신임장 제출 대상에 집중하였다면, �성초

지장�은 공사의 등급에 따른 권한을 서술하는 데 집중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 내용은 청이 주외공관을 개설하고 주외공사의 등급을 결정하는 

원칙이 되었다. 

무릇 공사 중에 군주의 일을 처리하는 권한이 없고 외국 군주에게 서한

을 보내는 자는 2등에 속한다. … 4등공사로 실제 직책에 있는 자를 辦事

大臣이라고 한다. … 무릇 외국에 파견되는 委員은 공사의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이 疆界를 살펴 처리하거나 세금을 징수하거나 집행

할 때는 공사의 직함을 더할 수 있다.57)

이는 �만국공법�의 논의를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외국에 파견하는 

공사가 주로 2등공사에 속한다는 서술은 청이 외국에 파견하는 공사를 2

등공사로 설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한편 委員과 公使를 구분하고 있는 

서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위원은 공사의 권한을 지니지 않는

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외교 교섭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원이 영토 문제 등을 논의할 때는 공사의 직함을 지닐 수 있다고 하였는

데, 이는 향후 청이 원세개를 조선에 파견할 때 4등공사의 官秩을 더한 배

경을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성초지장�에는 공사의 외교 의례에 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그동안 

외교사절의 의례 문제는 청을 줄곧 외교적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개

항 이전 청이 三跪九叩頭를 행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는 서양의 외교사절이 

굴욕적인 처사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항 이후 청의 외교사절이 

서양에 파견되면 鞠躬이나 握手 등 상호 대등한 지위를 상징하는 의례를 

57) �星軺指掌�, 第1卷 第3章, 2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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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러야 했다.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 간주하는 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

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청이 외국과 조약을 맺고 공사를 파견하는 단계가 

되면 이러한 외교 의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양에서도 頭等公使가 임지에 도착하여 군주를 朝見하는 예법은 모두 

같지 않지만, 그 중 같은 부분은 대략 설명하겠다. … 궁전 내의 군주는 

앉거나 서 있고, 좌우에 늘어선 왕공대신과 公使 일행은 몸을 굽혀 세 번 

인사한다. 군주가 일어서서 공사를 앉도록 하면, 공사는 앉아서 陳詞를 

읽는다. 낭독이 끝난 후 參贊이 받들고 온 국서를 공사가 군주에게 전달

하면, 군주가 이를 받아 총리대신에게 건네준다. 군주가 答詞를 읽은 다

음 사신이 몸을 굽혀 세 번 인사하고 물러난다.58)

�성초지장�은 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폭넓게 설명하였다. 이는 공사 제

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었지만 �만국공법�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성초지장�에 따르면 공사는 “본국 인민을 보호”하고 “널리 상의

하고 방문하여 보고 들은 바를 수시로 본국에 보고”하며, “의논하여 조약

을 체결”하고 “불화가 있을 때 우방국에 조정을 요청”하는 등의 역할을 수

행해야 했다.59) 이는 훗날 청 정부가 파견한 주외공사들의 기본적인 업무

가 되었다. 

�성초지장�은 영사 제도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앞서 �만국공법�에서

는 영사 제도가 단 하나의 절에서 간략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성초지장�

에서 한 권 전체를 할애하여 상세히 다룬 것은 영사 제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먼저 �성초지장�에는 영사 파견의 연원이 제시

되어 있다.

살피건대, 領事官은 駐京公使보다 먼저 설치된 것이다. … 이후 무역이 

점차 번성하고 사무가 날로 복잡해지면서, 영사 파견의 권한이 군주에 돌

아가지 않고 각지의 商會로 번져 나가, 연해의 각국 상선이 모여들어 서

58) �星軺指掌�, 第2卷 第7章, 21면.

59) �星軺指掌�, 第2卷 第8章, 3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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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사를 파견함으로써 그 책임과 권한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60)

유럽 사회에서 영사 제도가 생겨난 것은 중세 말 유럽 각국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부터였다. 이 시기 영사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자국 상인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되었는데, 이는 16세기 이후 重商主義 풍조

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반면 청은 해외 도항을 엄금하는 

한편, 해외로 이주한 자에 대한 棄民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해외로 이주

하는 청 상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통해 경제력을 획득하고 해외 정보

를 수집하거나 선진 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따라서 �성

초지장�의 내용은 영사 파견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활용되었다.

�성초지장�은 영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는 공사의 역할에 

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많은 지면에 걸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

서 눈길을 끈다.

영사의 직무는 항해와 통상 사무를 살피고 본국 인민을 보호하여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각종 계약을 대신 처리하고, 지방관에게 억울함

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신 제기하며, 본국 인민을 위해 분쟁

을 조정하는 일 등이다. … 살피건대, 영사를 설립한 뜻은 외국의 항구에

서 통상 사무를 전담할 자를 두려는 데 있다.61)

윗글에 따르면 영사는 외국 항구에 파견되어 항해 및 통상과 관련된 사

무를 처리하는 등, 자국인 보호와 자국 이익 확보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영사의 역할이 광범위하다 보니, 영사

가 주재하고 있는 국가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는 것은 바로 영사재판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미 서구 열강이 불

평등조약을 통해 영사재판권을 향유하고 있었지만, 서양 국제법 서적을 통

해 그 전모가 소개된 것은 �성초지장�에서부터 비롯되었다.

60) �星軺指掌� 第3卷 第12章, 1면.

61) �星軺指掌� 第3卷 第12章,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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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유럽 각국의 영사가 모두 재판의 책임을 지닌 이래 그 권한

은 다소 줄어들었다. 재판권은 관할권에서 나오고 관할권은 본디 국가의 

自主에서 나온다. 따라서 각국은 영사가 안건을 재판하는 것이 지방관과 

서로 충돌하고 국체를 해칠 것을 우려하여, 영사의 권한을 줄임으로써 분

쟁을 피하려 하였다.62)

윗글에서도 보듯, 서구 사회에서 출현한 영사재판권은 주권 개념이 강조

되는 추세 속에서 약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세기에 들어서는 서양 국

가끼리는 屬人主義에 입각한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었던 주권 개념은 아시아, 아메리카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만국공법�에서도 自主之國, 半主之國, 屬國, 省部 등으

로 국가에 차등을 두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성초지장�에 나타난 영사

재판권 역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영사재판권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은 다음 서술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유럽 각국은 서로 영사 등의 관리를 파견해 왔지만 그 권리

는 모두 제한되었다. 왜냐하면 각국의 법률은 모두 어느 나라의 인민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든 그 나라의 관할을 받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을 위반한 일은 어느 나라 인민이든 그 지방을 맡은 관리가 심판하

고 다른 나라는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의 법률과 풍속은 유

럽 각국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영사의 권리 역시 다름이 있다. … 따라

서 이슬람 국가와 조약을 맺어 폐단을 막을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피건대, 서양 국가의 영사가 터키 등 국가에 주재하는 경우 보통

의 상황과는 달리 조약에 따로 규정된 권리를 지니게 하여 본국의 인민

을 보호하도록 한다.63)

서구 열강은 청을 법률과 풍속이 상당히 다른 국가라고 보았다. 따라서 

청에 대해서는 오스만 제국과 마찬가지로 영사재판권을 행사하려 하였다. 

62) �星軺指掌� 第3卷 第13章, 11면.

63) �星軺指掌� 第3卷 第14章,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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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청 또한 “오랑캐의 일은 오랑캐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

단에 따라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이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영사재판권으로 인해 청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분쟁이 늘어나고 외국 상인

의 경제적 침투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사재판권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성초지장�

의 내용은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이는 곧 청이 해외에서 영사재판

권 확보를 모색하게 되는 이론적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뒤이어 �공법편람�은 공사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편적인 법칙으로 규정

하였다.

옛날에 각국이 사정이 있어 사신을 보낸 적은 있지만 (사신을) 상주시킨 

적은 없었다. 대개 사신을 보내 외국의 수도에 상주하도록 하는 것은 근

대의 새로운 규칙이다. … 사신을 상주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유럽 각국

이 준행하는 상례이다.64)

윗글은 19세기 중엽 유럽 각국에 공사 제도가 확산하여 가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국공법�에서도 공사 파견의 연원을 설명한 바 있지만, 

�공법편람�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사 제도를 유럽 각국이 모두 준행하는 

원칙이라 선언하였다. 그 밖에도 �공법편람�은 공사의 종류 및 권리에 대

한 내용을 폭넓게 서술하였다. 물론 �만국공법�이나 �성초지장�과 중복되

는 내용도 상당하였지만, 공사 제도가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과정에서 공사 

제도는 보편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갔다.

�공법편람�은 영사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

법편람�에 소개된 영사 관련 내용은 앞서 출판된 �성초지장�의 내용과 상

당 부분 중복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법편람�을 통해 특별히 새로운 내

용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겠으나, �성초지장�과의 상보적 관계 속에서 영

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는 �공법편람

�에서 영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여덟 가지 사례를 들어 제시한 부분에서

64) �公法便覽� 卷2 第2章,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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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인할 수 있다.

1. 본국으로 돌려보내 증거로 삼아야 할 공문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영사

관이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해야 한다.

2. 본국 인민의 혼인, 출산, 사망 등의 일은 영사의 관공서에 기록을 남겨 

훗날 조사할 전거로 삼는다.

3. 본국 인민의 護照는 영사관이 발급한다.

4. 무릇 선박 주인의 보고서나 계약서는 반드시 영사관이 받아 보관해야 

한다.

5. 선박의 선원이 도망가 숨는 일이 있으면 영사관이 지방관에게 대신 체

포하여 인도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6. 형편이 어려운 선원이 있으면 영사관은 그를 구제하고, 선박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는 영사관이 그를 풀어준다.

7. 선박이 수심이 얕은 곳에 좌초한 것은 영사관이 대신 보살펴야 한다.

8. 해당 지역에서 본국 인민이 사망하였는데 그 유산을 상속할 자가 없고 

법률이나 조약에서 금지하는 바가 없다면 영사관이 이를 대신 처리한

다.65)

�공법회통�은 공사의 치외법권을 논하였다. 단순히 치외법권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사가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치외법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의 치외법권을 힘

주어 서술한 것은 국가 간의 외교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공사 등은 이미 (지방관의) 관할에서 벗어나므로 그 범죄 사건은 모두 지

방관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만약 그 나라가 이를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방비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저질러진 경우에는 나중에 그 본국에

게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66)

�공법회통�은 영사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영사의 업

65) �公法便覽� 卷2 第2章, 33-34면.

66) �公法會通�1,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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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당시 청 내

부에서 영사 파견을 지지하는 논자들의 근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서 눈길을 끈다.

영사의 직속 업무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부임한 국가가 조약을 삼가 

준수하고 지방관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둘째, 주재하

는 지방의 사정을 살펴 본국에 통보하는 것이다. 셋째, 특권을 받아 양국 

간의 교섭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 직책 내의 사정은 모두 공법에 따

라 왕래하는 문건을 보호하므로 지방관이 물리치거나 열람할 수 없다.67)

그 밖에 영사 제도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

대 “영사관에 봉록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처리한 사건에 수수료를 받게 하

든지 그 수고에 보답하는 것은 본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은 영

사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 마련 방법을 규정하였고, “본국에서 총영사직을 

설치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나라에 자문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은 총영사 파견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외교 마찰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

한 것이었다.68) 따라서 �공법회통�은 청이 영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실용성을 갖는 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양 국제법 서적은 주외공관 제도와 관련한 ‘번역의 중층성’을 줄

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앞서 청은 제1·2차 아편전쟁에 따른 불평등

조약으로 공사, 영사와 관련한 번역어를 급히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

서 ‘번역의 중층성’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였고, 이는 주외공관 제도 이

해에 혼선을 빚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후 청은 서양 국제법 서적을 통해 

주외공관과 관련한 원어와 번역어의 관계를 조정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

에서 청의 주외공관 제도에 대한 像은 점차 명료해졌다. 따라서 서양 국제

법 서적의 번역 양상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만국공법�은 영사 제도에 대한 내용을 풍부히 서술하지는 않았지

67) �公法會通�1, 176쪽.

68) �公法會通�1, 186-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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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Consul’과 ‘領事’ 사이에 정립되어 있던 대응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영사 개념을 둘러싼 ‘번역의 중층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19세기 후반 청에서는 ‘領事’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고, 그 이전에 간헐적

으로 사용되어 온 ‘管事’ 등의 명칭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69)

그러나 �만국공법�에서 공사 개념을 둘러싼 ‘번역의 중층성’은 여전히 해

소되지 않았다. 우선 ‘공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가 많지 않았다. ‘공사’

를 대신하여 ‘欽差’가 일회성으로 파견된 외교사절, ‘駐箚’가 상주하는 외교

사절을 지칭하는 용어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흠차’를 수도에 주

재하도록 하면 그것은 곧 ‘주차’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자는 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흠차는 常任과 特使의 구분이 

있다.”는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70) 즉 ‘흠차’ 중에서 ‘상임’, 

그리고 ‘주차’가 상주공사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간혹 ‘공사’라는 번역어가 

사용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외교관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

았고, ‘公使駐倒英都者’나 ‘駐箚京都’, ‘駐箚外國’ 등의 문맥에서만 제한적으

로 상주공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즉, 아직까지는 ‘주차’와 같은 

단어에 의지하여 상주공사를 지칭하는 언어 관습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

나 톈진조약과 베이징조약이 체결되던 시기에 비해 ‘번역의 중층성’은 현

저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만국공법�은 ‘공사’가 상주공사를 가리키는 언어 

관습의 시발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1)

69) 19세기 후반 청에서 ‘영사’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外國間有總領事之職”(｢遵旨籌辦布路斯國換約事宜摺｣(同治 元年 11月 16日), �李

鴻章全集�1, 155쪽) ; “駐扎廣東總領事”(｢附 荷蘭使臣照會并臣照復文稿｣(同治 2年 6月 

29日), �李鴻章全集�1, 318쪽) ; “不須稟知領事請照”(｢附 爲洋人擅入內地滋事咨復英國駐

滬領事巴夏禮｣(同治 3年 9月 9日), �李鴻章全集�1, 580쪽) ; “美國領事官霍錦士”(｢署理

江蘇巡撫廣西巡撫郭柏蔭奏｣, �籌辦夷務始末�(同治)52, 13면) ; “法國副領事狄隆”(｢與羅

淑亞定議辦結敎案摺｣(同治 9年 1月 2日), �李鴻章全集�4, 3쪽) ; “西國領事每欲代管”(｢

遵議日本通商事宜片｣(同治 9年 12月 1日), �李鴻章全集�4, 217쪽) ; “駐津各國領事”(｢

秘魯商約定議摺｣(同治 13年 5月 13日), �李鴻章全集�6, 58쪽), “經該道會商英領事, 飭令

停止行駛”(｢妥籌上海鐵路片｣(光緖 2年 7月27日), �李鴻章全集�7, 154쪽) ; “哥斯達力格

總領事”(�倫敦與巴黎日記�, 311쪽) ; “必得設領事管束”(�倫敦與巴黎日記�, 492쪽), “法

國領事尔林”(�倫敦與巴黎日記�, 953쪽).

70) �萬國公法�,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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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초지장�은 ‘공사’의 의미를 凡例에서 따로 풀어서 설명하였다. ‘공사’

라는 용어가 여전히 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번역의 중층성’ 

또한 해소되지 않았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책 속에 公使라는 명칭이 많이 보인다. 무릇 封疆大吏(총독 또는 순무)가 

공식 파견한 사람을 모두 공사라 하는데, 책 속의 모든 공사는 오로지 한 

나라의 군주가 다른 나라에 파견한 자를 일컫는 것이다. 공사라는 명칭은 

하나가 아니라, 欽差大臣, 欽使, 國使라고도 하는데, 만약 별도의 字句를 

덧붙여 구분하지 않으면 모두 공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

는 간단히 줄여 공사 또는 使臣이라고 하겠다.72)

여기서 ‘公使’ 또는 ‘使臣’은 ‘다른 나라에 파견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 

‘공사’ 또는 ‘사신’이 외교사절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상주공사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駐箚’, ‘駐京’, ‘常川’ 등의 별도의 字句

를 덧붙였다. 따라서 �성초지장�에서 ‘공사’, ‘사신’이라 한 것이 곧바로 상

주공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국공법�이 출간되던 때와 마찬가지

로 ‘공사’가 외교사절과 상주공사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상황이 지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3)

�공법편람�에서는 공사 개념을 둘러싼 ‘번역의 중층성’이 대폭 줄어들었

다. �공법편람�의 범례는 앞서 �성초지장�의 범례에서 소개한 ‘공사’의 정

의를 그대로 싣고 있다.74) 그리고 본문 첫머리에서도 “각국이 사신을 선발

71) �만국공법�이 출간된 후 상주공사를 지칭하는 ‘공사’라는 용어가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該司告以美國公使, 奉其國差遣出使中華”(｢署

理江蘇巡撫廣西巡撫郭柏蔭奏｣, �籌辦夷務始末�(同治)52, 12면) ; “法國羅公使已先期到漢

口”(｢附 咨呈酉陽敎案續行四條｣(同治 9年 1月 2日), �李鴻章全集�4, 4쪽) ; “英國公使來

津接見”(｢先派幼童出國肄習技藝摺｣(同治 10年 7月 3日), �李鴻章全集�4, 363쪽) ; “俟

公使到彼, 應再酌設總理事官”(｢籌辦鐵甲兼請遣使片｣(同治 13年 11月 2日), �李鴻章全集

�6, 171쪽) ; “總理衙門正與各國公使議辦古巴華工章程”(｢請派區諤良幇辦留美幼童肄業各

事片｣(光緖 元年 4月 12日), �李鴻章全集�6, 280쪽).

72) �星軺指掌� 凡例, 1-2면.

73) �성초지장�의 출간을 전후한 시기, ‘공사’가 상주공사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사

례는 다음과 같다. “日本公使系何名, 對森有禮”(�倫敦與巴黎日記�, 3쪽).   

74) �公法便覽� 凡例,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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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파견함으로써 和好를 닦고 友誼를 통하며 公務를 처리하는 것을 모두 

公使라 부른다.”고 하여 ‘공사’를 외교사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

다.75) �성초지장�과 �공법편람�의 번역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인물의 주

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라는 단어도 동일한 프로토콜에 따라 번역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법편람�의 본문 서술에서 ‘공사’를 외국에 

주재하는 상주공사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공사의 신분은 자유로워야 하며 함부로 범할 수 없다 … 사신은 어떠한 

범죄 사건이나 소송에서도 駐箚하고 있는 지방의 관할에 귀속되지 않는

다.”는 구절의 ‘공사’는 상주공사를 가리키는 것이다.76) 또한 공사의 자유

로운 종교 활동과 공사 家屬의 자유로운 활동, 공사의 세금 면제를 규정하

는 대목에서도 ‘공사’는 상주공사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77) 이를 통

해 ‘공사’ 개념을 둘러싼 ‘번역의 중층성’이 대폭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엿

볼 수 있다.78)

한편 �공법회통�의 범례에도 �성초지장�, �공법편람�에 실린 ‘공사’의 정

의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79) 그러나 �공법편람�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법

회통�의 본문에 언급된 ‘공사’는 상주공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 중에는 관공서를 설치하여 오래 머무는 자가 있다.”80)라거

나 “공사는 주찰하고 있는 나라에서 마땅히 중립을 지켜 국체를 방해해서

는 안 된다.”81)라는 표현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공사’는 

기존의 외교사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부터 상주공사를 뜻하는 개념으로 변

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2)

75) �公法便覽� 卷2, 8면.

76) �公法便覽�, 卷2, 16면.

77) �公法便覽�, 卷2, 20-26면.

78) �공법편람�이 출간된 후 ‘공사’가 상주공사의 의미를 담은 용례는 다음과 같다. “上野

公使”(�倫敦與巴黎日記�, 340쪽), “見示赫德傳報, 言兼派充法國公使”(�倫敦與巴黎日記�, 

498쪽), “羅馬敎皇遣使, 位諸國頭等公使之上”(�倫敦與巴黎日記�, 965쪽).

79) �公法會通� 凡例.

80) �公法會通�1, 141쪽.

81) �公法會通�1, 163쪽.

82) �공법회통�이 출간된 후 ‘공사’가 상주공사의 의미를 담은 용례는 다음과 같다. “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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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양 국제법 서적은 청의 주외공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대폭 높

여주는 것이었다. 영사, 공사 개념을 둘러싼 ‘번역의 중층성’이 완화된 것 

또한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서양 국제법은 국가 상위의 권

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이 아니었으므로,83) 이를 청이 절대적인 원칙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고, 그 중 유리한 부분을 활용하는 경향이 다분하였다. 

그러나 서양 국제법 서적에 담긴 주외공관 제도 관련 내용은 실용적인 것

이었으므로, 이는 청이 주외공관 제도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일종

의 참고서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의 주외공관 제도에는 서구 사회

의 주외공관 제도가 지닌 합리성과 제국성이 이식되었다. 그러나 청의 국

력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에 발현될 수 있었던 합리성과는 달리 

제국성은 동아시아 주변국에만 선별적으로 발현될 수 있었다. 

公使路愛尔”(�出使英法俄國日記�, 316쪽), “日本公使森有禮”(�出使英法俄國日記�, 455

쪽).

83) 박상섭, �국가, 주권�, 소화, 2008,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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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외공관 제도의 구상과 실천

1. 상주사절 파견론의 전개 과정

1861년 청에서는 辛酉政變이 일어나 공친왕이 서태후와 함께 정치적 실

권을 장악하였다. 공친왕은 본래 배외주의에 경도되어 있었으나, 제2차 아

편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열강과의 화친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되었

다. 이후 공친왕은 열강과 이른바 ‘協助政策’을 추진하여, 동문관에서 외국

의 언어와 학문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하고, 총세무사 하트에 해관사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은 상주사절은 물론이고 일회성 외

교사절을 파견하는 데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이 외교사절을 파견하

면 필시 상대국 군주를 접견하게 될 것인데, 이때 상호 대등한 예법을 행

하면 서양 국가에 굴복하였다는 국내의 비판을, 상호 대등한 예법을 거부

하면 서양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국외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의 소극적인 태도는 당시 출간된 �만국공법�을 통

해서도 정당화되었다.

自主之國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면 사신을 파견하거나 받아들일 

권리를 지니고, 타국은 이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사신 파견을 원하지 않

으면 다른 나라가 강제할 수 없다 … 사신 파견이 비록 당연히 행해야 

할 예이기는 하지만, 결코 반드시 행해야할 것은 아니다. 이것을 행할 지 

여부는 마땅히 교분이 두터운 정도와 사무의 긴요한 정도에 따라 정한

다.84)

이처럼 �만국공법�은 외교사절을 파견하거나 받아들이는 것 모두 자주국

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규정하였다. 설령 외교사절의 왕래가 일반화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모든 나라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

84) �萬國公法�, 275-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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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스로를 자주국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청은, 톈진조약과 베이징조약으

로 외국공사의 주재를 허용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청의 공사 파견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청에서 활

동하던 몇몇 서양인은 청이 더 이상 공사 파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

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1865년 총세무사 하트가 총리아문에 ｢局外旁

觀論｣을 제출하였다. 여기서 하트는 국제 정세를 방관하고 있는 청의 소극

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외국에 공사를 파견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국만큼 오래된 나라는 없지만, 세계 각국이 볼 때 필시 중국만큼 약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 현재 조약을 맺은 나라는 십여 국이고, 수도에

는 외국이 파견한 대신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새롭게 설치한 아문이 각국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간 몇 차례 사건이 있었는데, 이

는 외국이 요청하여 통상조약을 맺은 것으로, 대개 중국의 본의가 아니라 

외국이 정한 것입니다. … 대신을 파견하여 외국에 상주하도록 하십시오. 

중국에 유익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수도에 머무는 대신이 만약 이치에 

맞는 일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면, 중국은 응당 살펴보고 처리하면 됩니

다. 만약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중국이 그 나

라에 상주하는 대신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제가 권유한 바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85)

당시 하트는 청 정부 내에서 신뢰받는 서양인 중 한 명이었기에 그의 주

장이 지닌 파급력은 상당히 컸다. 그러나 청 정부는 공사 파견을 시기상조

라 판단하고, 그 대신 斌椿을 대표로 하는 시찰단을 유럽 각국에 파견하기

로 하였다.86) 그리고 외국 군주를 접견하고 상호 대등한 예법을 취하는 상

황을 피하기 위해, 이들이 외교사절단이 아니라 문물시찰단임을 분명히 하

였다. 그러나 고위 관료를 대표로 하는 시찰단이 유럽을 순방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청의 관료층 사이에서 공사 파견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은 상당히 

85) ｢總稅司赫德呈遞局外旁觀論｣, �籌辦夷務始末�(同治)40, 13-22면.

86) 빈춘시찰단이 관찰한 서양 문물에 대해서는 조세현, ｢청말 개인과 사절단의 해외 여행

기에 나타난 해양문명｣, �동북아문화연구�48, 2016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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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되었다.

1866년에는 영국공사관에서 參贊으로 근무하던 웨이드(Thomas Wade)

가 ｢新議略論｣을 제출하였다. 웨이드는 하트보다 한층 강경한 어조로 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였다.

각국의 형세를 보면 중국은 단 하루도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 중국이 

이득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길은 代國大臣을 각국 수도에 파견하여 상

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중국은 다른 나라에 대신을 상주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 중국이 시험 삼아 한 번 해보려 한다면, 먼저 외국인

과 서로 돕기로 잠시 약정해야 하고, 훗날 익숙해진 다음에는 그를 물러

나게 할 수 있습니다. … 곧 머지않아 중국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외국을 불러들여 함께 폐단을 제거하고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자주권을 영구히 보전하든지, 예전과 같이 의심을 품고 철

저히 막아 외국 또한 의심으로 상대하게 하든지 말입니다.87)

여기서 ‘代國大臣’은 이 시기 출간된 �만국공법�의 2·3·4등공사를 가리키

는 것이라 짐작된다. 즉, 웨이드 또한 청이 외국에 공사를 파견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이었다. 비록 웨이드는 영국공사관의 중간급 관리에 불과하였

지만, 1868년으로 예정된 영국과의 톈진조약 개정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

서, 그의 주장은 영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

다.

결국 1866년 청은 하트와 웨이드의 의견서를 함께 배포하고 지방관의 

의견을 널리 구하였다. 그러나 공사 파견에 대해 三口通商大臣 崇厚는 찬

성하였으나 江西巡撫 劉坤一, 浙江巡撫 馬新胎는 반대하는 등 여론이 하나

로 모아지지 않았다.88) 이듬해인 1867년 청은 톈진조약 개정 협상에서 예

상되는 열강의 요구 사항을 6가지로 간추린 후, 다시 한 번 지방관의 의견

을 청취하였다. 그러자 상당수의 지방관이 遣使, 즉 공사 파견에 찬성하고 

나섰다.89) 좌종당은 “駐京公使가 방자하게 제멋대로 행동함에도 우리가 힐

87) ｢威妥瑪新議略論｣, �籌辦夷務始末�(同治)40, 23-37면.

88) 坂野正高, 앞의 책, 1970, 226-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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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할 수 없으니, 遣使로써 각국의 사정을 염탐하고 공사들의 전횡을 막

자.”고 하였다.90) 李瀚章은 “중국에 온 외국 사신들이 가혹한 요구를 하거

나 힐책하는 일이 해당 국가의 군주의 뜻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필 수 있

다.”고 하였다.91) 吳棠은 “공사들이 고집을 부리면 힐책할 수 있다.”고 하

였으며,92) 이홍장은 “각국의 兵制, 船政, 軍火, 器械는 정교하여 중국보다 

우월하니, 왕래가 익숙해진 후 샅샅이 살피면 … 자강의 기반이 될 것이

다.”라고 하였다.93) 톈진조약 개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동안 중화질서에 

따라 공사 파견을 기피해 온 청의 관료층에서도 공사 파견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홍장은 공사 파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丁日昌의 의견서

를 함께 첨부하였다. 여기서 정일창은 영사 파견론의 효시라 할 만한 주장

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市舶司를 설립하십시오. 각국으로 건너간 華人들이 학대받고 있습니다. 

화인을 관리하십시오. 서양에서는 모두 관에서 상인을 관리합니다. … 만

약 중국이 충성스럽고 용감한 재주를 지닌 관원을 그 나라의 영사와 같

게 한다면 … 중국에서 떠난 사람들이 필시 고향을 그리워하여 외국에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재 싱가포르에서 러시아가 영사로 쓰고 있

는 자는 중국 番禺人 胡氏 성을 가진 자로, 싱가포르 십여만 화인이 모두 

그의 명령과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 호씨와 같은 부류는 필시 적지 않

을 것입니다. 우리 중국 사신이 연락하여 고무한다면 반드시 흔쾌히 명을 

따를 것이고 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94)

정일창은 해외에 도항한 자국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는 청 정부가 고수해 온 棄民政策의 폐기를 의미한

89) 총리아문의 ‘條說六條’에 대한 각 지방관의 회신에 대해서는 李文杰, 앞의 책, 2017, 

52-54쪽 참고.

90) ｢陝甘總督左宗棠奏｣, �籌辦夷務始末�(同治)51, 21면.

91) ｢署湖廣總督江蘇巡撫李瀚章奏｣, �籌辦夷務始末�(同治)52, 33면.

92) ｢閩浙總督吴棠奏｣, �籌辦夷務始末�(同治)55, 3면.

93) ｢湖廣總督李鴻章奏｣, �籌辦夷務始末�(同治)55, 12면.

94) ｢李鴻章附呈藩司丁日昌條款｣, �籌辦夷務始末�(同治)55,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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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나 唐代부터 淸初까지 대외 교역을 

관장하던 시박사를 복설하여 여기에 해외 청국인 보호라는 임무를 추가하

려고 했던 것을 볼 때, 그의 인식은 중화질서를 토대로 하여 출발한 것이

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주사절 파견론이 점차 확산하던 1868년, 청은 마침 임기를 끝

내고 귀국하려는 미국공사 벌링게임을 대표로 삼고 總理衙門章京인 志剛과 

孫家穀을 수행원으로 하는 외교사절단을 서양 각국에 파견하였다. 이때 굳

이 외국인인 벌링게임을 대표로 삼은 것은 “중국인을 사신으로 삼으면 곤

란함을 면치 못하지만, 외국인을 사신으로 삼으면 난처하지 않을 것입니

다.”95)라는 말에서 보듯, 해외에 파견된 청의 관료가 직면하게 될 의례 문

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청은 벌링게임사절단을 파견하여 서양 각

국의 무리한 조약 개정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협조정책’의 완만한 기조

를 이어 나가고자 하였다.96)

따라서 1860년대 후반은 상주사절 파견론이 대두한 것과 더불어, 일회

성 외교사절의 파견을 시도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天文算學館 

설치를 놓고 벌어진 논쟁에서 드러나듯, 배외주의가 공개적으로 표출된 시

기이기도 하였다.97) 이처럼 보수 관료층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총리아문의 

활동은 점차 위축되었고 청의 상주사절 파견에도 제동이 걸렸다.98)

1870년이 되어 청을 둘러싼 외교 환경은 급변하였다. 특히 톈진에서는 

프랑스영사가 살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대규모 敎案이 발생하였다.99) 이

95) ｢總理各國事務恭親王等奏｣, �籌辦夷務始末�(同治)51, 27면.

96) 王立誠, 앞의 책, 1991, 122쪽 ; 箱田惠子, 앞의 책, 2012, 19-22쪽.

97) 장의식, ｢淸末의 同文館 天文·算學館 증설 논쟁｣, �대구사학�78, 2005.

98) 특정 국가의 신념체계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첫째,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의 인식 틀을 형성한다. 둘째, 외교 정책의 

선택 범위를 규정한다. 셋째, 외교 정책의 지속성을 제공한다. 넷째, 외교 정책의 선택

을 합리화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다섯째, 결정된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여섯째, 신념체계를 추종하는 국민 사이의 단결을 강화한다. (로이

드 젠슨(김기정 譯), 앞의 책, 1994, 99-102쪽 참고) 이를 통해 볼 때, 수천 년간 지속

하여 온 중화질서에 따라 청이 외교 정책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99) 1860~70년대 중국에 들어온 서양 크리스트교의 활동에 관해서는 Paul A. Co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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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구 열강이 파견한 군함이 톈진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하여 마치 

10여 년 전의 베이징 공격을 방불케 하였다. 이때 사태 해결을 맡은 이홍

장은 군사력이 열세에 놓인 현실을 자각하고, 열강과의 타협을 통해 화의

를 체결하려 하였다. 결국 청은 책임자 처벌과 배상금 지불에 합의하고, 

崇厚를 대표로 하는 謝罪使節을 프랑스에 파견하였다.100) 이때 파견된 숭

후사절단은 벌링게임사절단과는 달리 만주족 출신 관료를 대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지만, 여전히 일회성 외교사절의 형태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었다.

1870년은 일본이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를 보내 국교 수립을 

요구한 해이기도 하였다. 당초 총리아문은 일본의 요구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북양대신으로 외교적 실권을 장악한 이홍장은 조약 협상에 적극

적으로 나섰다. 이홍장은 톈진교안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서구 열강의 위협

에 함께 맞설 수 있는 동맹 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는데, 메이지유신을 

통해 신흥 강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

이었다.101) 이에 따라 1871년 체결된 淸日修好條規에서는 ‘소속 방토를 

침범하지 않을 것’, ‘타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 등 攻

守同盟의 성격을 지닌 조항이 다수 포함되었다.102)

그런데 청일수호조규에는 秉權大臣과 함께 理事官을 파견하는 내용도 포

함되어 있었다. 이는 각각 공사와 영사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아직 ‘공사’

에 대한 ‘번역의 중층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병권대신’이라

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영사’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사관’이

라는 異稱을 쓴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이사관’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사람은 청의 교섭 실무자였던 陳

China and Christianity : the missionary movement and the growth of Chinese 
antiforeignism, 1860-1870,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1967 참고.

100) 윤세철, ｢天津敎案과 淸朝 外交의 變容｣, �역사교육�30·31, 1982, 190-201쪽.

101) 白春岩, �李鴻章の對日觀�, 東京 : 成文堂, 2015, 42-43쪽.

102) 森田吉彦, ｢日淸關係の轉換と日淸修好條規｣, 岡本隆司·川島眞 編, 앞의 책, 2009, 54-6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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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이었다. 그는 앞서 마틴의 �만국공법� 초고를 교열하는 데 참여한 인물

이었기 때문에 ‘영사’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

다.103) 따라서 진흠이 ‘영사’ 대신 ‘이사관’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선택

한 것은 일본을 서구 열강과 구분하려는 인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마

침 일본은 ‘이사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이 ‘영사’ 대신 

‘이사관’을 사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청일수호조규에는 양국 모두가 영사재판권을 갖도록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일본은 협상 과

정에서부터 반대하였고 심지어 비준 후에도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때 서구 

사회에서는 상호 대등한 국가끼리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

문에, 일본이 청과 더불어 문명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 인식될 것

을 우려했던 것이다. 청 또한 서구 열강이 행사하는 영사재판권을 부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홍장은 “우리 商民을 단속하고 그들의 동정을 

살피며 연락하여 견제함으로써 후환을 줄이고 서로 평안할 수 있다.”라며 

영사재판권을 관철하였다.104) 그러나 청일수호조규가 체결된 후, 청은 한

동안 일본에 영사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영사관을 세우는 데는 비용이 많

이 들고, 이제 갓 문호를 개방하였으므로 관련 사무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

서였다.105) 그러나 이홍장이 “한 두 척의 군함을 왕래하도록 하지 않으면 

탄압이든 보호든 위세가 서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한 것처럼,106) 청의 주

외공관 인식에 담긴 제국성은 언제든지 발현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107)

1874년 琉球 어민이 대만 生蕃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대

만에 출병하자, 이듬해에 걸쳐 청 정부에서는 이른바 ‘海防論議’가 일어났

다. 이때 이홍장은 “이번 일이 수습되기를 기다려 중국은 반드시 大員을 

파견하여 일본에 주재하도록 해야만 후환이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

103) 정동연, 앞의 글, 2018a, 269쪽.

104) ｢遵議日本通商事宜片｣(同治 9年 12月 1日), �李鴻章全集�4, 217쪽.

105) ｢致總署 述副島商論外交｣(同治 12年 4月 7日), �李鴻章全集�30, 513쪽.

106) ｢致總署 論遣官駐倭｣(光緖 元年 8月 25日), �李鴻章全集�31, 314쪽.

107) 청일수호조규의 체결과 일본의 개정 시도 과정에 관해서는 五百旗頭薰, ｢隣國日本の

近代化｣, 岡本隆司·川島眞 編, 앞의 책, 2009 ; 靑山治世, 앞의 책, 20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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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며 공사를 조속히 파견할 것을 촉구하였다.108) 이와 더불어 영사를 

파견하여 청국인 보호를 담당케 하자고도 하였다.

청컨대, 總理衙門王大臣으로 하여금 해외 사정을 잘 알고 변경의 일에 숙

련된 3, 4품 관원을 선발토록 하고, 직함을 주어 주일공사로 주재하게 하

십시오. … 듣자하니 그 나라의 요코하마, 나가사키, 하코다테에는 중국 

商民이 약 1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미 조약을 체결하였기에 본래 법도 밖

에 둘 수는 없는 것이니, 공사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린 후 總理事官을 두

어 소송과 조세를 담당케 하여 국체를 유지하는 일을 논의해야 합니

다.109)

그런데 이 시기 청국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은 아메리카 대륙이었다. 당

시 ‘쿨리(Coolie)’로 불린 청국인 노동자는 철도 건설, 광산 개발 등에 종

사하며 백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였다. 여기에 인종 차별 인식이 더

해지며 청국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이홍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도 영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페루에 있는 華工은 10여 만 명인데, 고용주에 의해 학대받는 

참상은 실로 目不忍見이요, 耳不忍聞입니다. … 지금 페루, 쿠바 각 섬에 

외교관을 파견하여 위급함을 구원한다면, 모든 해외 華人은 조정이 멀리 

떨어진 섬의 척박한 곳에서 한 명이라도 잃으려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을 알게 되고, 忠義의 마음이 피어나는 것을 금할 길이 없게 되어, 大局

에 도움이 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110)

한편 福建巡撫 王凱泰와 兩江總督 李宗羲는 영사 파견 지역으로 동남아

시아에 주목하고 있었다. 청의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로의 이주

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

는 이미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기에 공사를 파견하기는 어려웠고, 

108) ｢致總署 論臺灣｣(同治 13年 4月 21日), �李鴻章全集�31, 43쪽.

109) ｢籌辦鐵甲兼請遣使片｣(同治 13年 11月 2日), �李鴻章全集�6, 170쪽.

110) ｢請遣使赴秘魯片｣(光緖 元年 7月 8日), �李鴻章全集�6, 342-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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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를 파견하여 청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華商을 보호하십시오. … 해외 華人은 暹羅에 2, 30만 명 … 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신을 파견하는 것 외에 재주 있는 관원을 각지에 파

견하여 그 나라의 領事 같이 한다면 적당히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국에 있는 서양인은 … 해외에 있는 華人의 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관

에서 이들과 연락하면 중국은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111)

해외의 싱가포르 … 등지에는 모두 푸젠, 광둥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

에서 무역하는 자는 수만 명이 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會館을 만들고 

우두머리를 뽑아 首領이라 합니다. … 서양의 해외 영사 파견 논의를 따

라 …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자에게 직함을 주어 각지에 가서 수령과 손

을 잡도록 하십시오.112)

이러한 상황에서 1876년 화북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근이 일어났다. 이 

소식이 �申報�를 통해 확산하면서 중국 전역의 신사층은 물론 해외 화교까

지 구호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에 북양대신 이홍장은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출하였다.

상인들은 예전에 山西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 지금은 비

록 해외에 나와서 생계를 도모하고 있고 경영이 쉽지는 않으나, 황상께서 

사신을 파견하여 보호해주심을 입어 … 티끌만큼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

다. … 대개 조정의 은덕이 멀리 수 천리 밖까지 미치고, 막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고 관청을 설치하여 일을 처리하여 보호하니, 기꺼이 대표를 보

내 거금을 마련해온 것입니다. … 현재 동남 각성에는 해외 항구에 나가 

상행위나 품팔이를 하는 자가 백 만이 넘는데, 국가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使館을 개설하고 조약을 맺어 보호하면 … 진실로 느끼는 바가 있어 여

기에 응할 것입니다.113)

111) ｢王凱泰奏｣, �籌辦夷務始末�(同治)99, 49-50면.

112) ｢兩江總督李宗羲奏｣, �籌辦夷務始末�(同治)100, 9-10면.

113) ｢日本華商捐助晋賑請頒會館匾額摺｣(光緖 4年 3月 13日), �李鴻章全集�8,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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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홍장은 국가 내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영사 파견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화교를 ‘化外之民’이라 외면해 온 것과는 달리, 이들이 

지닌 경제력에 주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

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북양대신 이홍장의 적극적 행보에 의해 

청의 영사 파견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상주사절 파견론이 활발하게 제시되는 가운데, 1875년 청 정부는 총리

아문으로 하여금 제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때 공사 파견을 더욱 

촉진한 사건이 벌어졌으니, 바로 마가리 피살사건이었다. 영국의 芝罘영사

관에서 書記로 근무하던 마가리는 운남성 일대를 탐험하던 중 원주민에게 

피살되었다. 이를 빌미로 영국은 주청공사 웨이드를 내세워 청 정부에 압

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114) 이에 청 정부는 郭嵩燾를 사죄사절로 임명하

여 영국에 파견하였다.115) 곽숭도는 영국으로 가는 길에 싱가포르에서 현

지 상인 胡璇澤을 만났는데, 그는 앞서 정일창의 주접에서 ‘胡氏’로 지칭된 

인물이었다. 곽숭도는 호선택을 싱가포르영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처럼 청은 외국인 고문과 이홍장을 비롯한 양무파 관료를 중심으로 전

개된 상주사절 파견론, 그리고 일본의 대만출병과 마가리 피살사건 등의 

중대한 외교 사안을 배경으로 주외공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과정

에서 서구 열강이 개설한 주청공관과 서양 국제법 서적은 중요한 참고 대

상이 되었고, 그 속에 내포된 서구 사회의 제국성도 자연스레 이식되었다. 

따라서 청의 주외공관 제도는 태생적으로 제국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는 

곧 동아시아 주변 국가에 발현될 것이었다. 

114) 당시 영국 측 대표 웨이드의 요구 사항은 ｢致總署 術威使要求六事｣(光緖 元年 7月 9

日), �李鴻章全集�31, 282-283쪽 참고.

115) 곽숭도는 이홍장과 같은 시기 進士가 되었고 증국번과 함께 태평천국군을 진압한 인

연이 있었다. 곽숭도의 洋務에 대한 관점은 이홍장, 증국번이 서구 열강과 ‘협조정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白春岩, 앞의 책, 2015, 203-214쪽 참고) 청이 주외공사

관을 설립함으로써 조약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은 Immanuel Hsü, China's entrance into 

the family of nations : the diplomatic phase, 1858-1880,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19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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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외공관의 설립과 운영

1870년대 후반은 청이 일회성 외교사절만으로는 대외적 위기에 대처하

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시기였다. 西北과 東南 변방의 위기가 가속

화되고 외교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열강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교섭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청 정부는 곽숭도를 

주영공사로, 호선택을 싱가포르영사로 임명함으로써 주외공관 제도를 공식

화하였다. 그런데 청에서 주외공관 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청 정부는 

1876년 서구 열강이 주청공관을 운영하는 방식과 서양 국제법 서적의 내

용을 참고로 하여 出使章程을 제정하였다. 출사장정은 청 정부가 주외공관 

제도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활용되었는데,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하

자면 다음과 같다.

1. 禮部가 주조한 구리관방을 出使各國大臣에게 하나씩 발급하여 잘 보관

하도록 하고, “大淸欽差出使大臣關防”이라 새긴다. 아직 발급되기 전에

는 먼저 목질관방을 새겨 사용한다.

2. 출사각국대신은 해당 국가에 도착한 날로부터 3년을 기한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총리아문이 대신을 파견하여 인수인계할 

것을 청한다. 副使 또한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3. 출사각국대신을 頭, 二, 三等의 명목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번부터 시작

하고, 이미 파견된 각국대신은 모두 잠시 二等으로 한다.

4. 출사각국대신이 대동한 參贊, 領事, 翻譯 등의 관원은 각 대신이 인원

수를 정한 다음, 姓名 등의 사항을 총리아문에 보내 살피도록 한다. 이

들 관원 또한 출사대신과 함께 3년을 기한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奏獎한다. 

5. 출사각국대신이 각국에 도착한 후, 긴요한 일은 즉시 陳奏하지만, 일상

적인 일은 총리아문에 函咨하여 주청하도록 한다.

6. 출사각국대신으로 여러 국가의 사무를 맡은 자는 分所를 어떻게 할 것

인지를 결정한 후 총리아문에 조회하여 살피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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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사각국대신의 매년 급료와 왕래 비용, 각국에 주재하는 데 드는 일

체의 비용은 매년 각 대신이 분명히 밝혀 총리아문에 보고하여 살피도

록 한다.

12. 출사각국대신 등의 급료 및 왕래비용, 각국에 주재하는 데 드는 비용

은 江海關에서 모아서 보낸다. 얼마씩 나누어 보내야 할 것인지는 총

리아문이 총세무사에 알려 처리하도록 한다.116)

출사장정은 �만국공법�과 �성초지장�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공사의 등

급을 頭, 二, 三等으로 나눈 것, 2등공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 공사를 비롯

한 관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이 모두 그 사례에 해당한다.117) 따라서 

출사장정은 근대외교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출사장정에서는 전통외교의 관념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

대, 正使와 副使를 함께 파견하도록 한 것은 �大淸會典�에서 번속에 파견

하는 칙사를 정사·부사 각 1명으로 정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었다. 이에 따

라 주외공사관 설립 초기에는 한동안 정사와 부사가 함께 파견되었다. 주

영공사관은 곽숭도와 許鈐信(이후 劉錫鴻으로 변경), 주미공사관은 진란빈

과 容宏, 주일공사관은 何如璋과 張士桂가 각각 정사와 부사로 활동하였

다.118) 한편 총리아문이 아니라 주외공사가 參贊, 領事, 翻譯의 인사권을 

지닌 것은 마치 지방관이 幕友를 거느린 것과 같았다. 그러나 출사장정은 

주외공관 제도의 대강만을 규정하였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

다. 예컨대, 출사장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비와 관련한 조항에서도 

주외공사의 관품, 봉급만이 명시되었고 그 밖의 관원에 대한 내용은 생략

되었다. 또한 주외공관의 인적, 공간적 구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

다. 따라서 출사장정만으로 모든 주외공관을 동일하게 운영할 수 없었다.

116) ｢總理衙門擬出使章程十二條淸單｣(光緖 2年 9月 12日), �軍機處錄副奏摺�.

117) �星軺指掌� 第1卷 第3章, 17면 ; �星軺指掌� 第1卷 第3章, 21면.

118) 正使와 副使를 함께 파견함으로써 서로 간에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주영공사관에서는 곽숭도와 유석홍 사이에 알력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岡本隆司·箱田惠子·靑山治世, 앞의 책, 2014, 55쪽 ; 李文杰, 앞의 책, 2017, 64쪽 참

고) 1880년 이후부터는 부사가 파견되지 않았고, 비로소 청의 주외공관은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로 공사 한 명을 최고 직책으로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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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윽고 청은 영국을 시작으로 해외 각국에 공사관을 설립하였다. 청말 

주외공사관의 개설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9)

年度 開設國家(兼任國家) 公使館 國家

1877 英 德 日 3 3

1878
英
(法)

德 日
美

(西·秘)
俄 5 8

1880
英

(法·俄)
德 日

美
(西·秘)

4 8

1881
英

(法·俄)
德

(意·奧·荷)
日

美
(西·秘)

4 11

1884
英
(俄)

德
(法·奧·
荷·意)

日
美

(西·秘)
4 11

1885
英
(俄)

德
(法·奧·荷·
意·比)

日
美

(西·秘)
4 12

1887
英

(法·比·意)
俄

(荷·德·奧)
日

美
(西·秘)

4 12

1895
英

(比·意)
俄

(荷·德·奧)
日

美
(西·秘)

法 5 12

1896
英

(比·意)
俄

(荷·奧)
日

美
(西·秘)

法 德 6 12

1897
英
(比)

俄
(奧)

日
美

(西·秘)
法

德
(意·荷)

6 12

1899
英
(比)

俄
(奧)

日
美

(西·秘)
法

德
(意·荷)

韓 7 13

1902 英 俄 日
美

(西·秘·古)
法

德
(荷)

韓 意 比 奧 10 14

1903 英 俄 日
美

(秘·古·墨)
法
(西)

德
(荷)

韓 意 比 奧 10 15

1905 英 俄 日
美

(秘·古·墨)
法

(西·葡)
德 荷 意 比 奧 10 15

※ 國名: 英(영국), 德(독일), 日(일본), 美(미국), 法(프랑스), 俄(러시아), 西(스페인), 秘

(페루), 荷(네덜란드), 奧(오스만제국), 比(벨기에), 意(이탈리아), 韓(한국), 古

(쿠바), 墨(멕시코)

<表1-9> 淸의 駐外公使館 개설

119) �淸季中外使領年表�, 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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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주외공사관 설립 초기에는 공사관의 수, 그리고 공사관이 담

당하는 국가의 수가 많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영국, 미국, 일

본에 개설된 공사관은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이들 공사관이 상대적으

로 이른 시기에 개설되었거나, 다른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임무를 맡았다

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애초에 주영공사관이 마가리 피살사건을, 주미

공사관은 華工虐待問題를, 주일공사관은 일본의 대만출병 이후 번속 상실

을 방지한다는 뚜렷한 목적성을 지니고 개설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

러던 것이 1895년의 삼국간섭으로 랴오둥반도를 반환받으며 프랑스와 독

일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어 이를 전담하는 공사관이 개설되었고,120)

1901년 외무부가 창설된 이후에는 공사관의 수가 대폭 늘어 하나의 국가

만을 담당하는 專館이 여러 국가를 함께 담당하는 兼館을 초과하였다.

청이 설립한 공사관에는 公使를 필두로 參贊, 隨員, 飜譯, 供事, 學生 등

의 관원들이 배속되었다. 公使는 특히 중요한 직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인선에 있어 여러 요소가 고려되었다. 예컨대 영국에는 고위 관료만이 

공사로 파견되었다. 영국은 아편전쟁 이후 줄곧 까다로운 외교 상대였고, 

마가리 피살사건 등의 외교 현안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

었다. 그리고 미국에는 주로 광둥 출신의 관료가 공사로 파견되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광둥 출신이었기 때문

에 廣東語를 구사할 수 있는 관료를 파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에는 상대적으로 관직이 낮고 漢學에 능한 관료가 공사로 파견되었다. 

이는 일본의 유학자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는데, 

최소한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청이 전통문화의 종주국이라는 인식의 소산이

었다고 할 수 있다.121) 이처럼 청은 공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 해당 인물의 외교적 능력보다는 해

당 국가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청이 해외에 설치한 공사관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중 가장 기

120) 王立誠, 앞의 책, 1991, 127쪽.

121) 李文杰, 앞의 책, 2017, 253-261쪽.



- 68 -

본적인 업무는 상대국과 외교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청

의 외교 정책을 조율하거나 국제 사회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등, 청 

정부의 눈과 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공사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관은 상대국과 관련된 각종 외교 현안을 처리하였다. 이전까지

는 외교 분쟁이 일어나면 청이 보낸 특사나 청에 주재한 외국공사를 통해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협상이 신속히 전개되기도 어려

웠고, 열강이 외국공사 보호를 빌미로 압력을 가해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청국공사가 상대국에 주재하게 되었으므로, 외교 사

안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그것도 청 바깥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이 新疆 지역에 영사를 파견하였을 때, 그리고 일본이 류큐를 병탄하

려 하였을 때, 주영공사 곽숭도와 주일공사 하여장이 서양 국제법을 토대

로 즉각 항의하였던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122) 한편 주외공사

는 조약 체결에도 관여하였다. 주영공사로서 주러공사를 겸한 증기택이 상

트페테르부르크조약을 체결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러시아 측에서

는 全權大臣 숭후가 체결한 리바디아조약을 2등공사인 증기택이 개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증기택은 숭후가 본국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체결

한 조약은 서양 국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반박하였다. 결국 증기택은 러시

아와의 협상을 통해 伊犁 지역을 수복하는 데 성공하였다.123)

둘째, 공사관은 본국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였다. 청 정부는 외

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외공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다. 

상대 국가와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지에 나

가 있는 주외공사가 더욱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었

다. 이에 따라 주외공사는 본국의 외교 정책이 입안되거나 수정되는 과정

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예컨대, 주영공사로서 駐佛公使까지 

겸했던 증기택은 베트남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갈등이 고조되자 주전론을 

122) 夏泉, ｢試論晩淸早期駐外公使的國際法意識｣, �江西社會科學�1998(10), 1998, 67쪽.

123) 증기택의 생애 및 활동에 대해서는 李恩涵, 앞의 책, 1982 참고.



- 69 -

주창하였는데, 이는 청이 프랑스와의 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

다.124) 한편 주일공사 하여장은 ｢조선책략｣을 제출함으로써 조선과 미국이 

수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주외공사의 활동 범위가 차츰 확장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25)

셋째, 공사관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본국으로 전달하였

다. 공사관은 현지에서 신문·잡지를 구독하거나 정치인·지식인과 교류하여 

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奏摺, 信函, 電報, 出使日記 등의 형식으로 본국

에 전달하였는데, 그 중 출사일기는 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간행되어 

관료층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126) 당초 출사장정은 정보 수집을 기본 

업무로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식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09년에는 出使報告章程이 마련되면서 공사관에 체계적인 정보 수집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에 따르면 공사관은 상대국과 본국 간의 일, 상대국

과 타국과의 일, 상대국 내의 일을 파악하여 보고해야 했다. 이는 외교, 정

치, 군사, 상업, 교육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고, 그 중요도에 따라 전달 

방식을 달리 하였다. 이렇게 공사관이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전달한 정보는 

청 정부가 洋務와 變法에 토대를 둔 개혁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127)

그러나 청의 공사관 설립이 순조로웠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청 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청은 中體西用에 토대를 둔 

洋務運動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의 여

파로 신식 무기 도입, 군수 공장 건설 등에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

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관 설립을 위해 토지 매입과 건물 설립, 관원의 

124) 강판권, ｢洋務官僚의 淸·佛戰爭 對策論｣, �대구사학�38, 1989. 

125) 盛利, ｢駐日公使與近代淸鮮關係(1877-1894年)｣, �浙江學刊�2009(1), 2009.

126) 청의 주외공사가 쓴 출사일기는 鍾叔河 編, �走向世界叢書�, 長沙 : 嶽麓書社, 2008

로 정리되어 있다. 출사일기를 다룬 연구는 岡本隆司·箱田恵子·靑山治世, 앞의 책, 2014 

; 조세현, ｢청말 出使大臣의 일기에 나타난 해양문명｣, �중국근현대사연구�72, 2016b ; 

조세현, ｢청말 주영공사의 ‘堅船利炮’ 관찰과 군함구매 - 곽숭도일행과 증기택일기를 중

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53, 2017 참고.

127) 郭雙林, ｢駐外公使與淸末立憲運動｣, �中國人民大學學報�2013(2), 2013 ; 劉文華, ｢淸

末駐外使臣“出使報告”制度簡述｣, �歷史檔案�2019(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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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및 체류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더욱

이 공사관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가시적이거나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외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었다.128)

또한 청에는 해외 업무를 맡길 만한 인재가 부족하였다. 청은 1862년 

同文館을 개설하여 외국어를 가르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를 관직 진출의 수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

었다. 외국어를 ‘方言’이라 지칭하던 당시 사회 풍조는 여전히 중화의식이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129) 그리고 청은 1867년 동문

관에 서양 국제법 과정을 개설하고 마틴에게 강의를 맡겼다. 그러나 마틴

이 미국으로 돌아가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사정으로 인해 실제 강의

는 187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되었고, 그마저도 선택 과목이었기 때

문에 많은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1878년의 기록에 따르면 동문관 학

생 102명 중에서 서양 국제법 고시에 응시한 학생은 단 9명에 불과하였

다.130) 따라서 동문관을 통해 외국어와 서양 국제법에 능통한 인재를 양성

한다는 목표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외교 실무를 처리할 만한 인재

가 부족하다 보니 공사관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전통적 유교 지

식인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다. 청 정부가 총리아문과 각 지방 독무들에 외

국의 언어와 학문에 밝은 인재를 널리 保擧하도록 지시한 것도, 외교 사무

에 종사할 인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131)

한편, 청 정부는 주외공사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외영사관을 설립하

는 데도 힘을 쏟았다. 청의 주외영사관은 최대 45개에 달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32)

128) 靑山治世, ｢在外領事像の模索｣, 岡本隆司·川島眞 編, 앞의 책, 2009 ; 箱田惠子, ｢在

外公館の傳統と近代｣, 岡本隆司·川島眞 編, 앞의 책, 2009.

129) 유용태, ｢方言에서 外國語로｣, �역사교육�123, 2012a.

130) 林學忠, �從萬國公法到公法外交�,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2009, 124-133쪽.

131) 외무부가 성립되기까지 保擧는 총 38차례 이루어졌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홍장의 

발언권이 상당히 강력하여 그가 추천한 인재들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주외공사에 임명

되었다. 李文杰, 앞의 책, 2017, 244-245쪽 참고.

132) 본고는 1880년대 설립된 주조선상무서를 영사관의 일종으로 후술하였다. 그러나 이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淸季中外使領年表�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여기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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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度 開設地域(兼任地域) 年度 開設地域(兼任地域)

1877 싱가포르 1905 모잠비크

1878

요코하마(쓰키치) 1906 포틀랜드(시애틀)

고베(오사카)

1908

오스트레일리아

나가사키 뉴질랜드

1879

쿠바 시애틀

마탄사스 보르도

호놀룰루 노르웨이

1880 샌프란시스코

1909

밴쿠버

1883 뉴욕 캐나다

1885 카야오 양곤

1886 하코다테(니가타,료쓰) 시드니

1893 피낭 퍼스

1896
한성(용산,원산) 브리즈번

인천(목포,군산) 사모아

1897 블라디보스토크 오스트리아

1898 루손 섬
1910

파나마

1899
증남포(평양) 마르세유

부산(마산포)

1911

신의주

1902
원산

자바 섬
보스턴

수라바야

1904

남아메리카
파당

나폴리

제노아멕시코

<表1-10> 淸의 駐外領事館 개설

청일전쟁 이전까지의 영사관은 주로 동남아시아, 일본, 아메리카 대륙에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70년대의 영사 파견론에서 거론된 지역

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영사관은 연평균 1개가량 

개설되는 데 그쳤다. 그러던 것이 청일전쟁 이후 영사관의 수는 급격히 늘

조선상무서를 영사관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淸季中外使領年表�, 73-9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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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다. 비록 이때 영사관 설치를 추진하던 이홍장이 하야하였으나, 중화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 영

사관은 주로 한국에 개설되었는데, 시모노세키조약 체결 이듬해인 1896년

에 2개, 韓淸修交가 이루어진 1899년에 2개, 1911년에도 1개가 개설되었

다. 이는 한국에 건너간 청국인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880년

대 개설된 商務署를 그대로 領事館으로 바꾸어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

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상무서가 지닌 전통외교의 속성은 탈각되고 영사관

이 지닌 근대외교의 속성이 보강되었다. 1901년 청이 외무부를 설립한 후

에는 동남아시아, 일본, 아메리카, 한국 등 기존에 영사를 파견해 오던 지

역은 물론,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 아프리카에까지 영사가 파견되었

다. 이 시기의 영사관은 연평균 3개가 개설될 정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

다. 외무부가 외교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로 설립된 후 근대외교가 본격적

으로 진전하고 있는 사정을 잘 보여준다.

해외에 설립된 영사관의 상황은 각기 다양하였다. 국가나 지역마다 청국

인의 수와 활동 양상, 정치 환경 등이 달랐고, 영사의 출신과 자질도 제각

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사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체로 보호, 교화

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영사관은 해외 청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다. 청은 건국 이

래 海禁을 원칙으로 하였던 만큼, 해외로 이주한 자국인을 모두 ‘棄民’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청 상인의 경제

력과 정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노동자

의 수도 나날이 증가하였다. 이에 청은 해금을 해제하는 한편, 영사관을 

통해 청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여

기서 한 발 더 나가 영사재판권까지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133) 비록 

청이 서양 국가에게 영사재판권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일수호조규에서는 이를 관철하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뒤이어 조

133) 靑山治世, 앞의 책, 2014,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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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서는 편무적인 영사재판권을 얻어냈고, 1880년대 해군이 증강된 후에

는 동아시아 각지에 군함을 파견하여 자국인의 상업 활동을 보호하려 하였

다.134)

둘째, 영사관은 해외 청국인을 교화하였다. 이는 해외로 나간 자를 자국

인으로 간주하면서 생겨난 변화로서, 이들이 귀국한 후에도 청의 통치에 

복종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었다. 국내 통치 방식을 국외에 거주하는 

청국인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사관은 청국

인 사이의 械鬪나 아편 흡식, 도박, 사치 풍조를 단속하였다. 이는 무엇보

다 열강에 排華政策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 무

렵 미국은 청국인의 도항을 금지하는 이민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오사카 

박람회에서 청국인을 전시하여 ‘非문명’과 ‘야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계초는 주미공사 伍廷芳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청국인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孔廟·서원·신문사·善堂을 건립하

고 公會와 연계하며 工藝를 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영사관은 현지 상인의 지원을 받아 학교를 건립하는 등 청국인 교화에 힘

썼다.135)

이러한 영사관의 활동 양상은 청이 근대주권국가로서 통치 대상이자 보

호 대상인 국민의 경계를 획정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136) 이처럼 영사

관의 임무가 막중해지면서 외교적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가 영사로 임명되

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공사들이 평소에 유능한 인재를 눈여겨보았다가, 

영사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이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싱가포르영사를 맡은 胡璇澤(1877~1880)과 蘇溎淸(1880~1881), 

左秉隆(1881~1891)은 모두 주영공사 곽숭도, 曾紀澤의 추천을 통해 임명

되었다. 이와 흡사하게 쿠바영사 劉亮沅(1879~1886) 또한 주미공사 진란

빈의 상주를 통해 임명되었는데, 진란빈은 주미공사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134) 청의 함대 창설과 파견에 대해서는 조세현, ｢1880년대 北洋水師와 朝淸關係｣, �동양

사학연구�124, 2013 ; 靑山治世, 위의 책, 2014, 第2章 참고.

135) 趙高峰, ｢晩淸駐外領事硏究｣, 蘇州大學 碩士學位 論文, 2011, 46-58쪽.

136) 川島眞, 앞의 책, 2004,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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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임에 陳善言(1886~1889), 潭乾初(1889~1893) 등이 인선되는 데 관

여하였다. 여전히 외교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주외공관 근무를 

통해 경험과 능력을 갖추게 된 인재들은 희소성을 지녔다. 이에 따라 영사

들은 일단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다른 지역의 영사, 또는 공사관의 參贊, 飜

譯官 등으로 전근하면서 외교 분야의 경력을 이어가는 관행이 정착되었다. 

이는 청 정부가 영사의 교섭 실무 능력이나 경험이 갖는 효용성을 인정한 

것으로, 훗날 영사가 직업화되는 맹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사 제도는 

공사 제도와의 관련성 속에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대외교는 한층 

진전하였다.137)

물론 청의 영사관이 전통외교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공사가 

영사를 추천하면 청 정부가 이를 그대로 추인하였기 때문에, 공사와 영사

의 관계는 마치 전통시대 지방관과 幕友 관계를 연상시키는 것이기도 하였

다. 이에 따라 공사와 同鄕 또는 血緣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영사로 임명되

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샌프란시스코영사 陳樹棠(1880~1882)과 歐陽

明(1885~1887), 그리고 梁廷贊(1887~1889)은 모두 광둥 출신으로 주미

공사 진란빈, 鄭藻如와 동향 관계에 있었다. 이는 광둥 출신을 주미공사로 

임명하던 원칙을 그대로 영사 선발에 적용한 것인데, 당시 미국 내에서 청

국인 이민 제한의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국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조치

라 이해된다. 한편 고베영사 馬建常(1882)은 주일공사 黎庶昌과 교유하였

던 馬建忠의 친형이었고, 마건상의 후임 黎汝謙(1882~1884)과 徐承禮

(1884~1887)는 각각 주일공사 여서창의 조카, 徐承祖의 친형으로 혈연관

계에 놓여 있었다. 그 이후에도 고베영사에는 蹇念咸(1887~1891), 洪遐昌

(1891~1893) 등 여서창, 李經方과 동향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계속 임명

되었다. 청 정부가 영사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상황

에서, 공사와 사적 관계에 있는 자가 영사로 임명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는 청 정부가 외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극복되어 갔다.

137) 李文杰, 앞의 책, 2017, 321-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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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외공사관과 마찬가지로 주외영사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상

당한 진통이 뒤따랐다. 다음 자료를 통해 주외영사관을 개설하는 것이 쉽

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비가 “맬버른 지방은 광대한데, 중국 영사는 어느 곳에 주재할 것입니

까?”하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이것은 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정세를 

살펴 華民이 가장 많은 곳에 설립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더비는 “하

나의 영사로는 전체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수 천리 떨어져 있어 명령이

나 소식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명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138)

이것은 1878년 주영공사 곽숭도가 영국 外相 더비(Edward Derby)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으로의 영사 파견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곽숭도는 영사 제도에 대해 찬성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더비가 오

스트레일리아에 영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해 오자, 청국인이 많이 사는 곳

을 살펴보아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으로의 영사 파견은 이로부터 30년이나 지난 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

었다. 

이처럼 청의 영사관 설립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궁핍한 

때문이었다. 그동안 태평천국운동을 비롯한 내란 수습에 큰 비용을 쏟아부

었을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양무운동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

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재정 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미공사 崔國因은 영사 설치가 막대한 비용을 소

모하는 데 비해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혹평하였고, 주영공사 증

기택은 영사 제도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재정이 부족한 탓에 많은 영사를 

파견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139)

외교 실무에 능통한 인재가 부족한 것도 영사관 설립이 지연되는 주요 

138) �倫敦與巴黎日記�, 492쪽. 

139) 靑山治世, 앞의 글, 2009, 101-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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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었다. 대부분의 영사는 외국어 해독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현

지에서 번역관을 충원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140) 따라서 영사들의 교

섭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는커녕, 이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을 일

으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리고 관료층 사이에서 해외에서 근무하

는 것을 일종의 流配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도 인재 

양성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청의 영사관 설립은 열강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따라 지연되기도 하였다. 

청과 열강 사이에 체결된 조약은 원칙적으로 쌍방 간의 영사관 설립을 규

정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열강은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영사관 설립을 추진

하였고, 이에 대해 청 또한 협조적인 자세로 임하였다. 그러나 청이 뒤늦

게 영사를 파견하려고 하자, 열강은 영사의 임명 방식, 권한 등을 놓고 청

과 대립하였다. 예컨대, 영국은 식민지 싱가포르에 청의 관원이 영사로 임

명되어 오는 것에 반대하였고, 일본은 청일수호조규에 따라 쌍방에 허용된 

영사재판권 조항을 개정하자며 청의 영사 파견을 저지하려 하였다.141) 이

처럼 청과 열강 간의 국력 차이는 영사관 설립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

났다.

이윽고 의화단사건이 일어나 청의 주외공관 제도가 대폭 개편되는 계기

가 되었다. 1899년 의화단이 扶淸滅洋을 내걸고 일어나 크리스트교 선교

사를 살해하고 베이징의 공사관 구역을 공격하였다. 이에 8개국 연합군이 

의화단을 진압하는 한편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결국 청은 1901년 열강의 

요구를 수용하여 외교 사무를 전담하는 外務部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치한 총리아문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142) 총리아문이 외교뿐만 

아니라 洋務 전반을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다고 한다면, 외무부는 6부를 대

표하는 위치(六部之前)에서 외교를 전담하는 상설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140) 李文杰, 앞의 책, 2017, 337쪽.

141) 余定邦, ｢淸朝政府在新加坡設置領事的過程及其華僑政策的轉變｣, �中山大學學報�1988(2), 

1988, 67-68쪽 ; 張雅晶, ｢何如璋駐日期間的外交活動｣, �歷史敎學�2001(4), 2001, 51쪽.

142) 杜繼東, 王立誠, 蔡振豊 등 중국 및 대만의 연구자들은 외무부를 최초의 근대적 외교

기구라고 인식하였다. 川島眞, ｢外務の形性｣, 岡本隆司·川島眞 編, 앞의 책, 2009, 182

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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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리아문의 관원이 별도의 本職을 지닌 兼官이었던 것과 달리, 외무

부의 관원은 그 자체가 본직인 專官이었다.143)

외무부가 설립된 후 주외공관의 개혁도 함께 추진되었다. 이는 청 정부 

내에서 주외공관의 중요성이 새삼 환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02년 원

세개는 張之洞, 劉坤一과 합동으로 상주하여, 외무부와 주외공관의 인재를 

內外互用하고 주외공관의 관원을 實官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144) 원세

개는 주조선상무서에서 총리교섭통상사의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지니

고 있었기에, 주외공관을 개혁하자는 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이처럼 청이 주한공관을 운영한 경험이 외교 제도 개편의 밑거

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청 정부의 주외공관 운영 방식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먼

저 주외관원의 인선을 외무부에서 담당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주외공사가 지니고 있던 인사권은 다소 약화하였으므로, 주외공사와 사적 

유대 관계에 있는 인물이 주외공관에 파견되는 경우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외관원은 差使가 아니라 외무부에 본직을 둔 관료, 즉 實官으로 충당되

기 시작하였다.145) 외무부의 左右承과 左右參議는 공사, 그리고 郞中과 員

外郞, 主事는 영사의 예비 자원이 되었다. 이들은 주외공관의 근무를 마친 

후 외무부로 복귀하거나 다른 주외공관으로 전출하였고, 때로는 3년으로 

정해진 임기가 끝난 후에도 유임하는 등 외교 분야에서의 경력을 계속 이

어갈 수 있었다.146)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07년 청에서는 주외공관 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이 이루어졌다.147) 여기에는 주한공관에서 근무했던 원세개와 당소의

143) 蔡振豊, 앞의 책, 2014, 2~3장 참고.

144) 箱田惠子, 앞의 책, 2012.

145) 주외관원을 差使로 임명하는 것은 漢 武帝의 張騫 파견 등 漢族王朝의 역사적 전통

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악된다. 李文杰, 앞의 책, 2017, 274-275쪽 참고.

146) 崔軍偉, ｢淸末新政時期中國使節制度變革述論｣, �貴州文史叢刊�2010(4), 2010 ; 李文

杰, 위의 책, 2017, 410-430쪽.

147) 1907년 주외공관 제도의 개편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王立誠, 앞의 책, 199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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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 컸다. 북양대신 원세개는 翰林院의 뛰어난 인재를 외국에 유학 

보내는 방식을 통해 외교 인재를 양성할 것을 건의하였다.148) 외무부 우시

랑이던 당소의 또한 외국 유학에서 돌아온 인재를 대거 발탁하였다.149) 이

처럼 청 정부 내에 외교 제도 개편에 공감하는 관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무부는 駐佛公使 劉式訓의 건의를 수용하여 출사장정을 대대적으로 개정

하였다. 이른바 ‘新出使章程’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앞으로 출사대신은 오로지 외무부 侍郞과 丞參, 각 공관의 경력과 자질이 

충분한 參贊 중에서 서류를 갖추어 임명을 청한다. 또한 사신은 3년을 기

한으로 정할 필요가 없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한다. … 각국에 파견한 2

등공사는 2품을 지닌 實官으로 정한다.

…

각 공관에 설치된 참찬, 영사, 서기, 통역 등 각 인원은 모두 외무부가 주

청하여 각 공관에 파견하도록 한다. … 출사대신이 임의로 3년마다 保獎

하던 옛 관례는 모두 정지한다.150)

먼저 신출사장정은 주외공사를 외무부 고위 관료와 주외참찬 중에서 선

발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로써 북양대신 등의 고위 관료가 保擧를 통해 사

적 유대 관계에 있는 자를 주외공사로 추천하는 관행이 근절되었다. 이는 

주외공사를 외교 실무 경력을 지닌 관료 중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

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주외공사는 3년 임기에 구애받지 않

고 능력에 따라 임용되었으며, 그 자체로서 2품이라는 實職을 지니게 되었

다. 이는 주외공사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주외공사의 대내외적 

지위를 높이려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외공사의 능력과 지위를 높이

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청의 위상을 상승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148) ｢翰林出洋游歷游學辦法片｣(光緖 32年 2月 3日), �袁世凱全集�14, 517쪽.

149) 箱田惠子, 앞의 책, 2012, 제7장.

150) ｢外務部奏議覆出使法國大臣奏請變通出使章程摺｣, �大淸光緖新法令�4,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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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출사장정은 주외공사가 지녀온 인사권을 제한하였다. 그동안 주

외공사는 관할 지역의 공사관은 물론 영사관 관원에 대한 인사권까지 행사

해 왔다. 이는 외교 인재가 부족한 상황에 따른 고육책이었으나, 주외공사

를 중심으로 한 사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출사장정에 따라 주외공사가 지니고 있던 인사권이 외무부로 넘겨지고, 

3년 임기를 마치면 주어지던 請獎(保獎)이 폐지되면서 공사와 영사 간의 

유착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와 동시에 주외공관을 

승진의 지름길로 여기는 풍조가 사라지고, 사명의식과 전문능력을 갖춘 인

재가 주외공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출사장정은 주외공관의 직제를 단순화하였다. 수원, 供事 

등은 통합하여 서기관으로, 번역은 통역관으로 바꾸었으며, 별도로 서기생

을 두었다. 그리고 서기관과 통역관은 각각 1~3등급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청의 신출사장정은 일본의 주외공관 제도를 참고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1893~1895년 사이 일본은 公使 아래에 1~3등 서기관, 서기생, 1~2등 통

역관 등을 두는 외교 관제를 마련한 상태였기 때문이다.151) 이와 더불어 

신출사장정은 주외공관의 인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여태

까지 주외공사관의 조직 규모가 주외공사의 재량에 맡겨진 폐단을 시정하

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외무부가 설립되고 주외공관 제도가 개편됨으로써 근대외교는 한

층 진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청 정부의 사정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입

헌제의 도입을 청원하는 요구가 날로 거세졌고, 新政에 따른 重稅 부담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해외에서는 孫文을 비롯한 혁명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청 정부는 주외공관으로 하여금 혁명파의 

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하도록 하였다. 孫文이 “워싱턴에 주재하는 중국공사

가 최근에 포고를 발포하여 미국 내의 중국인에게 反滿會黨의 어떠한 왕래

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중국 본토의 가족 및 친척을 체포

하여 처형하도록 하였다. 중국공사 梁誠과 같이 교양 있는 인물의 이런 야

151) 角山榮 編, �日本領事報告の硏究�, 東京 : 同文館, 1986, 42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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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적 행위는 정부의 비위를 맞춰 공사 지위를 보전하려는 것 말고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고 개탄한 것은 당시 사정을 잘 보여준다.152) 그러나 이

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신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청이 멸망하고 말았으니, 

이 시기의 외교 제도 개편은 중화민국에 수립된 이후에야 비로소 결실을 

보았다.

152) 孫文, ｢中國問題的眞解決｣, 中共中央黨校文史敎硏室中國近代史組 編, �中國近代政治

思想論著選輯�下, 北京 : 中華書局, 1986, 527-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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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結

제1부는 청이 불평등조약·서양 국제법을 통해 주외공관 제도를 수용·이

해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청이 주외공관 제도를 구상·실행하

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청의 주외공관은 열강의 주청공관을 참고한 것이었

으므로 그 속에는 합리성과 제국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었다. 이처럼 청의 

주외공관을 고찰하는 것은 청의 주한공관을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1·2차 아편전쟁은 청에 주외공관 제도가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열

강이 설립한 주청공관은 서구의 근대적 제도를 소개하며 합리성을 과시하

는 한편, 영사재판권과 군함정박권으로 제국성을 관철하였다. 한편 청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은 주외공관의 이해를 촉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영사

와 공사 관련 단어에 있어 ‘번역의 중층성’이 완화된 데서 단적으로 드러

난다. 이때 마틴의 주도로 번역된 �만국공법� 등의 서양 국제법 서적 또한 

청이 주외공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들 서양 

국제법 서적에는 공사 제도의 연원, 공사의 등급, 공사의 권리는 물론 영

사의 역할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번역의 중층성’은 한층 더 

극복되었다.

이윽고 청 정부 내에서는 상주사절 파견론이 대두하였다. 여기에 대외 

위기까지 겹치자, 청은 1876년 出使章程을 제정하고 1877년 영국에 공사

관, 싱가포르에 영사관을 개설함으로써 주외공관 제도를 공식 도입하였다. 

이들 주외공관은 분명 근대외교의 산물이었으나 여전히 전통외교의 관성에

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1901년 외무부가 개설되고 주외

공관 제도에 대한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주외공관이 지닌 전통외교의 속성

은 줄어들고 근대외교의 속성은 보강되었다. 이는 1907년 신출사장정의 

제정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이처럼 청의 주외공관은 전통외교와 착종하면

서도 근대외교로 진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합리성과 제국성은 끊임없이 상

호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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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청의 駐朝鮮商務署와 近代外交의 胎動

Ⅰ. 청의 陳樹棠 파견과 주조선상무서의 설립

1. 주조선상무서의 설립 배경

19세기 중엽 서양 국가와 일본이 조선에 접근해 왔다. 그러나 이들 열강

은 청이 조선에 대한 宗主權을 지니고 있음을 의식하여, 먼저 청에 조선의 

국제적 지위에 관해 문의하였다.1)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강화도조약

을 전후한 시기 청에 주재하던 프랑스공사 벨로네(Henri de Bellonet), 미

국공사 로우(Frederich Low), 일본공사 모리 아리노리(森有禮)가 모두 그

러하였다. 이에 대한 청의 답변은 “조선은 屬邦이나 自主이다.”라는 것이

었다. 베이징에 주재하던 러시아공사 또한 “중국은 이웃국가로서 (서양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인정하면서도 조선 정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2) 이는 명백히 상국이 번속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화질서의 원리에 따른 것이었다.3)

1) 근대 이전 동아시아에는 조공과 책봉이라는 외교 행위를 통해 중국과 주변국이 각각 上

國과 屬國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포괄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를 전통적 의미의 종주권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서양에서 종주권

(suzerainty)은 19세기 오스만제국이 약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 시기 오

스만제국은 서구 열강에 의해 막대한 영토를 빼앗겼는데, 이처럼 실질적인 주권을 상실

하는 과정에서 관념적인 종주권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근대적인 종주권 개념은 �만국공

법�이나 �공법회통� 등의 서양 국제법 서적의 번역을 통해 동아시아에 유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종주국에는 ‘上國’, 종속국에는 ‘屬國’, ‘屛藩’, ‘藩屬’, ‘屬邦’ 등 다양한 번역

어가 사용되었다. (岡本隆司 編, 앞의 책, 2014, 2-3장 참고) 이러한 ‘번역의 중층성’은 

중화질서와 조약질서의 혼동을 일으켜 양자의 혼재와 변용을 초래하였다. (정동연, 앞의 

글, 2018a, 4장 참고) 청과 조선의 관계에서는 전통적 종주권이 주로 쟁점이 되었으므

로, 본고에서는 ‘종주권’이라는 용어가 지닌 문제점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중화질서의 맥

락에 따른 전통적 종주권의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2) ｢북경주재 러시아 공사가 재상에게 발신한 지급공보 사본｣(1871.07.14.), �근대 동아시

아 외교문서 해제�1, 203쪽.

3) 선행 연구에서는 청이 전통적인 중화질서에 따른 ‘屬邦自主’로 일관했다는 시각이 지배



- 83 -

1870년대 들어 일본과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청 정

부에서는 外藩盡削의 위기감이 한껏 고조되었다. 이에 북양대신 이홍장은 

조선 측 대신 李裕元과의 서신 교환을 통해 서양 국가와의 수교를 권유하

기 시작하였다.4) 이후 청은 “藩封을 돌보아 살피고자 한다면 모른 척 내버

려 둘 수 없는 법”이라며 조선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5) 이는 

곧 조선에 대한 列國立約勸導策으로 나타났다.6) 서양 국제법 질서를 활용

하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는 한편 일종의 以夷制夷를 달성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청의 수교 권유에 대한 조선 측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이유원은 

이홍장에 보내는 답신에서, 조선은 외교를 돌볼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일

본에 병합된 류큐의 사례에서 보듯 공법에 의지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

겠냐고 반문하였다. 이처럼 조선 측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자,7) 이홍장

은 “형세가 바뀌면 다시 기회를 엿보아 권고할 일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기는 곤란하다.”며 조선 문제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물러

섰다.8)

이때 청과 조선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주일공사 何

적이었다. (신기석, �韓末外交史硏究�, 일조각, 1967, 44-58쪽 ; 권석봉, �淸末對朝鮮政

策史硏究�, 일조각, 1986, 80쪽 ; 권혁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2007 참

고)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청이 서양 국제법에 근거하여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연구가 제출되었다. (유바다,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

의 국제법적 지위｣, �한국근현대사연구�78, 2016 참고) 그러나 이 시기 청이 서양 국제

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지, 청의 종주권이 유효한 상황인데도 굳이 서양 국제

법에 의존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4) 이홍장과 이유원 사이의 서신 교류에 관해서는 송병기, �近代韓中關係史硏究�, 단대출판

부, 1985, 12-23쪽 ; 권석봉, 위의 책, 1986, 85-104쪽 ; 권혁수, 위의 책, 2007, 

79-108쪽 ; 권혁수, �19世紀末 韓中關係史硏究�, 백산자료원, 2000, 35-44쪽 참고.

5) ｢總署收軍機處交上諭｣(光緖 5年 7月 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61쪽.

6) 이홍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列國立約勸導策에 관해서는 송병기, 앞의 책, 1985, 

23-44쪽 ; 권석봉, 앞의 책, 1986, 105-112쪽 ; 김원모, ｢李鴻章의 列國立約通商勸告

策과 朝鮮의 對應(1879~1881)｣, �동양학�24, 1994 참고. 

7) 이유원은 통상외교보다는 자급자족을 지향하였는데, 이는 일본에 인천을 개항하는 것에 

적극 반대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이유원의 주장은 조선 관료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

었다. 김태웅, ｢李裕元의 經世論과 國際情勢 認識｣, �진단학보�128, 2017, 147쪽 참고.

8)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函｣(光緖 6年 2月 9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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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璋이었다. 그는 1877년 일본에 부임한 이래, 각국의 외교사절과 교유하

고 신문·잡지를 통해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여장은 일개 

주외공사에 불과하였지만 최소한 동아시아 정세에서만큼은 청 정부의 풍향

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880년 청 정부가 러시아나 일본이 조선을 침

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의 걱정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

니라 러시아에 있습니다.”라고 하여 러시아 대비를 우선할 것을 주장하였

다.9) 이후 청 정부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일본과는 타협하는 쪽으로 대외 

정책을 수정하였다. 

곧 이어 하여장은 미국의 슈펠트가 조선과의 수교를 타진하고 있다는 정

보를 입수하였다. 하여장은 본국 정부에 ｢三策｣을 제출하여 조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장하였다.10) 여기서 하여장은 조선을 군현으로 

삼아 領土化하는 것을 上策, 판사대신을 파견하여 藩部化하는 것을 中策, 

단지 조약 체결에만 간여하는 것을 下策으로 제시하였다. 상책과 중책을 

전통적인 제국성이라고 한다면, 하책은 근대적인 제국성이라는 점에서 눈

길을 끈다. 이는 조선의 외교를 自主에 맡길 것이 아니라 청의 관할 아래 

두자는 주장으로, 조선을 서양 국제법 서적에 명시된 屬國, 半主之國으로 

대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청 정부는 하여장으로 하여금 수신사 

김홍집에게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아직까지는 청 정

부가 소극적인 勸導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하여장은 청국공사관을 찾아온 김홍집에게 러시아를 방비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것을 역설하였

다. 그리고 이 내용을 ｢朝鮮策略｣이라는 문서에 담아 전달하였다. 앞서 이

홍장도 조선의 조약 체결을 勸導하기 위해 이유원과의 사적인 서신 교환이

라는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이때 총리아문 또한 하여장에게 개인 의견인 

것처럼 수교를 권유하라고 지시하였다.11) 그래서 하여장은 참찬 황준헌을 

9) ｢總署總辦收出使大臣何如璋函｣(光緖 6年 4月 1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03쪽.

10) ｢淸詹事府少詹何公傳｣, 109쪽.

11) ｢總署收出使大臣何如璋等函｣(光緖 7年 1月 2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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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세우는 한편, ‘조선책략’ 앞에 ‘私擬’라는 두 글자를 넣어 청 정부의 공식

적인 의견이 아닌 듯 포장하였다. 그러나 김홍집이 귀국하여 고종에 復命

할 때 ｢조선책략｣을 공식 제출하면서 “현재의 여론이 아직은 통하여 깨우

쳤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할 만

큼 조선의 집권층에 큰 영향을 미쳤다.12) 이후 조선과 미국의 수교는 급물

살을 타게 되었다.13)

그런데 하여장이 ｢조선책략｣에서 미국과의 수교를 권유한 것은 어디까지

나 청이 조선의 상국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는 “중국이 아끼

는 나라로는 조선만한 것이 없다. 조선이 우리 藩屬이 된 지 이미 천년이 

지났다. … 서양의 통례는 양국이 전쟁을 할 때 局外의 나라는 그 사이에

서 중립하고 치우쳐 도울 수 없지만 속국만은 이 사례에 있지 않다.”고 하

였다.14) 여기서 하여장이 조선을 전통적인 속국, 즉 번속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서양 국제법에 따른 속국과 동일시하여 청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전통외교와 근대외교의 관념이 착종된 당

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윽고 하여장은 조선으로부터 재차 파견된 李東仁으로부터 미국과의 수

교 의사를 공식 확인받았다. 이로써 조선 정부를 설득했다고 판단한 하여

장은 청 정부에 ｢主持朝鮮外交議｣를 제출하여 조선 정책을 전환할 것을 재

차 촉구하였다.15) 그러나 앞서 ｢삼책｣이 기각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장의 수

위는 다소 낮추었다. 조선을 군현으로 삼는다는 상책은 폐기되었고, 그 대

신 판사대신을 주재토록 한다는 중책이 상책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상책

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조선이 외국과 통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본디 하책에 불과하던 것이었다.16) 그럼에도 총리아문

12)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函. 附件一之附件｣(光緖 7年 2月 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63쪽.

13) ｢조선책략｣의 작성 및 전달 경위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송병기, 앞의 책, 1985, 

59-86쪽 ; 권석봉, 앞의 책, 1986, 4장 참고.

14) ｢朝鮮策略｣, 49쪽.

15) ｢總署收出使大臣何如璋函 附件一. 何如璋｢主持朝鮮外交議｣｣(光緖 6年 10月 16日), �淸

季中日韓關係史料�, 439-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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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홍장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청이 조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

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오직 은밀하게 도우며 보호하는 것만 가능하

다.”는 것이었다.17) 그러나 총리아문과 이홍장은 조선을 청의 안위를 지키

는 울타리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 정부의 조선 

정책은 점차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청이 제국성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모두의 영향을 받은 결과임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18)

朝美修好通商條約의 체결 과정은 청의 조선 정책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

여준다. 예전에는 조선이 交隣 등의 외교 사무를 일단 자주적으로 처리한 

후 청에 咨會하면 이를 묵인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여겨졌다. 이홍장 

또한 조선이 “국정은 자주로 하지만 속방이라는 명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거양득”이라고 하였다.19) 그러나 주청미국공사가 이홍장에 대해 

“협상 진행 과정을 대부분 통제하고, 특히 체결될 조약의 성격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한 것처럼,20) 자주보다는 속방이라는 가치가 더욱 중시되

었다. 이홍장은 조약 초고를 받아본 후 조선이 “중국 屬邦이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 장래에 각국이 이를 본받게 되면 장차 조선이 우리의 屬

土임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라며 조선이 청의 번속임을 조약문 속에 명시

하려 하였다.21) 비록 이홍장의 제안은 미국 측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별

도의 照會를 발송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청의 조선 정책이 勸導 수

준을 조금씩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22)

16) 하여장의 ｢삼책｣과 ｢주지조선외교의｣에 대해서는 송병기, 앞의 책, 1985, 91-121쪽 

참고.

17)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函｣(光緖 6年 11月 2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49쪽.

18) 1880년대 초 청이 조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전통적인 종주

권 강화로 보는 관점과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뉘어 있다. 전자에 속하

는 연구자로는 송병기와 권석봉, 후자에 속하는 연구자로는 김정기와 구선희, 라르센

(Larsen)이 대표적이다. 송병기, 앞의 책, 1985 ; 권석봉, 앞의 책, 1986 ; 김정기, ｢

1976~1894년의 청의 조선정책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4 ; 구

선희,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硏究�, 혜안, 1999 ; Larsen, op. cit., 2008 참고.

19) ｢復總署 論朝鮮外交｣(光緖 7年 2月 2日), �李鴻章全集�33, 10쪽.

20) C. Holcombe → R. W. Shufeldt (1881.12.04.).

21) ｢籌辦朝鮮議約摺｣(光緖 8年 3月 6日), �李鴻章全集�10,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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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의 조선 정책이 적극성을 띠면서 주외공관 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어 갔다.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고 서양 국제법 서적을 

수용하면서 대외 인식을 조정해 나가고 있었다.23) 이러한 상황에서 수신사 

김홍집의 청국공사관 방문은 중요한 轉機가 되었다. 이때 참찬 황준헌은 

“만약 각하가 東京에 상주할 수 있다면 반드시 國事에 큰 도움이 될 것입

니다.”라고 권유하였다.24) 공사 하여장 또한 “제 생각에는 이곳 실정은 요

컨대 귀국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서서히 살피면, 자연

히 쉽사리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25) 일단 김홍집은 답변

을 회피하였으나, 귀국 후 올린 聞見事件에서 하여장, 황준헌과의 대화 내

용을 보고하였다.26) 김홍집이 전달한 ｢조선책략｣에도 주외공관 제도를 건

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7) 이후 조선 정부의 주외공관 제도에 대

한 거부감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는 조선 정부가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래 일본의 공사관 건립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해 왔으나, 1880년 하나부

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국서를 捧呈하고 공사로 주재할 것임을 밝혔을 

때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인한 데서 잘 드러난다.28) 이로써 서

대문 밖 京畿中軍營(淸水館) 터에 일본공사관이 문을 열었고, 이는 조선에 

22) 朝美修好通商條約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송병기, 앞의 책, 1985, 

50-90쪽 참고. 

23) 조선에 �만국공법�이 전래한 시점은 1876년으로 확인된다. 1876년 주일영국공사 파

크스는 강화도조약 체결에 나선 조선 대표들이 “휘튼 국제법의 베이징 번역본을 갖고 

있다.”라고 하였다. 1877년에도 일본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예조판서 

조영하에게 �만국공법�과 �성초지장�을 건네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김용구, �만국공법

�, 소화, 2014 참고) 그러나 청에서 1864년 출간된 �만국공법�이 일본에서 이듬해 곧

바로 번각본으로 발행되었고, 조선에서 파견한 연행사가 청에서 발행된 책자를 수집하

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1876년 이전에 전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에 전래한 �만국공법�은 고종을 비롯한 정책 결정자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었을 것

이다. (강상규, ｢고종의 대내외 정세인식과 대한제국 외교의 배경｣, �동양정치사상사�

4(2), 2005 참고) 

24) ｢大淸欽使筆談｣, 18쪽.

25) ｢大淸欽使筆談｣, 24쪽.

26) ｢修信使金弘集聞見事件｣, 77-78쪽.

27) ｢朝鮮策略｣, 53-61쪽.

28) 송병기, 앞의 책, 1985, 136쪽 ; 김용구, 앞의 책, 2014, 93-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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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된 첫 외국공관이 되었다.29)

이제 하여장은 ｢주지조선외교의｣를 통해 “지금은 시세가 변하고 사정이 

달라졌으므로 중국이 조선을 대함에 있어서도 대체로 옛 제도를 조금 변통

해야 합니다.”라며 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였다.30) 이는 勅使와 貢

使를 통한 전통외교의 방식을 수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검토한 총리아문

은 이듬해인 1881년 “양무와 관련된 긴요한 안건의 가부는 북양대신과 출

사일본대신이 조선 측과 문서를 주고받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상주하였

다.31) 이로써 청과 조선 사이의 교섭 안건은 북양대신과 주일공사가 공조

하여 처리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 

청의 달라진 태도에 고무된 조선 정부는 1882년 어윤중을 파견하였다. 

이때 고종은 “큰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 응당 성의를 다해야 하지만 형식

에 구애받아 백성과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옛 규례라 하여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인식 하에,32) “上國과 小邦의 인민이 항구를 열어 통상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京師에 주재하게 합니다.”라는 취지의 咨文을 보냈다.33)

그러나 이는 청과 조선의 오랜 관계에서 보더라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간의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어윤중은 전통적 사대관

계를 바꾸는 更張의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로 청 정부를 설득하려 하였으

나, 津海關道 周馥은 “통상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앞으로 서서히 논의하여 

적절한 기회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34) 청 정

부 내에서도 예부, 총리아문의 관할 문제와 얽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29) 당초 일본공사관이 세워진 경기중군영 터는 都城 밖에 있었다. 그러나 1882년 임오군

란으로 소실된 일본공사관이 예장동의 李鍾承 저택으로 옮겨지면서 비로소 도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일본공사관은 잠시 교동의 朴泳孝 저택으로 옮겼다가 1884년 갑신정

변으로 파괴된 후 다시 예장동으로 돌아와 綠泉亭 터에 재건되었다. 나중에는 통감과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었다. 

30) ｢總署收出使大臣何如璋函 附件一. 何如璋｢主持朝鮮外交議｣｣(光緖 6年 10月 16日), �淸

季中日韓關係史料�, 441쪽.

31) ｢總理各國事務衙門奏朝鮮宜聯絡外交變通舊制摺｣(光緖 7年 1月 25日), �淸光緖朝中日韓

交涉史料�, 35쪽.

32) �承政院日記�(高宗 19年 2月 17日).

33) ｢朝鮮國王咨北洋大臣文｣(光緖 8年 4月 2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96쪽.

34) ｢總署收津海關道周馥函｣(光緖 8年 4月 2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91-5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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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높았다.35) 이 시기 청이 해외 각국에 주외공관을 설치하고 있었지

만, 이를 번속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러던 중 1882년 조선에서 일어난 임오군란은 청의 조선 정책을 근본

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청은 군란을 신속히 진압하고 조선 정부가 

일본 측에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개입 움직임을 원천 봉쇄

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 청은 조선의 상국임을 선언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를 현실에서 확인받으려 하였다.36) 이에 대해 翰林院 侍講 盛昱이 “속국

이 한심하게 여기고 각국의 비웃음을 사 후세에 전해질 것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37) 前 주영공사 곽숭도가 “조선이 위태

로우면 중국의 체면 또한 완전히 상실할 것이므로 … 군대를 일으켜 토벌

해야 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조선에 대한 개입을 지지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다.3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과 조선의 관계는 전통외교와 근대외교가 

혼재된 상태로 전개되어,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이라는 것도 이상하고, 완

전한 청국의 속국이라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할 상황으로 접어들었다.39)

이 무렵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청과 조선 간의 상하 관계를 전

제로 하는 전통외교의 관념이 조약이라는 근대외교의 형식을 빌려 표방된 

사례로 주목된다.40) 그 첫머리에서 “타국과 정한 것은 조약으로 반드시 양

국의 비준을 기다린 후에 시행한다. 이번에 정한 것은 장정으로 조정에서 

특별히 허락한 것이다. 하나는 피차 서로 정한 約章이고, 하나는 上下가 

35) ｢軍機處寄禮部等上諭｣(光緖 8年 4月 29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49쪽.

36) 1880년대 청이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과정은 조세현, 앞의 글, 2013 ; 최우길, 

｢임오군란 직후 淸종군인사들의 조선 내정 개혁안｣, �열상고전연구�39, 2014 ; 김형종, 

｢19세기 근대 한·중 관계의 변용｣, �동양사학연구�140, 2017 ; 이동욱, ｢청말 종주권 

관념의 변화와 조선 정책의 전환｣, �사총�96, 2019 참고.

37) 김형종, 위의 글, 2017, 240쪽에서 재인용.

38) ｢前兵部侍郞郭嵩燾奏報朝鮮發生壬午事變淸興師討平片｣(光緖 8年 7月 18日), �淸代中朝

關係檔案史料滙編�, 43쪽.

39) Nelson, Korea and the old orders in Eastern Asia, 景仁文化社, 2001, p.155.

40) 당시 청 정부가 반포한 정식 명칭은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이었다. 그러나 본고에

서는 청과 조선, 대한제국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한국학계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인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사용하도록 한다. 취안허슈(權赫秀), 

｢조공관계체제 속의 근대적 통상관계｣, �동북아역사논총�28, 2010, 27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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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條規이다. 이름이 같지 않은 것은 그 실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41)

라고 한 것처럼, 청은 조선에 대한 상국 지위를 끊임없이 의식하였다. 따

라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양국 대표의 서명이나 날인이 발견되지 않

는 것은 조인 절차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42) ‘조약’을 회피하

고 ‘장정’이란 용어를 선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앞

서 청은 평행 관계에 있는 일본과 청일수호조규를 체결할 때도 ‘조약’을 

회피하고 ‘조규’라는 용어를 관철하였으므로, 상하 관계에 있는 조선에 ‘조

약’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조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 도출된 합의라는 점

에서 사실상 조약과 차이가 없었다. 이홍장이 “무릇 속방을 왕래하는 무역

의 제한은 각국과 비교할 수 없는 바가 있는데, 수륙무역장정 8조를 酌定

하는 것은 안으로는 옛 제도를 변통하고 시의를 참작하는 곳이 있고 피차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속국과 교제하는 체통에 상반되지 않

습니다.”고 보고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43)

한편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청과 조선이 주외공관을 설립

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주외공관 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조. 앞으로 북양대신은 商務委員을 파견하여 조선이 이미 개방한 항구

에 주찰하면서 본국 상민을 보살피도록 한다. 이 관원과 조선관원

의 왕래는 모두 평행하도록 하고 예에 따라 우대한다. 중대사건이 

일어나 조선관원과 독단적으로 의논하기 어려우면, 북양대신이 조

선국왕에 조회하고 정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조선국왕 

역시 大員을 파견하여 톈진에 주재하도록 하고, 다른 관원을 파견

하여 중국이 이미 개방한 항구에서 상무위원을 맡도록 한다.44)

41)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函 附件三. 津海關道周馥等覆魚允中節略｣(光緖 8年 8月 3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984쪽.

42) 취안허슈(權赫秀), 앞의 글, 2010, 268쪽. 

43) ｢致總署 議朝鮮通商章程｣(光緖 8年 8月 29日), �李鴻章全集�33, 168쪽.

44) ｢擬議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光緖 8年 9月 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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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청은 조선에 상무위원을, 조선은 청에 대원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이들의 역할은 ‘通商’으로 한정되고 ‘外交’까지 나아가지는 못

했으나, ‘常駐’라는 요소가 갖추어진 것은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것이 결코 양국 간의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데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청의 상무위원은 북양대신이 파견하였고, 조선의 대원

은 국왕이 파견하였다. 따라서 청의 북양대신은 형식상 조선의 국왕과 대

등한 위치에 놓였다. 그리고 청의 상무위원은 수도 한성에 주재하였지만, 

조선의 대원은 수도 베이징이 아니라 北洋衙門이 있던 톈진에 주재하였

다.45) 이는 앞서 조선 측이 제안한 것과 같이, 청의 상국 지위를 전제로 

한 위에 상주사절을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청과 조선 간의 근대외

교는 전통외교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였다.46)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서구 열강이 강요한 불평등조약을 모방한 것이

었던 만큼 제국성을 선명하게 띠었다. 이는 특히 영사재판권과 군함왕래권

에 관한 조항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제2조는 청이 파견하는 상무위원이 

청국인과 관련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청은 일본

에 이어 조선에서도 영사재판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제2조. … 재산, 범죄 등의 안건은 조선 인민이 원고이고 중국 인민이 피

고이면 중국 상무위원이 체포하여 심판해야 한다. 만약 중국 인민

이 원고이고 조선 인민이 피고이면 조선 관원이 피고의 범죄 사실

을 송부하여 중국 상무위원과 함께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47)

이에 따르면 청국인이 피고일 때는 청의 상무위원이 재판을 처리하고, 

조선인이 피고일 때는 청의 상무위원과 조선의 관원이 會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국인과 조선인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은 청국인에 유리한 방향으

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청은 서구 열강이 영사재판권을 행사

45) 이은자, 앞의 글, 2009, 147쪽.

46) 森萬佑子, �朝鮮外交の近代�, 名古屋 : 名古屋大學出版會, 2017, 第1章.

47) ｢擬議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光緖 8年 9月 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9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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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것을 모방하여 조선에서 활동하는 청국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하

였다. 그런데 조선에서 청에 파견한 대원은 영사재판권을 행사한다는 규정

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이 파견한 상무위원만이 영사재판권을 

향유하였다. 이때 청이 조선에서 영사재판권을 획득한 경험은 청프전쟁 이

후 베트남에서 영사재판권을 요구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48)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7조는 輪船의 왕래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여기

서 말하는 윤선은 군함을 포함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7조. … 현재 海禁이 풀렸으니 편의대로 바닷길로 왕래하는 것을 승인

한다. 조선에는 兵商輪船이 없으므로 … 초상국의 윤선을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왕래하도록 한다. … 중국의 兵船이 조선의 해안

을 항해하거나 각 지방 항구에 정박하여 지킬 때 … 식량과 물건

을 구입하는 경비는 모두 병선이 자체 마련하며, 병선의 승무원은 

모두 조선의 지방관과 평행하게 예의를 다하여 상대한다.49)

이는 청일수호조규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시대 유지해온 海禁을 해제하

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은 아직 윤선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50) 자연스레 청의 윤선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윤선초상국에 소속된 선박은 물품과 서신을 실어 날랐고, 北洋水

師는 상선을 보호하며 군사적 위세를 과시하였다.51) 이처럼 청이 조선과 

무역과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군함의 왕래 규정을 함께 포함시킨 것은 

서구 열강의 포함외교를 모방한 것이었다.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이른바 ‘大 해군주의(Navalism)’를 주외공사와 유학생을 통해 수용한 

48) 靑山治世, 앞의 책, 2014, 第8章.

49) ｢總署收軍機處交出李鴻章鈔摺 附件一. 擬議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光緖 8年 9月 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993쪽.

50)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은 “바다와 한강의 선박은 석유나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쇠못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나무못으로 틀어막는다. 그 바닥에는 

때때로 물이 스며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풍랑이라도 만나는 일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高麗風俗記｣, �小方壺齋輿地叢鈔� 참고.

51) 조세현, 앞의 글, 2013, 22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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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도 하였다.52) 이처럼 청이 서구 열강을 모방한 제국성은 번속이면서 

국력이 열세인 조선에 집약적으로 나타났다.

2. 總辦商務委員 진수당의 위상과 활동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마련된 후, 청은 주한공관을 개설할 준비를 서

둘렀다. 1883년 이홍장은 辦理朝鮮商務章程을 제출하였다. 주외공관을 운

영하는 규정으로 出使章程을 마련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주한공관

을 운영하는 규정을 입안한 것은 조선을 열강과 달리 보는 인식을 반영하

고 있다. 이는 이홍장이 “조선은 중국의 번복이므로 위원을 주재시키는 것

은 외국에 출사하는 체제와 조금 다르지만 사정이 대략 같습니다. 이에 출

사장정을 참작하여 다소 변통하였습니다.”라고 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53)

판리조선상무장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양대신은 總辦朝鮮各口商務委員 1명을 한성에 주재하여 인천의 상무

를 겸관하도록 하고, 分辦元山口商務委員 1명, 分辦釜山口商務委員 1

명을 각각 해당 항구에 주재하며 상무를 관리하도록 하는데, 모두 북

양대신이 발급한 木質關防을 사용한다. 

2. 총판위원이 조선에 도착한 후 … 만약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수시로 북

양대신에게 문의한다. 

3. 조선의 민가는 비루하고 좁아 빌리거나 구매할 만한 곳이 없다. 한성·

원산·부산 세 곳에는 委員公館을 건설하여 (상국의) 체제를 높이도록 

한다. 

4. 총판위원과 분판위원 사이에 공문을 주고받을 때, 총판위원은 札行을, 

분판위원은 申呈을 사용한다. 

5. 총판 및 분판위원은 조선 관원과 공문을 왕래함에 있어 통리아문 이하 

모두 平行照會를 사용하고, 각국의 공사나 영사와의 조회에서는 모두 

52) William Langer, op. cit., 1960, 13장 ; Mark Shulman, Navalism and the 
Emergence of American Sea Power, 1882-1893, Annapolis, md. : Naval Institute 

Press, 1995.

53) ｢總署收軍機處交出李鴻章抄摺｣(光緖 9年 6月 2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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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文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洋文을 첨부한다.

6. 조선은 각국공사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頭等, 二等, 三等의 직분이나 부

임날짜의 선후에 따라 坐次를 정하는데,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므로 중

국 총판위원은 賓中之主이 되어 조선 관청의 상석에 위치해야 한다.

7. 각 항구의 상민에 공소 안건이 있으면 위원이 … 공평하게 분별하여 

처리한다. 

8. 총판위원은 총영사에 비추어 매월 은 400냥, 분판위원은 일본 이사관

에 비추어 매월 은 300냥이나 200냥으로 차이를 둔다. 

9. 총판위원과 분판위원은 해외에 출사한 것에 비추어 3년을 임기로 하

고, 북양대신이 살펴 공로가 뛰어난 자는 請獎한다.

10. 윤선 왕래, 공관 임차, 공식 연회 등 모든 공식 안건은 미리 계산하

기 어렵다. 출사장정에 비추어 수시로 조사하여 정산한다.  

11. 총판위원 이하 관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는 각 해관의 출사경비 

항목에서 지급한다. 

12. 이번 총판위원을 파견한 것은 오로지 해로무역을 관할케 한 것이

다.54)

이홍장이 밝힌 바와 같이 판리조선상무장정은 출사장정을 참고한 것이었

다. 따라서 판리조선상무장정은 출사장정과 유사한 규정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 먼저 상무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은 출사장정에서 정한 공

사의 임기와 동일하였다. 그리고 주외공사의 등급을 頭等, 二等, 三等으로 

분류한 것 또한 출사장정에서 공사의 등급을 구분한 것과 동일하였다. 청

이 출사장정을 제정할 때 열강의 주외공관 제도와 서양 국제법 서적을 참

고하였으므로, 출사장정을 본뜬 판리조선상무장정 또한 근대외교의 속성을 

상당 부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리조선상무장정에는 출사장정과 판이한 규정이 많았다는 데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출사장정은 대등 관계에 있는 외국에 적용하는 것이지

만, 판리조선상무장정은 상하 관계에 있는 번속에 적용하는 것이었기 때문

이다.55) 이는 먼저 영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달랐다는 데서부터 확인된다. 

54) ｢總署收軍機處交出李鴻章抄摺 附件一. 酌擬派員辦理朝鮮商務章程｣(光緖 9年 6月 25

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172-1175쪽.

55) 중화민국 시기 淸史를 편찬할 때 서구 열강과 일본은 外國傳에, 조선과 베트남은 屬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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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리조선상무장정은 청 상인을 보호·지원하는 영사를 ‘상무위원’이라 불렀

다. 이는 �성초지장�에서 “외국에 파견되는 委員은 공사의 권한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한 결과로 생각된다.56) 일본에 파견한 영사를 ‘理事

官’이라 지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파견하는 영사를 ‘상무위원’이

라 지칭하여 ‘영사’라는 용어를 회피한 것이다.57) 그러나 상무위원은 ‘영

사’, ‘理事’, ‘理事官’이라고 불렸으니, 사실상 영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판리조선상무장정과 출사장정은 총판상무위원과 공사·영사의 관할

을 달리 규정하였다. 총판상무위원은 북양대신의 관할에 속하였다. 북양대

신은 총판상무위원을 임명하고 그 권한을 증명하는 목질관방을 발급하였

다. 만약 총판상무위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북양대신에게 자문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출사장정에서는 공사·영사에 대

한 감독을 총리아문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총리아문이 총판상

무위원까지 관할하는 경우 이는 공사·영사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비칠 뿐 

아니라, 조선이 열강과 대등한 국가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다. 총리아문 대

신 북양대신이 총판상무위원을 관할토록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한편 판리조선상무장정과 출사장정은 총판상무위원과 공사·영사의 반열

을 구분하였다. 총판상무위원은 각국사절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上席에 앉

도록 규정되었다. 출사장정에는 공사·영사의 반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지 않지만, 1815년 빈 회의 이후 서로 동등한 외교사절의 서열은 부임 일

자를 기준으로 하는 관행을 따랐다.58) 이는 “公議條規에 따르면, 만약 각

傳에 서술하였다. 청사 편찬에는 청대 지식인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일정 

부분 청의 대외 관념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정동연, ｢�淸史稿�에 나타난 동아시아 

주변국 인식 - ｢屬國傳｣과 ｢邦交志｣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80, 2018b 참고.

56) �星軺指掌�, 第1卷 第3章, 23-23면.

57) 청은 1897년 연해주에 영사가 아닌 海參威商務委員을 파견하였다가 1909년 총영사로 

바꾸었다. (�淸季中外使領年表�, 81쪽 참고) 이 시기 청은 대한제국에 상무위원이 아니

라 영사를 파견하고 있었으므로, 연해주에서 상무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큰 문

제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사용되던 상무위원이라는 명칭을 연해주에서 굳

이 재활용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또한 연해주를 외국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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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신이 동등하고 모두 신빙장을 보냈다면 도착한 날의 先後를 따져 차

례를 정한다. … 오늘날에는 성문화된 규칙이 있으니 오로지 공사의 등급

을 기준으로 대우를 결정한다.”59)거나 “동등한 공사의 위계는 임지에 도착

한 날짜의 선후에 따라 정한다.”60)는 등 서양 국제법 서적에도 포함된 내

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청이 조선의 상국임을 보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

는 내용이었으므로,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따르려고 하지는 않았다.

판리조선상무장정과 출사장정은 주외공관의 건물에 관한 규정에서도 차

이를 보였다. 출사장정은 주외공관의 건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

았다. 따라서 청의 주외공사는 현지 건물을 임대 또는 구매하여 주외공관

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판리조선상무장정은 별도의 주한공

관을 신축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주외공관의 건물에 관한 첫 번째 규정

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데, 무엇보다도 청의 상국 권위를 내보이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판리조선상무장정은 청과 조선이 상국과 번속 관계임

을 드러내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이홍장은 판리조선상무장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조선에 상무위원을 파견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는 청이 서구 열강에 이어 번속에까지 주외공관을 

설립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장정에는 향후 북양대신이 상무위원을 파견하여 조

선의 항구에 주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현재 미국은 조약을 교환하

고 이미 사절을 파견하여 한성에 머물도록 하였고, 일본도 이미 인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 마땅히 대원을 파견하여 지세를 

관찰하고 주찰할 곳을 선택하여 華商을 보살펴야 합니다. … 만약 총판상

무위원을 조선의 왕경에 주재하도록 하면 인천의 상무도 겸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급한 사무인 듯합니다.61)

58) 해롤드 니콜슨(신복룡 譯), 앞의 책, 2009, 43-50쪽.

59) �萬國公法�, 282쪽.

60) �公法會通�1, 139쪽.

61) ｢總署收軍機處交出李鴻章抄摺｣(光緖 9年 6月 2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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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총판상무위원으로 물망에 오른 것은 陳樹棠이었다. 그는 廣東 출신

으로 상하이에서 買辦으로 활동하다가 1875년 招商局에서 唐廷樞·鄭觀應

과 함께 仁和保險公司를 설립하여 근대적 보험 제도를 도입한 인물이었

다.62) 이러한 洋務 경력으로 1880년 샌프란시스코총영사에 임명되었고, 

1882년 귀국한 후에는 이홍장의 막료를 지냈다. 이 무렵 조선이 “교섭 및 

상무와 관련된 일에 어두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므로 … 현명하고 숙달

된 인사를 보내 지도해줄 것”을 요청함에 오자,63) 이홍장은 “매매하는 일

과 물가의 高下를 잘 안다.”며 그를 묄렌도르프, 마건상과 함께 보내 조선

의 商務를 시찰하도록 하였다.64)

조선 항구가 처음 열려 중국 상민이 나아가 무역하는데, 이로부터 반드시 

나날이 번성하여 때로는 피차 교섭할 일이 있을 것이므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전체적인 구도에 밝은 관리가 나아가 처리하면 번방을 연결하고 백

성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살피건대 예전에 출사미국대신 진

란빈이 2品 候補道 陳樹棠을 샌프란시스코총영사로 파견할 것을 주청하

여 3년 간 재임하였는데, 침착하여 힘과 기력을 낭비하지 않으니 상민이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였습니다. … 이 자는 충성스럽고 근실하며 숙달되

고 노련하므로, 총판조선상무위원으로 임명하여 파견하면 진실로 그 임무

를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65)

이윽고 총판상무위원으로 임명된 진수당은 톈진을 출발하면서 조선 측 

統理交涉通商事務 趙寧夏에게 자신의 부임을 알리는 조회를 발송하였다.66)

62) 진수당이 조선에서 오기 전의 행적에 관해서는 施吉瑞·劉倩, ｢中國首任駐舊金山總領事

陳樹棠與美國排華運動｣, �淸史論叢�2017(2), 2017 ; 葉克飛, ｢茶東陳氏: 一個中國鄕村與

世界文明擁抱的百年｣, �同舟共進�2020(3), 2020 참고. 진수당이 조선에 건너와 전개한 

활동은 權赫秀, ｢陳秀棠在朝鮮的商務領事活動與近代中朝關係｣, �社會科學硏究�2006(1), 

2006 참고.

63) ｢朝鮮國王爲請求派員帮助辦理商務致李鴻章咨文｣(光緖 8年 10月 5日), �淸代中朝關係檔

案史料滙編�, 103쪽.

64) �陰晴史�(高宗 19年 3月 22日).

65) ｢陳樹棠總辦朝鮮商務片｣(光緖 9年 6月 21日), �李鴻章全集�10, 208쪽 ; ｢總署收軍機

處交出李鴻章抄片｣(光緖 9年 6月 2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176쪽.

66) ｢淸總辦陳樹棠到任에 關한 照會｣(高宗 20年 8月 5日), �淸案�1,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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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 도착한 후에는 이홍장에게 수행 인원의 명단을 보고하는 한편,67)

조선 측에는 李乃榮을 보내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 협조해줄 것을 요

청하였다.68) 다음 달, 진수당은 한성에 도착하여 주조선상무서를 개설하고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69)

그런데 진수당이 지닌 ‘총판상무위원’이라는 직함은 각국사절에게 다소 

생소한 것이었다. 그동안 청이 외국에 파견한 사절은 ‘출사대신’, ‘공사’, 

‘영사’, ‘이사관’ 등의 직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청일본공사 다케

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는 진수당이 총영사와 같은 것이라 막연히 추정

하고 있었고,70) 주청영국공사 파크스는 청 정부에 문의하여 총영사에 해당

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71) 이처럼 각국공사는 총판상무위원 진수당을 자

신보다 하위 직책인 총영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수당은 조선 측

에 조회를 보내 총판상무위원이 가장 상석에 앉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조선은 중국의 藩服이라 위원이 주재하는 것은 해외 각국에 출사하는 체

제와는 다소 다릅니다. 사정이 대략 이러한데, 조선은 각국공사를 회견할 

때 1·2·3등의 직분이나 부임의 순서를 기준으로 座次를 정합니다. 조선은 

중국의 屬邦이라 총판의 관원은 賓中之主가 되니, 마땅히 조선 관청의 상

석에 앉아야 합니다.72)

이러한 진수당의 요구는 판리조선상무장정에 따른 것이었지만, 각국사절

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총영사급에 불과한 총판상무위원이 

공사보다 상석에 자리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수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이 청의 번속이라는 내용을 남

대문에 깃발로 내걸고 도성 곳곳에 榜文으로 써 붙였다.73) 청은 조선의 상

67)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9年 9月 2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207쪽.

68) ｢陳樹棠隨員先派에 關한 照會｣(高宗 20年 8月 24日), �淸案�1, 3쪽.

69) ｢北洋照會의 傳達과 商務開辦에 關한 照會｣(高宗 20年 9月 19日), �淸案�1, 4쪽.

70) ｢陳總辦職位總領事該當의 件｣(高宗 20年 9月 24日), �日案�1, 103쪽.

71) ｢總署收英國公使巴夏禮函｣(光緖 10年 10月 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493쪽.

72) ｢淸國總辦의 公會席上의 座次에 關한 照會｣(高宗 20年 9月 20日), �淸案�1, 5쪽.

73) �尹致昊日記�(1883年 10月 3日) ; �尹致昊日記�(1883年 10月 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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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므로, 비록 자신이 총판상무위원에 불과하더라도 여타 총영사와는 다

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수당의 논리에 열강이 동의했던 것 같지는 않다. 1884년 갑신

정변이 벌어진 우정총국 낙성식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자리에

는 미국공사 푸트와 영국총영사 애스톤, 진수당이 참석하였다. 이때의 좌

석 배치에 관해서는 김옥균과 우정총국에 고용된 일본인 기술자 수가노 고

이치(管野宏一)가 그린 그림, 그리고 윤치호의 기록이 남아있다.74)

[圖2-1] ｢甲申日錄｣의 좌석 배치도 [圖2-2] �朝日新聞�의 좌석 배치도

座首는 홍영식, 上客은 푸트, 座右는 김홍집이었고, 나머지 김옥균·서광

범·박영효·민영익·한규직·이조연·민병석·묄렌도르프·애스톤·시마무라 히사

시·스카더·카와가미 다지이지로(川上立一郞)가 차례에 따라 좌우로 줄지어 

앉았다. 나는 푸트 공 다음에 있었다.75)

이 세 자료에서 묘사하고 있는 좌석 배치는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인다. 

당일 참석자가 20명에 달하기도 하였거니와, 김옥균이 �갑신일록�을 작성

한 것은 1년 후의 일이었으며, 수가노 고이치는 조선 관료의 얼굴과 이름

조차 잘 알지 못하여 이들을 ‘韓人’이라고만 기록할 정도였으므로 기억의 

착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자료는 각국사절의 

74) 강범석, �잃어버린 혁명�, 솔, 2006.

75) �尹致昊日記�(1884年 12月 1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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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배치에 관하여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윤치호는 미국공사 

푸트가 上客이었다고 하였는데, 다소 간의 차이가 있으나 두 좌석 배치도 

모두에서 푸트가 座首인 홍영식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 반면 진수당의 

위치에 대해 윤치호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두 좌석 배치도에서도 

오차가 클 정도로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으며, 푸트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

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실상 말석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즉, 진수당

이 상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직급이나 부임 순서에 따른 좌

석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76)

조선 정부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측에서도 진수당을 각국사절보다 높

다고 여기지 않았다. �統署日記�에서 일본·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의 공관

을 지칭할 때는 國名을 기준으로 日館·美館·英館·德館·義館이라 하였다. 그

런데 청의 주조선상무서만큼은 淸館이라거나 中館이라 하지 않고 진수당의 

성씨를 붙여 陳館이라 하였다. 이는 진수당을 정식 공사나 영사와 구분하

는 것은 물론, 주조선상무서를 정식 공사관이나 영사관과 구분하려는 인식

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의 제국성은 총판상무위원 진수당을 통해 효과적으

로 구현되고 있었다. 이는 청이 군대와 고문을 파견하고 있었던 데서 영향

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진수당이 전통외교와 근대외교에서 도출한 합리

성을 통해 제국성을 은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

로는 먼저 청국조계의 개설 과정을 들 수 있다.77) 1882년 이래 인천과 부

76) 강범석은 ｢갑신일록｣의 진위 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두 좌석배치도를 분석하였

으나 이는 적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座首의 맞은편에 主賓이 앉는 것을 ‘문

명개화기’의 일반적인 관행이라 전제한 것은 잘못이다. 이 시기 조선을 ‘문명개화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연회가 동일한 원칙에 따

라 좌석을 배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윤치호가 푸트를 상객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좌석 배치도를 해석해야 한다. 둘째, 座首의 맞은편을 주빈 자리라 하면서

도 여기에 앉은 진수당을 말석에 위치하였다고 한 것은 모순되는 서술이다. 셋째, 김홍

집의 이름이 갑신정변 당시 김굉집이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시기 �승

정원일기�는 모두 김홍집으로 표기하고 있을 뿐더러, 김홍집을 김굉집으로 바꾼 것은 

건륭제의 弘曆을 避諱한 것이므로, 청에 대한 사대 관계 폐지를 주장한 김옥균이 청 황

제의 연호를 피하여 김굉집이라 기록하는 것이 더욱 어색하다. 강범석, 앞의 책, 2006, 

19-2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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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원산에 건너와 활동하는 청 상인의 수가 늘어났다. 이는 일본 상인은 

물론 조선 상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이 잇

따랐다. 예컨대 부산에서는 일본이사관이 “부산항은 일본 기지이고, 조약

에서는 여기서 중국인이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德興

號의 개점을 누차 방해하였고,78) 인천의 致中和號와 怡安號에는 도둑이 들

어 물건을 훔쳐 가는 일도 있었다.79)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883

년 진수당은 조선 정부에 청국조계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

라 인천은 일본조계의 서쪽에, 부산은 영국·독일 등의 각국조계 동쪽에 청

국조계를 설정하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80) 1884년에는 淸商地契章程이 

마련되어 먼저 인천에 청국조계가 개설되었다.81) 당시 동아시아의 여러 개

항장에는 共同租界가 주로 설치되었던 것과 달리, 조선 내 청국조계는 청

국인이 독점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專管租界의 성격을 띠었다. 비록 청국

조계가 독립적인 행정 기구를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그 존

재만으로도 청 상인의 안정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처

럼 청이 전관조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조선은 같은 가족으로 보

니 통상 사례도 각국과 같지 않다. … 사례 또한 각국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어야 하고, 각국은 이를 원용하여 예로 삼을 수 없다.”82)는 내용이 장정

77) 청국조계의 개설 과정 및 특징에 대해서는 박준형, ｢日本專管租界 내 잡거문제와 공간

재편 논의의 전개｣, �도시연구�12, 2014, 3장 ; 이희환,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조규-

조약체제와 인천의 청·일 전관조계｣, �해항도시문화교섭학�13, 2015 참고.

78) ｢釜山日本理事官의 淸國商店 德興號 開店妨害事件에 對한 措處의 件｣(高宗 20年 10月 

23日), �淸案�1, 9-10쪽 ; ｢釜山日人의 淸商 德興號 開店再妨害에 關한 照會｣(高宗 20

年 11月 14日), �淸案�1, 13-14쪽.

79) ｢淸商 致中和號의 錫塊盜難事件과 怡安號의 火油盜難事件 分別査辦의 건｣(高宗 20年 

11月 12日), �淸案�1, 11-12쪽.

80) ｢仁川淸商租界商定에 對한 照會｣(高宗 20年 12月 18日), �淸案�1, 21-22쪽 ; ｢釜山淸

商租界의 査明辦理에 對한 照會｣(高宗 20年 12月 18日), �淸案�1, 22-23쪽.

81) 1884년 인천상무위원 이내영은 인천 조계 현황을 지도, 지계장정, 계약서 등을 첨부하

여 보고하였다. 이때 제출된 지도를 통해 볼 때 청 조계는 일본조계의 서쪽, 각국조계의 

남쪽에 위치하였고, 해안선과 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국조계와 일본조계 근처에는 

해관과 영국부영사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仁川港口卷(二)｣

(01-41-004-02), �駐韓使館保存檔案�, 49면 참고.

82) ｢附 仁川淸商地界章程底稿｣(高宗 21年 2月 7日), �淸案�1, 3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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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됨으로써 청의 상국 지위가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진수당이 ‘李範晉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83)

이범진은 일족 李範祖·李範大와 함께 駱洞에 살고 있었고,84) 그의 집은 南

北의 이범조·이범대의 집 사이에 있었다. 이때 청 상인들이 中華會館을 건

립하기 위해 이범조·이범대의 집을 구입한 후, 이범진의 집 안을 통해 왕

래하려 하자, 이범진이 문을 폐쇄하고 담을 쌓으면서 분쟁이 벌어진 것이

었다. 熊廷漢을 필두로 한 청 상인들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公道同走’라

는 구절을 근거로 이범진을 인근의 주조선상무서로 끌고 가 재판을 청원하

였다.85) 진수당은 이범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선 측에 그 결과를 담

은 조회를 송부하였다. 이는 청이 영사재판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근거

로 한 조치였다.

이때 조선 측에서는 일개 상인에 불과한 웅동한이 士族인 이범진을 끌고 

간 것에 항의하였다. 진수당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2조에 근거하여 사

건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이범진이 이 사건을 영국영사에 

알려 “형제나 다름없는 양국이 밖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며 은연

중에 청과 조선의 전통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독판 김병시는 조선 측이 조

사하여 상무위원과 함께 심리해야지 중국 관원이나 상인이 곧장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2조를 진수당과는 달리 해석

83) ‘李範晉案’의 전말을 자세히 다룬 연구는 권인용, ｢1884년 ‘李範晉 사건’의 재조명｣, �

명청사연구�42, 2014b 참고.

84) 이범진은 武衛大將 李景夏의 庶子다. �梅泉野錄�에서는 낙동에 살던 이경하는 군사, 

경찰권을 장악하고 있어 낙동염라로 불렸다고 하였고, �淸案�에서는 이경하·이범진 부자

와 族兄弟가 가옥 4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범진안’이 일어났을 때 이경하는 

임오군란의 책임을 지고 古今島에 유배된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3채에 이범진·이범조·이

범대 일가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훗날 이범진은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왕비 민씨를 蘆原의 刻心寺로 피난시켜 신임을 얻었고, 조러밀약과 아관파천을 주도하

는 등 친러파의 핵심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주미공사·주러공사를 역임하였고, 아들 李瑋

鍾을 헤이그특사로 파견하였다. 이범진의 가문적 배경 및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오영섭, 

｢을미사변 이전 이범진의 정치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5, 2005 참고.

85) 윤치호는 일기에서 “저녁때 들으니 陳樹棠이 강제로 집을 사들이고자 하여 正言 이범

진을 잡아가 한없이 어지럽게 때렸다 한다.”고 하였으나, 집을 사들인 것과 폭행을 주도

한 것은 웅정한을 비롯한 청 상인들이었지 진수당이 아니었다. �尹致昊日記�(1884年 6

月 21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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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이범진이 영국영사에게 서한을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고 덧붙였다. 결국 양측의 공방은 청이 사건의 주모자인 웅정한을 商董

에서 물러나게 하고, 조선이 이범진을 “스스로 업신여김을 당했고 마침내

는 조정에 수치를 끼쳤다.”는 이유로 削職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86) 청 

상인들은 일시적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상동을 교체하기는 하였으나, 중

화회관을 차질없이 건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범진은 구타와 모욕에 더

해 삭직까지 당했으니, 이 사건은 청에 유리하게 해결된 셈이었다.

진수당이 청 상선의 한강 진입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청의 제국성이 조

선 정부의 내정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87)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따르면 청 상인은 수도 한성 및 양화진까지 들어

와 활동할 수 있었다. 이는 서구 열강이 청의 수도 베이징까지 개항하지는 

않았던 것보다 훨씬 가혹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 측의 저항도 한층 

거세졌다. 1884년 청 상선이 화물을 싣고 한강으로 진입하려다가 제지되

었다. 이를 진수당이 항의하자 조선 측 독판 민영목은 “중국조선무역장정 

제4조의 내용을 살펴보니 중국 상인이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와 行棧을 개

설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배를 몰고 한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내

용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진수당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중외각국 및 서양 통례를 두루 살펴보면, 무릇 통상무역지방은 이미 다른 

나라에 행잔 개설을 허가했다면 그 선박이 물건을 판매하러 왕래하는 것

을 허가하지 않음이 없습니다.88)

86) ‘이범진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윤치호는 외아문에 대해 “청인이 관민을 모욕하고 

짓누르며 핍박하고 패만하여도 우리 정부에서 이치로 따지질 못하니 이것이 어찌 유약

한 소치가 아니겠는가? … 고우 김옥균 한 사람을 제하고는, 모두 일전 이범진이 겪었

던 일을 보통으로 여겨 진상을 힘써 가리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치

로 따지지 못했다.”는 말은 다소 과장된 것이지만 “진상을 힘써 가리려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사건이 유야무야 마무리된 상황을 잘 보여준다. �尹致昊日記�(1884年 6月 

21-23日) 참고. 

87) 청 상선의 한강 진입 문제를 둘러싼 청과 조선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박은숙, ｢청선의 

한강 출입 문제와 무역장정의 법리 논쟁｣, �아세아연구�57(1), 2014 ; 박은숙, ｢‘장정체

제’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저항과 만국공법｣, �역사학보�226, 2015a 참고.

88) ｢淸國商船의 楊花津駛入不許에 對한 抗議｣(高宗 21年 2月 16日), �淸案�1, 4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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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당이 내세운 논리는 한성과 양화진과 행잔 개설을 허용했다면 배를 

이용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측

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므로 진수당은 재차 조회를 발송하였다.

이 사건은 양국의 大局에 관계된 것이므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

다. … 장정 제3조에서 ‘양국 상선은 서로의 통상 항구에 들어갈 수 있

다.’는 말은 중국 선박이 한강, 양화진, 마포, 경강 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89)

진수당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3조에 언급된 ‘통상항구’가 청 상인이 

행잔을 개설한 곳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자 민영목은 조청상

민수륙무역장정의 ‘통상항구’라는 네 글자는 이미 개방한 항구, 즉 강화도

조약에 따른 부산, 인천, 원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청 상선이 양화진이나 

한성에 들어오는 경우 각국이 핑계거리로 삼을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90)

진수당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재차 항의하였다.

장정 3조의 ‘通商口岸’ 네 글자 위에 ‘이미 개설(已開)’ 또는 ‘각국(各國)’

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중국 선박은 한강에 들어올 수 없지만, 지금은 이

러한 글자가 없으므로 중국 상인이 무역할 수 있는 곳은 양국의 통상항

구라는 것은 명백하여 번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 

북양대신 이홍장께 보고하고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91)

진수당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3조에 ‘已開’나 ‘各國’이라는 말이 없

으므로 通商口岸을 부산·원산·인천으로만 한정해서 볼 수 없다며 이 문제

를 북양대신 이홍장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처럼 진수

당이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자, 조선 측은 이번만 특별히 인천 해관에 구류

89) ｢淸國商船의 麻浦起卸 再要請｣(高宗 21年 2月 19日), �淸案�1, 46쪽.

90) ｢淸國商船의 麻浦寄港 不當의 件｣(高宗 21年 2月 21日), �淸案�1, 51-52쪽.

91) ｢淸國商船의 麻浦寄港不許에 對한 抗議｣(高宗 21年 2月 23日), �淸案�1,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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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선박이 한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92)

그러나 진수당은 북양대신을 통해 처리하겠다며 협상을 중단하였다.93)

이후 사태는 급진전하였다. 청과의 대립에 부담을 느낀 조선 정부는 민

영목을 경질하고 金炳始를 새로운 독판에 임명하였다. 협판에는 김윤식과 

尹泰駿이 임명되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親淸派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때 이홍장은 조선 측에 청 상선이 한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진수당으로 하여금 사태의 전개 과정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지시

하였다.94) 결국 조선 정부는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하여 200톤 이하의 선박

에 한해 양화진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겠다고 하였다.95) 그러나 진수당

은 한강의 물길이 깊지 않기 때문에 굳이 200톤 이하의 선박으로 제한하

지 않더라도 대형 선박이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라 반박하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마포 지역에 해관 분소를 설치하여 청 상선이 싣고 오는 물

건의 징세와 하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96) 결국 조선은 

청 상선의 양화진 진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97)

이처럼 진수당은 청 상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영사로서 청의 제국성을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과 조선의 전통적 관계

와 상국의 권위는 물론, 서양 국제법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폭넓게 활

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청의 제국성은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모두의 합

리성을 통해 뒷받침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진수당의 활동은 경

제적 방면에 집중되고 있었지만, 이는 곧 조선의 내정과 외교로까지 확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92) ｢山東帆船의 漢江駛入特准과 此後不准의 件｣(高宗 21年 3月 2日), �淸案�1, 60쪽.

93) ｢上件의 北洋大臣 批覆受領後 再照會의 件｣(高宗 21年 3月 6日), �淸案�1, 60-61쪽.

94) ｢淸商帆船의 楊花津駛入 再要請｣(高宗 21年 4月 14日), �淸案�1, 80-81쪽.

95) ｢淸商帆船二百噸以下의 楊花津到泊과 貨物査驗의 件｣(高宗 21年 4月 14日), �淸案�1, 

82쪽.

96) ｢同上件의 噸數制限撤廢와 麻浦分稅關의 設置要請｣(高宗 21年 4月 15日), �淸案�1, 

82-83쪽.

97) �八道四都三港口日記�(高宗 21年 4月 2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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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수당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운영 양상

총판상무위원 진수당이 조선에 부임

했을 때는 아직 주조선상무서 건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진수당은 

한성에 도착한 후 임시로 南別宮에 거

처를 마련하였다.98) 남별궁은 조선 태

종 때 慶貞公主의 第宅으로 마련되어, 

임진왜란 때 명군이 주둔한 이래 조선

을 방문하는 중국 사신이 머무는 곳으

로 활용되어 왔다. 청 사신 阿克敦이 남별궁의 모습을 奉使圖에 남기기도 

하였다.99) 이처럼 전통적 칙사의 공간에 근대적 상주사절 진수당이 들어온 

것은 전통외교와 근대외교가 중첩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판리조선상무장정은 “한성·원산·부산 세 곳에 委員公館을 건설하

여 (상국의) 체제를 높이도록 한다.”며 독립된 공간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

고 있었다. 이에 진수당은 주조선상무서 건립에 착수하여, 먼저 會賢坊 駱

洞의 양반 朴氏의 가옥과 토지를 매입하였다.100) 낙동 부지는 건물 180칸

에 空地 300칸으로 제법 큰 규모였으나, 小胡洞으로 우회하여 나가야 하

는 불편함이 있었던 탓에, 이듬해인 1884년 서쪽의 기와집 11칸 반과 빈 

땅 10칸, 그리고 거기서 서쪽 개울을 건너 長洞의 기와집 16칸과 빈 땅 

20칸을 추가로 구매하여 큰 길과 연결하였다.101) 주조선상무서 내부에는 

5칸 규모의 大堂이 세워져 辦公, 會客, 筵會, 審案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였

다.102) 이로써 첫 번째 주조선상무서인 한성상무총서가 문을 열었다. 주조

98) �統署日記�(高宗 20年 9月 4日).

99) 정정남, ｢壬辰倭亂 이후 南別宮의 公廨的 역할과 그 공간 활용｣, �건축역사연구�18(4), 

2009.

100) ｢駱洞朴姓家屋垈地 賣契備案에 關한 照會｣(高宗 20年 10月 16日), �淸案�1, 7쪽.

101) ｢駱洞 家垈賣契에 關한 照會｣(高宗 21年 1月 25日), �淸案�1, 33쪽.

102) 주조선상무서는 大堂, 上房, 大門, 儀門, 前後廂房, 廚房, 院墻, 園牆 등을 갖추었다. ｢

稟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2年 2月 9日), �袁世凱全集�1, 123쪽 ; ｢總署收北洋大臣李

[圖2-3] 奉使圖에 나타난 南別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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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무서는 경복궁이나 6조는 물론 鍾樓, 七牌, 梨峴과 가까웠으므로, 청이 

상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조선의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었다.103)

주조선상무서의 조직 구성은 판리조선상무장정을 따랐다. 그런데 판리조

선상무장정은 출사장정을 원용한 것이었으므로, 주조선상무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설치된 영사관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청은 조선에 대한 

상국 지위를 강조하고 있었던 만큼, 주조선상무서에는 여타 주외공관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판리조선상무장정과 한성상무총서의 실제 조

직 구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104)

판리조선상무장정 한성상무총서

人員(名) 薪水(兩) 人員(名) 薪水(兩)

總辦 1 400 1 320

隨員 2 80~100 2* 100

英文繙譯 1 100~120 1 120

書識 2 40 이하 2 36

朝鮮通事 1 10~20 1 15

聽差 6 30 이하 6 27

合計 13 1000 이하 13 889

* 隨員 2명 중 1명은 幇辦으로 운영

<表2-1> 辦理朝鮮商務章程과 漢城商務總署의 조직 비교

鴻章文 附件二. 淸冊｣(光緖 14年 2月 1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460-2462쪽 참

고. 

103) Larsen, op. cit., 2008, p.110.

104) ｢北洋通商大臣李鴻章奏遵議朝鮮通商章程摺 附件一. 辦理朝鮮通商章程｣(光緖 8年 8月 

29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74쪽 ; ｢總署收軍機處交出李鴻章抄摺 附件一. 酌擬派員

辦理朝鮮商務章程｣(光緖 9年 6月 2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174쪽 ; ｢總署收北洋

大臣李鴻章文｣(光緖 10年 9月 2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489쪽 ; ｢總署收北洋大臣

李鴻章文 附件三. 淸冊｣(光緖 11年 2月 1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675-1677쪽. 

이하 주한공관의 조직 및 구성은 이은상의 연구를 참고한 위에 각종 사료를 통해 보완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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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청이 해외 각국에 설립한 영사관의 조직 구성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1876년 제정된 출사장정은 영사관의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별다

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사관은 청국인의 

수, 지정학적 중요성, 재정 상태, 본국과의 거리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관원을 재량껏 고용하였다.105) 예컨대 싱가포르총영사관은 총영사와 수원 

각 1명으로 구성되었지만, 요코하마총영사관은 총영사, 수원, 번역 각 1명

에 通事 1명까지 추가하였다. 청이 영사관을 개설하던 초기에는 주로 현지 

상인을 영사로 삼아 그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체 영사관의 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판리조선상무장정은 주조선상무서의 조직 규모를 구

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는 가장 먼저 한성상무총서에 적용되었다. 판리조

선상무장정과 한성상무총서를 비교해보면 직급별 인원수는 정확히 일치하

였고, 관원에게 지급하는 신수 또한 허용 범위 안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성상무총서는 청이 주외공관의 조직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

계한 첫 사례로서 주목된다. 이는 주외공관을 국가적 통제 범위 안에 둔다

는 데서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훗날 청

이 출사장정을 개정할 때 주외공관의 조직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변

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성상무총서는 판리조선상무장정을 그 허용 범위 안에서 다소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특히 총판상무위원 진수당의 신수가 20% 가량 줄어

든 것이 눈에 띈다. 이는 한성상무총서를 신축하는 데 이미 많은 재정이 

투입된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총판상무위원은 공식

적인 신수를 제외하더라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얼마든지 蓄財할 수 있

었으므로, 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진수당은 族人을 

통해 원산의 미곡 판매업에 직접 가담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

한 私利 추구 경향은 별다른 감시와 통제를 받지도 않았다.106) 따라서 한

105) 趙高峰, 앞의 글, 2011,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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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무총서가 판리조선상무장정을 준수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것이 곧 

청 정부가 한성상무총서를 엄격히 통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성상무총서가 개설된 후 청 상인의 활동 범위는 인천·부산·원산 등의 

개항장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1884년 진수당은 이내영을 仁川, 陳爲焜과 

劉家驄을 각각 부산과 원산의 商務委員으로 임명하였다. 진수당이 조선 측

에 보낸 조회에서 상무위원이 “조선 관원이나 각국 영사와 일체 평행하니 

예를 다하여 상대할 것”이라고 한 것에서 볼 때, 이들은 총영사 아래 영사

의 직책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107)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총영사관

이 여러 영사관을 관할하는 방식이 조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84년 인천·부산·원산에 상무서가 연

이어 개설되었다.108) 먼저 청의 對岸이

자 한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중요성

을 지닌 인천에 상무서의 건립이 이루어

졌다. 당시 인천상무서의 中門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사진이 남아 있는데,109)

여기서 서양식 건축 기법이 활용된 것은 

주조선상무서가 다분히 근대외교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인천에 청국조계가 획정되자 인천 지역의 청 상인들은 平地工事를 

감독할 董事를 선출하고 공무 처리를 위한 中華會館을 건립하였다.110) 이

후 청 상인의 활동은 본격화되었는데, 1883년 33명, 1885년 50명에 불과

하던 인천 지역의 청 상인의 수는 1886년 205명으로 급증하였다. 반면 부

106) 진수당의 私利 추구가 署理坐探委員 劉家驤의 自盡으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권

인용, ｢1886년 元山 劉家驤 ‘自盡案’ 初考｣, �명청사연구�50, 2018 참고.

107) ｢仁川駐理淸商事務官 李乃榮의 充用通報｣(高宗 21年 1月 12日), �淸案�1, 27쪽 ; ｢

劉家驄의 元山理事官, 陳爲焜의 釜山理事官 充當에 關한 照會｣(高宗 21年 5月 14日), �

淸案�1, 101쪽.

108) 인천상무서와 청국조계는 현재 인천 선린동 일대에 해당한다. 인천상무서가 있던 곳

에는 화교중산소학교가 세워져있다. 부산상무서는 현재 부산 초량동 일대에 해당한다. 

109) 손장원 外, �건축으로 보는 도시 인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9, 56-57쪽.

110) 김희신, ｢淸末 駐漢城 商務公署와 華商組織｣, �동북아역사논총�35, 2012, 295쪽.

[圖2-4] 仁川商務署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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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원산 지역의 청 상인의 활동은 계속 부진하였다. 부산에서는 1883년 

청 상인 2명이 일본 상인에게 점포를 빌려 영업을 시도한 것이 가장 이른 

기록인데, 부산상무서가 건립되는 1884년에도 15명 수준에 머물렀다. 원

산에서는 1885년 청 상인 5, 6명이 일본인의 가옥을 빌려 영업하려고 한 

것이 시초인데, 이는 원산상무서가 개설된 이후의 상황이었다.111) 이처럼 

1880년대 조선에서의 청 상인의 활동은 한성과 인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112)

따라서 청이 인천상무서를 개설한 배경에는 인천의 지정학적 중요성, 조

계 건설, 청 상인의 활발한 활동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 상인이 거의 없다시피 한 부산과 원산에까지 상무서를 설치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당시 청 정부는 싱가포르나 사이공과 같이 중요

한 요충지이거나 청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신중히 선택하여 불과 9곳

에만 영사관을 설립하고 있었다.113) 환산해 보면 주조선상무서는 이 시기 

청이 설립한 주외영사관의 약 30%에 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청이 부산과 원산에 설치된 상무서를 주로 경제적 관점

에서 접근해 왔다. 이는 조선에서 청 상인과 일본 상인이 무역 경쟁이 격

화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청의 대외무역

에서 조선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고, 조선에서 활동하는 

111) 이은상은 원산 지역에서 활동한 청 상인에 주목함으로써 華僑史의 연구 범위를 확장

하였다. 이 글에서는 원산 지역에 청 상인이 건너온 것이 1883년이라는 중화민국 원산

부영사관의 기록이 오류임을 밝히고, 실제로는 1885년 이후일 것이라 추론하였다. 이은

상, ｢중일전쟁 이전 시기(1912~1936) 조선의 원산화교｣, �인문과학�60, 2016, 113쪽 

참고.

112) 조선에 건너온 청 상인의 상황을 개괄한 연구로는 楊昭全·孫玉梅, �朝鮮華僑史�, 北

京: 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 리싱콴, ｢19세기말 조선에서의 淸商 활동 연구 - 

1882~1894년을 중심으로 -｣, �전북사학�32, 2008이 있다. 개별 도시를 단위로 한 대

표적인 연구로는 문은정, ｢20세기 전반기 馬山地域 華僑의 이주와 정착｣, �대구사학�

68, 2002 ; 이정희,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1905-1955)｣, �대구

사학�80, 2005 ; 이옥련, �인천 화교 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천문화재단, 2008 ; 김태

웅, ｢日帝下 群山府 華僑의 存在形態와 活動樣相｣, �지방사와 지방문화�13(2), 2010 ; 

조세현, ｢개항기 부산의 청국조계지와 淸商들｣, �동북아문화연구�25, 2010이 있다.

113) 靑山治世, 앞의 글, 2009, 101-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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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상인의 수가 소수에 불과했던 만큼, 주조선상무서가 조선의 상권을 장

악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그렇다면 청의 주

외영사관은 청 상인이 많이 활동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더욱 많이 건립되

었어야 한다. 따라서 주조선상무서의 설립을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하

기 어렵다.

청이 인천과 부산, 원산에까지 상무서를 설립한 데는 청의 상국 지위와 

조선의 번속 지위를 분명히 내보이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 이는 이홍장이 

입안한 판리조선상무장정에서부터 조선을 번속이라 전제하고 인천과 부산, 

원산에 상무서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 시

기 조선의 개항장에는 일본은 물론 여러 서양 국가의 영사관이 설립되어 

있었다. 청은 조선에 대한 상국임을 자부하고 있었으므로, 한성뿐 아니라 

인천과 부산, 원산에 상무서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상무위원에 

대해 조선 관원들이 “예를 다하여 상대할 것”이 요구된 것도 청의 상국 지

위가 강조된 상황을 잘 보여준다.114) 청의 여러 번속 중에서도 조선이 특

히 주목된 이유는 수도 베이징과 가깝다는 지정학적 요인이 고려되었기 때

문이다. 이는 청에 주재한 외국사절에게도 널리 알려진 내용으로서, 주청

독일공사 브란트(Max von Brandt) 또한 본국 정부에 “조선의 지리적 위

치는 청이 베이징을 근거로 삼고 있는 한 정권의 사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

칠 정도로 중요합니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115)

청이 상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려 한 의도는 인천·부산·원산상무서의 

조직 규모에서도 잘 드러난다. 물론 한성상무총서에 비하면 인천·부산·원산

상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판리조선상

무장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였다. 판리조선상무장정

의 규정과 인천·부산·원산상무서의 실제 조직 구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116)

114) ｢仁川駐理淸商事務官 李乃榮의 充用通報｣(高宗 21年 1月 12日), �淸案�1, 27쪽.

115) ｢청국의 조선 관계에 대하여(브란트 → 비스마르크)｣(1885.09.12.),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1874~1910�3, 80쪽.

116) ｢總署收軍機處交出李鴻章抄摺 附件一. 酌擬派員辦理朝鮮商務章程｣(光緖 9年 6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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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리조선상무장정 仁川·釜山·元山商務署

人員(名) 薪水(兩) 人員(名) 薪水(兩)

分辦 1 200~300 1 200

英文繙譯 1 80~100 1 100

書識 1 40 이하 1 36

朝鮮通事 1 10~20 1 15

日本通事 - - 1 30

聽差 3 30 이하 4·5·5 27

合計 7 550 이하 9·10·10 489·516·516

<表2-2> 辦理朝鮮商務章程과 仁川·釜山·元山商務署의 조직 비교

이 시기 청이 해외에 설치한 영사관의 규모는 영세하였다. 예컨대 고베

와 나가사키영사관은 불과 3, 4명의 인원을 갖추고 있을 뿐이었다.117) 이

에 비하면 인천·부산·원산상무서의 규모는 훨씬 컸다. 판리조선상무장정에

서부터 7명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부산·원산상

무서는 관원에 지급하는 신수를 조금씩 삭감하는 대신, 일본통사를 신설하

고 청차의 수를 늘려 실제 정원을 9, 10명으로 운영하였다. 일본통사를 신

설한 것은 조선의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청차의 수를 늘린 것은 청 상인과 관련한 사안이 빈번하

게 발생하였던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개항장에서 활동하는 

청 상인 또한 상국의 체면을 잃지 않도록 해야 했으므로, 주조선상무서는 

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174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0年 3月 3日), �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355쪽 ; ｢總署收署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0年 8月 1日), �淸季

中日韓關係史料�, 1478-1480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附件一. 淸摺｣(光緖 10年 8

月 2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482-1483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0年 

9月 2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489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附件三. 淸冊｣(光

緖 11年 2月 1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675-1677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附件五. 淸冊｣(光緖 11年 2月 1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684-1686쪽 ; ｢總署收北

洋大臣李鴻章文 附件七. 淸冊｣(光緖 11年 2月 1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689쪽.

117) ｢何如璋等奏請在日本橫濱等處分設理事官摺｣(光緖 4年 11月 15日), �淸光緖朝中日交

涉史料�,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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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종합하여 진수당이 재임한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구조와 위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18)

    職銜                                                       位相

[總辦商務委員] 漢城商務總署 【總領事】

陳樹棠(1883.10.~)

[(分辦)商務委員] 【領事】

仁川商務署 釜山商務署 元山商務署

李乃榮
(1884.2.~)

陳爲焜
(1884.6.~)

劉家驄
(1884.6.~)

<表2-3> 陳樹棠 재임 시기 駐朝鮮商務署의 조직도

이 시기 주조선상무서는 한성상무총서가 인천·부산·원산상무서를 관할하

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총판상무위원 진수당은 (분판)상무위원을 지

휘하며 청 상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힘썼으므로, 이들의 실제 위상은 

각각 총영사, 영사에 해당하였다. 이 시기 청의 제국성이 상업적 이익과 

특권을 확보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과 조선 간의 상국과 번속 관계가 항상 의식되었으므로, 주조

선상무서의 운영 양상은 다른 나라에 설립된 주외공관과는 차별성을 띠었

다. 그리고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은 주조선상무서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118) ｢北洋照會의 傳達과 商務開辦에 關한 照會｣(高宗 20年 9月 19日), �淸案�1, 4쪽 ; ｢

仁川駐理淸商事務官李乃榮의 充用通報｣(高宗 21年 1月 12日), �淸案�1, 27쪽 ; ｢總署收

署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0年 8月 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478쪽 ; ｢總署收北

洋大臣李鴻章文｣(光緖 10年 8月 2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482쪽. 본고는 주한공

관의 구조를 표로 작성할 때 정식으로 임명된 관원만 포함하였고 임시로 대리한 관원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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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의 袁世凱 파견과 주조선상무서의 변화

1. 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의 위상과 활동

19세기 후반 청의 변경 위기가 점차 고조되었다. 이에 청에서는 군사력

을 동원하여 藩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서북 방면의 

伊犁 지역과 동남 방면의 베트남에 대한 청의 대응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

례라 할 수 있다. 1870년대 초 코칸드의 야쿱 벡(Yaqub Bek)이 이리 지

역을 점거하여 청의 판도로부터 이탈하였다. 러시아 또한 자국 상인 보호

를 명목으로 이리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청은 左宗棠을 흠차대신으로 

하는 대규모 원정군을 보내 야쿱 벡 세력을 축출하였으나, 1879년 청의 

전권대신 숭후가 리바디아조약에서 러시아에 광활한 영토를 넘겨주는 데 

합의하고 말았다. 이에 청은 1881년 증기택이 체결한 상트페테르부르크조

약으로 이리 지역을 회수한 후 新疆省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변경 지역에 

대한 청의 통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징후라 할 

수 있다.119) 그동안 청은 서북 지역을 번부로 삼아 理藩院을 통해 간접 지

배해 왔다. 따라서 이곳에 정식 省을 설치한 것은 內地로 삼아 직접 지배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1885년 臺灣省, 

1907년 東三省이 설치되었다.

청이 이리 문제를 해결하느라 분주한 시기 프랑스가 베트남으로의 진출

을 본격화하였다. 1862년과 1874년의 사이공조약으로 베트남은 다낭(Đà 

Nẵng), 꽝옌(Quang Yên), 바랏(Ba Lạt)을 개항하고 프랑스에 코친차이나 

지역을 할양하였다. 이에 베트남은 청에 조공사절을 보내 옛 중화질서의 

힘을 빌리는 한편, 劉永福이 거느리는 黑旗軍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군을 

驅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때도 이홍장이 海防의 미비를 이유로 외교 

119) Immanuel Hsü. The Ili crisis; a study of Sino-Russian diplomacy, 1871-1881, 

London : Oxford Univ. Press, 1965, pp.189-196 ; 김호동,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

과 좌절�, 사계절, 1999, 3-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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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꾀하자, 이홍장을 탄핵하고 전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가 빗발쳤다. 때마침 공친왕이 실각하면서 주전

파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고, 결국 청은 프랑스와의 개전을 결정하였다. 

청군은 일시적으로 鎭南關과 諒山 등지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기도 하였으

나, 복건함대가 궤멸하고 복주선정국이 파괴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

다. 결국 양국은 톈진조약을 맺어 전쟁을 종결하였고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의 조선 정책에는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120) 그동

안 청은 조선에 대한 상국 지위를 열강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면서도, 조

선의 내정과 외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주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청이 번속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왕위 계승 분쟁이나 반란 등의 

사안에 국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조선을 藩屛으로 유지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청은 조선을 서양 

국제법상 상국에 의존하는 半主之國, 즉 근대적 속국으로 삼으려는 움직임

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수당의 직함이 총판상무위원에서 總辦朝鮮各口交涉通商

事務(the Chinese Commissioner for Diplomatic and Commercial 

Affairs)로 변경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84년 이홍장은 진수당이 

현재 직함으로는 열강과의 교섭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새 직함이 

새겨진 關防을 내려주었다.121) 그런데 광서제나 총리아문 선에서 논의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오로지 “奉北洋大臣行知”라고 한 것으로 볼 때122), 

이것은 이홍장의 독단적인 조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프랑스와 개전한 직

후의 상황에서 베트남과 유사한 상황이 조선에서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

지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주조선일본대리공사 시마무라 히사시(島村

久)는 “단순히 그 명칭만이 바뀐 것이고 職掌은 여전히 예전처럼 총영사에 

120) 김형종, 앞의 글, 2017, 240쪽.

121)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0年 9月 2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490쪽.

122) �統署日記�(高宗 21年 8月 2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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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였지만,123) 이홍장은 진수당이 통상뿐

만 아니라 교섭 사무까지 처리할 것을 기대하였다.

이 무렵 한성상무총서에 幇辦이 신설되어 譚賡堯가 임명된 것도 진수당

의 위상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124) 방판은 參贊과도 통하는 말이었는데, 

참찬은 공사관에서 공사를 보좌하는 직책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방판이 용

산상무위원을 겸임하여 통상 사무를 담당하면서, 총판조선각구교섭통상사

무는 교섭 사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는 총판조선각구

교섭통상사무 진수당이 공사, 용산상무위원 담갱요가 영사로 분화될 가능

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조선상무서의 위상 변화는 조선 측에도 포착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1885년 �統署日記�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각국공관에 조회를 

보낸 사실에 대해 “照會于中日德美各公館”라 기록하였다.125) 주조선상무서

를 陳館이라 하지 않고 中館이라 불러 각국공사관과 평행하게 기재하고 있

음이 눈에 띈다. 김윤식 또한 “각국은 조약에 따라 공사를 파견하여 주재

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공사라 하지 않고, 독리상무위원을 파

견하여 주재하도록 한다.”라고 하였다.126) 조선에서도 진수당을 외교 교섭 

권한을 가진 공사라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수당은 청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진수당은 양무를 추진한 

경험은 있었으나 복잡한 외교 현안을 처리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1884년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진수당은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수당은 형세를 관망하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진수당의 태도는 주조선미국공사로부터 “일본인이 곧 전쟁의 단초를 열지 

않을까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았다.127) 원세개가 독단적으로 

123) ｢陳總辦의 關防刊換에 對한 照會｣(高宗 21年 9月 5日), �日案�1, 157쪽.

124) ｢譚賡堯의 幇辦任命에 關한 照會｣(高宗 21年 7月 5日), �淸案�1, 159쪽.

125) �統署日記�(高宗 22年 5月 15日).

126) ｢追補陰晴史｣, �續陰晴史�下, 563쪽.

127) �尹致昊日記�(1884年 10月 2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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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군을 이끌고 급진개화파를 무력 진압한 다음에도, 진수당은 “일본과 싸

워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128) 1885

년에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거하였다. 러시아는 부동항 확보를 위해 

조선에 군사 교관을 파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대외 정세의 변

화는 청의 상국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으므로, 이홍장은 진수당

으로 하여금 사건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진수당은 

“거문도 문제와 러시아 스페이에르의 來韓조차 보고하지 않을 정도로 재능

과 기력이 없는 인물”이라 비판받을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

다.129) 그의 별명 ‘無骨海蔘’은 이러한 우유부단함에서 유래하였다.130)  

이때 일본 外務卿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는 청 정부에 조선을 공동 보

호하자는 요지의 ｢朝鮮外務辦法｣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은 조선이 속국

이라는 것이 한낱 허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의 공동 보호 제안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진수당보다 유능

한 인물을 파견하여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조선외무판법｣ 6항의 

내용은 곧 실행에 옮겨졌다.131) 이는 청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될 위험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에 주재하고 있는 道員 진수당은 근후하고 신중하고 침착하나 재주

가 부족하고 스스로만 옳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진수당을 파견한 것은 오

로지 통상 문제를 돌보기 위함이었지 국정에 간여하도록 하지는 않았습

니다. 조선은 번속이지만 만약 大員을 파견하면 조선 왕은 이를 기피하여 

체제 역시 합의되지 않을 것이고, 한성에 주재하는 각국 공사 모두의 구

설수에 오를 것입니다. 마땅히 현재 의논하는 바가 결정되기를 기다려 서

서히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132)

128) �尹致昊日記�(1884年 11月 15日).

129) ｢先後商議｣, �日淸交際史提要�.

130) ｢甲申日錄｣(1884.11.03.). 

131) 구선희, ｢청일전쟁과 조선｣, 구대열 外,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동북아역사재

단, 2018, 467-469쪽.

132) ｢復總署 論朝鮮國政｣(光緖 11年 5月 26日), �李鴻章全集�33, 504쪽.



- 118 -

1885년 진수당은 본국에 소환된 후 즉각 경질되었다. 이에 따라 진수당

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채 귀국하게 되었다. 이후 진수당은 조선

에서 근무한 공적을 인정받아 2품으로 승진하였다고 전하지만,133) 새로운 

관직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청 정부로부터 

중용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후 주조선상무서에 부임한 원세개, 당소의

가 귀국한 후 고위 관료로 임명되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홍장은 진수당의 후임으로 원세개를 낙점하였다. “오장경과 함께 군사

를 이끌고 건너가 왕경에 오래 머물면서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진압하여 

조선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134) 그 밖에 崔藥局命案 등 

조선과의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기에,135) 오장

경 휘하에 있던 인사들은 그가 “北洋의 이름을 빌려 조선의 用人과 모든 

행정의 권리를 간섭하려 든다.”며 견제할 정도였다.136) 이홍장은 원세개로 

하여금 흥선대원군과 함께 조선에 가도록 하였다. 이는 흥선대원군을 통해 

원세개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면서도 고종과 왕비 민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였는데, 독일총영사 부들러(Hermann Budler) 또한 “청은 조선에서 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라고 전망하였다.137) 이처

럼 원세개에는 진수당과는 다른 역할이 기대되었으므로, 그의 직함 변경이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번속에는 영사를 설립하는 전례가 없지만, 서양 각국 통례에서 대다수는 

133) ｢附 淸單｣(光緖 11年 9月 28日), �李鴻章全集�11, 209쪽.

134) ｢派員接辦朝鮮事務摺｣(光緖 11年 9月 21日), �李鴻章全集�11, 203쪽.

135) 권인용은 1884년의 ‘崔藥局 命案’과 ‘李範晉 毆打事件’을 진수당과 원세개의 권력 관

계가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진수당과 원세개는 서로 다

른 계열의 직책에 있었기에 동일선상에서 권력 관계를 비교할 수 없다는 점, 1884년 

말 원세개가 자국 장수들의 비난을 받는 과정에서 모친의 병을 핑계로 귀국하였다는 점

을 고려해볼 때, 원세개가 조선에 파견된 인사 중에서 두각을 나타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권인용, ｢1884년 ‘崔藥局命案’의 재구성｣, �아세아연구�

57(1), 2014a ; 권인용, 앞의 글, 2014b 참고.

136) 김성남, ｢吳長慶軍營과 그 막료들｣, �대동문화연구�74, 2011, 335-336쪽.

137) ｢인물들 및 정치정세에 관한 메모(부들러 → 비스마르크)｣(1885.10.12.), �독일외교

문서 한국편: 1874~1910�3,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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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邦이나 半主之國에 총영사를 두어 秩을 四等公使에 견주기도 합니다. 

진수당은 통상위원으로 각 사절들이 모두 얕잡아보고 영사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아 평상시 연회나 응접에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모두 곤란

하였습니다. 마땅히 俗例를 참조하여 총영사를 새롭게 설치한다고 해서 

국체를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138)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진수당의 공식 직함은 총판상무위원이었다. 청 정

부가 이를 총영사와 동등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공사와 영사

들은 진수당을 자신보다 아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이홍장은 

원세개를 총영사로 두면서도 4등공사의 秩에 견줄 것을 건의하였다. 여기

서 秩은 官品 또는 俸祿을 가리키는 말인데, 진수당과 원세개의 봉록이 동

일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는 관품을 지칭하는 용례로 사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원세개는 총영사와 공사의 이중 지위를 지녔던 것이다. 이는 

조선이 “小邦이나 半主之國”, 즉 서양 국제법에 따른 근대적 속국으로 간

주된 결과였다.

따라서 원세개의 공식 직함인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는 총영사와 공

사의 지위를 모두 내포하는 것이었다. 먼저 ‘通商’은 진수당의 직함에 포함

된 ‘商務’와 통하는 말로서, 총영사의 지위를 가리킨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찰’과 ‘교섭’은 원세개의 직함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서 공사의 지위를 뜻하는 것이었다. ‘주찰’의 의미는 다음 자

료에 잘 나타나 있다.

왕대신과 중당은 나에게 조선으로 가 4등공사를 맡으라고 하였는데, 이는 

명목상 小欽差이다. 이처럼 병사를 거느리지 않고 속국에 가는 공사는 駐

紮이라고도 한다. … 진수당은 예전에 상무위원을 맡았는데, 이번에 명목

이 바뀌면서 그 재주가 미치지 못할뿐더러 병에 걸려 중당이 물러나도록 

하였다.139)

138) ｢復總署 議駁徐孫麒條陳并派袁世凱駐朝鮮｣(光緖 11年 7月 28日), �李鴻章全集�33, 

538쪽.

139) ｢致三姊函｣(光緖 11年 9月 18日), �袁世凱全集�1,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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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주찰’이 속국에 파견된 공사를 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

은 조선을 근대적 속국으로 삼으려 했으므로 ‘공사’ 대신 ‘주찰’이라는 용

어를 사용한 것이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로서 조선에 건너와 근대 

문물 도입에 참여했던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郞)가 “사람들은 원세개

를 청국 공사라고 불렀으나 청국은 조선을 동등한 나라로 보지 않았기 때

문에 실제로 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지적은 청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한 것이었다.140) 따라서 그의 영문 직함 ‘Resident’는 元代를 

연상케 하는 監國도, 보호국을 전제로 하는 統監도 아니었다.141) 이는 원

세개의 직함을 각국사절에게 통보한 관리가 말한 바와 같이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었다.142)

원세개의 직함에 붙은 ‘교섭’은 공사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이는 원세개가 각국사절과 더불어 조선 문제를 

교섭함으로써, 청이 조선의 외교를 主指하는 상국임을 널리 보이겠다는 의

지의 표현이었다.143)

140) 井上角五郞, �漢城之殘夢�, 60쪽.

141) 선행 연구에서는 원세개를 ‘監國’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원세개가 실

제로 ‘감국’이었던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섭 사무에 간여하여 속국의 체제에 걸맞

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홍장의 언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査明朝鮮妄言摺｣(光緖 

15年 2月 8日), �李鴻章全集�13, 49쪽 ; ｢辦理朝鮮商務請獎摺｣(光緖 16年 1月 21日), �

李鴻章全集�13, 290쪽 참고) 이러한 문제는 유바다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원세개의 지위

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유바다, ｢1885년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袁

世凱의 조선 파견과 지위 문제｣, �사총�92, 2017b 참고) 

142) 원세개가 각국사절에 보낸 관리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영어를 할 줄 알았다

고 하니 한성상무총서의 영문번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상황(부들러 → 비스마

르크)｣(1885.11.25.),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1874~1910�3, 137쪽 참고.

143) 원세개는 청과 조선 사이의 교섭을 중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간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홍장·吉林將軍과 조선 정부를 중개하며 借地安置論을 제안하였다. (1885년과 

1887년 전개된 乙酉·丁亥勘界에 대해서는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 東京 : 樂浪書院, 

1938 ; 楊昭全, �中朝邊界史�, 長春 : 吉林文史出版社, 1993 ;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

구�, 혜안, 2011 ; 김형종,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

교 출판문화원, 2018 참고) 이는 �성초지장�의 “위원이 疆界를 살펴 처리하거나 세금을 

징수하거나 집행할 때는 공사의 직함을 더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星軺指掌�, 第1卷 第3章, 23-2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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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변란이 빈발하고 있어 국가를 유지하고 구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 신이 지혜를 다해 심복에 관한 것을 대주하였으나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가불 힘써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원세개는 지혜롭고 꾀가 많으며 조선의 外署廷臣들과 일찍부터 교류

가 있으므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만회하고 바로잡는 데 힘쓸 수 

있습니다.144)

이처럼 원세개는 속국에 파견된 총영사 겸 공사라는 이중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독일총영사 켐퍼만이 “원세개는 영문으로 쓰인 명함에서 자신을 

‘Resident’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총영사 겸 외교 대리인’(Genera-Konsul 

und diplomatischer Agent)으로 번역되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지적한 것

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45) 그러나 원세개의 공사 지위는 어디까지나 조

선 문제에 대한 청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공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청 정부가 원세개의 공사 지위를 해외 각국에 파견하는 2등

공사가 아닌 4등공사로 설정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만약 원세개를 2등공사

로 삼는다면 조선을 해외 각국과 똑같이 대우하는 셈이 되어 청과 조선이 

대등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청과 조선의 상하 관계를 드

러내기 위해서는 원세개의 지위를 2등공사보다 낮출 수밖에 없었다. 그런

데 원세개가 총영사와 4등공사를 겸한다고 했을 때, 조선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의 공사보다 지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즉, 청과 조선의 관계를 

보면 원세개의 지위를 낮추어야 하지만, 청과 열강의 관계를 보면 원세개

의 지위를 높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원세개는 진수당의 논

리를 재활용하였다.

조선에서 屬邦을 駐紮한다는 명목을 지니고 있었을 때 처음에는 각국이 

144) ｢李鴻章奏袁世凱出使朝鮮請隆其位望藉資坐鎭片｣(光緖 11年 9月 21日), �淸光緖朝中

日交涉史料�, 177쪽.

145) ｢조선 국왕의 자주성에 대한 청국 공사의 공격(켐퍼만 → 비스마르크)｣(1886.08.24.),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1874~1910�3,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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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계속해서 논박하자 비로소 인정하여 일이 약간 

순조로워졌습니다. 서양의 통례를 살펴보니, 속방에 주찰하여 한 나라를 

보살피는 권한을 지닐 때, 그 직위가 공사보다 떨어지면서도 그 권한이 

더 높은 경우가 있었습니다.146)

이처럼 원세개 역시 청이 상국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 자신이 특별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진수당이 중화질서의 맥락에서 

이러한 논리를 이끌어 냈던 것과 달리, 원세개는 ‘서양의 통례’, 즉 조약질

서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차이점으로서, 이는 곧 조선을 전

통적 번속이 아니라 근대적 속국으로 바꾸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원세개의 지위는 서양 국제법을 我田引水하여 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원세개가 조선의 외교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곧 내정 문제에 대

한 개입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내포하였다. 이는 이홍장 또한 어느 정도 염

두에 두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종에 보낸 서신에도 다음과 같이 제시

되었다.

원세개는 충성스럽고 명민하며, 심성이 성실하고 진지하니 … 귀국의 內

治와 外交에서 긴요한 일은 수시로 흉금을 널어놓고 그와 상의하면 大局

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147)

여기서 內治를 상의하라는 말은 기존의 ‘내정은 자주’라는 수사법과 분명

한 차이를 보인다. 원세개도 “내정을 도와 개입하는 뜻”으로 이해하여 “조

선이 속방이라는 명분을 바르게” 하는 데 진력하였다.148) 원세개가 주조선

미국대리공사 포크(George Foulk)에게 자신이 “내정을 主持할 권한은 없

지만 干預할 권한은 갖는다.”고 한 것도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었다.149) 이

제 청은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자주에 맡기지 않고 간섭하려 하였다.

146) ｢致北洋大臣李鴻章密電｣(光緖 12年 1月 12日), �袁世凱全集�1, 102쪽.

147) ｢復朝鮮國王｣(光緖 11年 10月 2日), �李鴻章全集�33, 569쪽.

148) ｢稟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1年 12月 26日), �袁世凱全集�1, 88쪽.

149) ｢與美國駐朝鮮公使福的晤談節略｣(光緖 11年 12月 26日), �袁世凱全集�1,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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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총리교섭통상사의 원세개는 속국 조선에 파견되어 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총영사, 그리고 “조선 조정을 조종하며 내치와 외교의 

주요 사무에 간섭”하려는 공사로서의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150) 그리고 이

처럼 한층 강화된 원세개의 제국성은 합리성과 어우러져 발현되었다. 이는 

원세개가 조선에서 총판상무위원 진수당의 활동을 관찰한 결과였다.151) 이

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세개는 총영사로서 청 상인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힘썼

다. 이는 “서양인 모두가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므로 반드시 법을 마련하여 

華商들이 번성하여 이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라는 

말에도 잘 나타나 있다.152) 원세개는 인천의 청국조계를 三里寨까지 확대

하고, 부산과 원산에까지 청국조계를 개설하였다.153) 한때 조선 정부의 요

청에 따라 한성 철잔을 검토하였으나,154) “이미 생겨난 상무를 어떻게 스

스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155) 청 상인의 거점을 오히려 용산

까지 확대하기도 하였다.156)

150) 柵瀨軍之佐, �朝鮮時事�, 363쪽.

151) 조선에서 원세개가 전개한 활동을 다룬 연구는 풍부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林明德, �袁世凱與朝鮮�, 臺北 :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970 ; Jerome Ch’en, Yuan 
Shih-K’ai, California : Stanford Univ. Press, 1972 ; 구선희, 앞의 책, 1999 ; 이양자, 

�조선에서의 원세개�, 신지서원, 2002를 들 수 있다.

152) ｢寄江海關龔道東海關盛道｣(光緖 14年 2月 2日), �李鴻章全集�22, 311쪽.

153) 청이 원산에 확보한 舊界는 본국과의 거리가 멀고 왕래하기 어려우며 러시아의 세력

이 미치는 등의 이유로 청 상인의 활동이 저조하였고 일본 상인에 의해 점유되어 버렸

다. 따라서 원세개 시기 일본조계에 인접한 곳에 新界를 확보한 것이었다. 이에 힘입어 

원산으로 건너오는 청국 상인의 수는 점차 늘어났다. ｢元山、釜山華商租界地價卷｣

(01-41-019-03), �駐韓使館保存檔案�, 2-8면 참고.

154) ｢淸商의 漢城開棧 撤舖와 龍山楊花津等地 開棧要請｣(高宗 22年 12月 14日), �淸案�

1, 285쪽 ; ｢淸商의 漢城開棧 撤舖에 對한 回答｣(高宗 22年 12月 19日), �淸案�1, 

286-287쪽 ; ｢致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金允植照會｣(光緖 12年 2月 26日), �袁世凱全集�

1, 132쪽 ; ｢購屋房契 : 華商所置房價卷宗｣(01-41-040-02), �駐韓使館保存檔案�.

155) ｢致北洋大臣李鴻章電｣(光緖 16年 1月 10日), �袁世凱全集�2, 226쪽.

156) 한성 상권을 둘러싼 대립을 다룬 초기 연구는 그 불평등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

다. (김경태, ｢甲申·甲午期의 商權回復問題｣, �한국사연구�50·51, 1985 ; 김정기, ｢1890

년 서울상인의 철시동맹파업과 시위투쟁｣, �한국사연구�67, 1989 참고) 그러나 청 정부

와 원세개가 처음부터 한성 철잔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므로, 그 인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희신, ｢‘漢城 開設行棧 조항 개정’ 교섭과 중국의 대응｣, �동양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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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원세개는 청 상선이 금, 인삼 등의 물품을 밀수하는 행위도 

지원하였다. 조선 정부가 단속에 나서자 “이것이 어찌 속방이 중국 인민을 

대하는 이치인가?”라며 항의하였다.157) 이후 청 상인의 밀수 행위는 군함

까지 활용한 형태로 확대되었는데, 이 또한 조선 정부가 단속하려 하자 원

세개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합의도 없이 시행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158) 주영공사 劉瑞芬이 “중국이 조선에 병선을 보냈

다고 하는데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문의하자 이홍장이 “조선은 우

리의 속국이라 항상 병선이 왕래하는 것이지 별도로 보낸 것은 아니다.”라

고 답변한 것처럼,159) 이후에도 청의 군함은 조선을 계속 왕래하였다.160)

이러한 상황에서 청 상인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이 높아져 방화, 상해 등

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원세개는 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1887년 군대를 동원하여 순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고,161)

1888년에는 南·北幇 董事가 청 군대 파견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조선 정

부가 군대를 파견하여 순찰을 돌 것을 요구하였다.162) 결국 1889년 德興

商號가 불타고 청 상인이 살해당하는 지경에 이르자 巡査廳 설치를 결의하

였다.163) 순사청에 필요한 경비는 청 상인과 용산상무서가 함께 마련하였

다.164) 당시 열강의 各國租界는 소수 인원의 조계경찰, 즉 巡捕에 의존하

�113, 2010a ; 박준형, ｢개항기 漢城의 開市와 잡거문제｣, �향토서울�82, 2012 참고) 

157) ｢致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金允植照會｣(光緖 11年 12月 3日), �袁世凱全集�1, 81쪽.

158) ｢各國使署自用以外의 物件에 對하여 査驗徵稅하는 海關稅則遵守要望｣(高宗 24年 12

月 5日), �淸案�1, 403-404쪽 ; ｢總署物件의 照章納稅에 對한 抗議｣(高宗 24年 12月 7

日), �淸案�1, 407쪽 ; ｢同上件의 合意以前施行에 對한 抗議｣(高宗 24年 12月 8日), �

淸案�1, 409쪽.

159) ｢附 劉使來電｣(光緖 12年 8月 13日), �李鴻章全集�22, 104쪽 ; ｢復 劉使｣(光緖 12年 

8月 13日), �李鴻章全集�22, 104쪽.

160) 청의 군함 왕래와 兵船章程 제정에 관해서는 김정기, ｢兵船章程의 强行(1888. 2)에 

대하여｣, �한국사연구�24, 1979 참고.

161) ｢稟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3年 6月 6日), �袁世凱全集�1, 358-359쪽.

162) ｢眾商稟淸派兵保護卷｣(01-41-040-18), �駐韓使館保存檔案�.

163) 순사청에 관해서는 박정현, ｢19세기 말 仁川과 漢城의 중국인 居留地 운영체제｣, �동

양사학연구�113, 2010, 184-194쪽 ; 김희신, ｢駐朝鮮使館의 화교 실태조사와 관리｣, �

명청사연구�34, 2010b, 225-226쪽.

164) ｢提四釐捐歸巡査用｣(01-41-041-04), �駐韓使館保存檔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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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청의 순사청은 상당히 큰 규모로 

독자적인 치안 유지 활동이 가능할 정도였으므로 각국사절들의 관심을 끌

었다.

이홍장은 최근 서울주재 중국대표 산하의 경찰이라는 이름의 분견대 숫

자를 증강했고, 이로 인해 원세개 아래에 경찰 경비병의 숫자는 250명에 

이르렀다.165)

이후 순사청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 원세개가 “駐紮은 병사를 거느리지 

않은 채 속국으로 간다.”고 한 말이 무색해질 지경에 이르렀다. 순사청을 

경찰조직이라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稽査局과 함께 범죄 및 화재를 

예방하고 조선인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등 행정적 권위를 지녔던 것은 사실

이다. 따라서 청의 군함과 더불어 순사청은 제국성을 관철하기 위한 물리

적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원세개가 다양한 방식으로 청 상인을 

비호한 데 대해,166) 윤치호는 “이 광대한 세계에서 淸人이 호강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였다.167) 이 시기 同順泰號가 막대한 부를 축적

하며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원세개의 지원에 힘입은 바 컸다.168)

한편 원세개는 속국에 파견된 공사로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는 1886년 제2차 조러밀약을 

들 수 있다.169) 이 시기 고종은 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사적 보호

165) ｢1893년 9월 18일 자 No30로 발신한 북경 공사의 지급공보 사본｣(1893.09.18.), �

근대 동아시아 외교문서 해제�1, 86쪽.

166) ｢華商入內道采辦貨物各地方官毋得阻留勒索卷｣(01-41-040-27), �駐韓使館保存檔案�

; ｢違章收稅勒貨進口｣(01-41-041-03), �駐韓使館保存檔案�.

167) �尹致昊日記�(1888年 9月 20日).

168) 동순태호는 1885년 광둥상인 譚傑生이 한성에 설립한 회사였다. 동순태호의 활동을 

전론한 연구는 강진아, �동순태호 : 동아시아 화교 자본과 근대 조선�, 경북대학교 출판

부, 2011 참고.

169) 朝露密約의 전말에 관해서는 임계향, ｢韓·露密約과 그 후의 韓·露關係(1884-1894)｣, 

박태근 外, �韓露關係100年史�,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 김종헌, ｢슈페이예르와 러시

아공사 베베르의 조선 내 외교활동 - 1884~1894 -｣, �대동문화연구�61, 2008 ; 김원

수, ｢그레이트 게임과 한러관계의 지정학｣, �서양사학연구�30, 2014 ; 박종효, �한·러 

관계사�, 선인, 2015, 제4-5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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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진하였는데, 이 사실은 즉각 원세개에 알려졌다. 

민영익이 말하길 러시아로 文憑을 이미 보냈는데, 그 문건의 뜻은 대개 

러시아의 보호를 구하여 중국과 평행하려 한 것으로, 만약 중국이 허락하

지 않으면 러시아 병사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라 합니다. … 생각건대, 

조선 왕이 소인배들을 신뢰함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통탄스럽습니다.170)

원세개는 조선 정부 내의 친청파 관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러

시아 측과 교섭한 당사자 민영익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원세개는 조선 정부가 “명백히 중국을 거스르는 것으

로, 만약 天朝가 진노하여 문죄하면 조선이 어떻게 대응하려는지 모르겠

다.”라며 고종을 압박하였다.171) 그리고 청 정부에는 군대를 동원하여 고

종을 폐위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홍장은 “조선에 주둔하는 각국사절의 경

향이 하나같지 않으나, 최근에는 원세개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고, 조선을 우리의 속방으로 삼으려는 뜻이 있다고 시기하고 있다. 만

약 우리가 갑자기 병사를 보내 왕을 바꾼다면 책망하는 말이 더욱 많아지

므로 … 부득이한 때가 아니면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 징벌하는 것이 편안

하지 않다.”라며 반대하였다.172) 이에 원세개는 한성에 주둔하는 각국사절

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날인이 없는 대외문서는 무효임을 밝힘으로써 

조선이 재차 밀약을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

다. 비록 청 정부가 고종의 폐위를 공식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건

의가 제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청의 내정 간섭이 한층 심화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러시아 또한 청이 “장차 조선을 군현으로 바꾸거나 대원을 파견

하여 監國할 것”이라 전망하였다.173)

1887년 원세개는 조선 정부의 주미공사 박정양 파견 과정에도 간섭하였

다.174) 원세개는 조선 정부가 “사신 파견을 통해 天下에 自主를 드러내려

170) ｢附 袁道來電｣(光緖 12年 7月 14日), �李鴻章全集�22, 80-81쪽.

171) ｢附 袁道來電｣(光緖 12年 7月 21日), �李鴻章全集�22, 87쪽.

172) ｢復醇邸 論朝鮮局勢｣(光緖 12年 8月 12日), �李鴻章全集�34, 74-75쪽.

173) ｢寄譯署｣(光緖 12年 9月 14日), �李鴻章全集�22,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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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며 주미공사 파견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175) 그러나 조미수

호통상조약에는 상주공사 파견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주청미국공사 

덴비(Charles Denby)는 원세개의 방해 책동에 항의하였다.176) 결국 청 정

부는 조선이 속국임을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 “각국에 파견하여 주재시키

는 인원은 중국과의 왕래에 있어 모두 속방 체제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공사 파견을 승인하였다.177) 그러나 원세개는 조선이 파견하는 상

주공사가 ‘全權’이라는 칭호를 지니고 있음을 문제 삼고 나섰다. 청이 해외 

각지에 파견한 상주공사는 ‘전권’이 아니고 단지 ‘2등공사’라는 이유에서였

다.178) 그렇다면 조선 측이 사용한 ‘전권’이란 칭호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

른 것이었는데, 그 연유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上이 이르기를 “미국에 머무는 각국공사는 30여 국이 된다고 하는데, 2

등공사는 다 全權이라고 칭하는가?” 하니, 박정양이 아뢰기를 “미국에 주

재하는 각국공사는 31국인데, 공사의 등급은 문자가 같지 않고 언어가 다

르므로 全權이라 하고 駐箚라 하고 辦理라 하고 辦事라 하고 署理라고도 

하니, 모두 한문으로 번역해 낸 것입니다. … 근래에 전권이라는 칭호가 

새로 2등급으로 나왔는데 … 청국공사는 전권이 아닌데도 2등급과 동등

하고, 일본의 공사는 전권인데 역시 2등급과 동등합니다.”라 하였다.179)

이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박정양이 고종과 주고받은 대화이다. 

174) 주미공사 박정양의 활동을 다룬 연구는 풍부하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박정양의 자주

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한철호는 박정양이 삼단을 거부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배경

에는 알렌의 역할이 컸음을 규명하였다. 주미공사 박정양의 활동에 대해서는 林明德, 앞

의 책, 1970 ; 송병기, ｢소위 “三端”에 대하여｣, �사학지�6(1), 1972 ; 구선희, 앞의 책, 

1999 ; 권혁수, 앞의 책, 2000 ; 한철호, ｢초대 주미전권공사 朴定陽의 활동과 그 의의

｣, �한국사학보�77, 2019 참고.

175) ｢致北洋大臣李鴻章電｣(光緖 13年 7月 24日), �袁世凱全集�1, 375쪽.

176) ｢總署收美國公使田貝照會｣(光緖 13年 8月 2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367쪽.

177) ｢寄朝鮮袁道｣(光緖 13年 9月 4日), �李鴻章全集�22, 245쪽.

178) ｢致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趙秉式照會｣(光緖 13年 9月 5日), �袁世凱全集�1, 403쪽 ; 

｢各國駐箚朝鮮使臣에 全權二字勿用의 件｣(高宗 24年 9月 5日), �淸案�1, 382쪽 ; ｢寄朝

鮮袁道｣(光緖 13年 9月 8日), �李鴻章全集�22, 259쪽. 

179)『承政院日記�(高宗 26年 7月 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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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는 박정양에 붙은 ‘전권’을 1등공사나 頭等公使가 아니라 2등공

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80) 그러나 청은 주외공사를 2등공사

로 파견하면서도 ‘전권’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원세개는 

박정양의 ‘전권’ 직함을 2등공사보다 높은 1등공사라 오해했던 것 같다. 

그러나 청에게는 박정양이 2등공사로 설정된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

었다. 이렇게 되면 “각국에서도 반드시 똑같은 공사를 파견하여 주재할 것

인데, 각자 권세를 지니고 견제하면 중국은 조선을 속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었기 때문이다.181) 결국 청은 조선이 파견하는 전권공사를 3등공사로 

파견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182) 상국인 청이 2등공사를 파견하고 있

으므로, 속국인 조선은 그보다 낮은 등급의 공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논리

였다. 

그러나 조선은 ‘전권’을 파견한다는 사실을 이미 각국에 통보하였기 때문

에, 이를 갑작스레 바꾸면 국서 교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였다. 그러자 청은 이번에 한하여 ‘전권’을 파견하는 것을 허락하겠지

만, 조선이 파견하는 사절은 각국에 도착하는 즉시 청국공사관에 방문하

고, 청국공사보다 낮은 곳에 앉으며, 긴요한 일은 청국공사와 먼저 상의해

야 한다는 三端을 조건으로 내걸었다.183) 그리고 청은 원세개로 하여금 박

정양 일행의 활동 사항을 수시로 탐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한 박정양은 주미청국공사 張蔭桓을 대동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國務省을 방문하고 대통령에 신임장을 奉呈함으로써 삼단을 

위반하였다.184) 당초 박정양은 삼단을 준수할 뜻도 있었으나 알렌의 강력

180) �大韓禮典�에서는 1등사신을 大使, 2등사신을 全權公使, 3등사신을 辦理公使, 4등사

신을 代理公使라 규정하였다. 서양 국제법 서적의 내용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조금씩 달

리 漢譯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1) ｢稟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3年 8月 20日), �袁世凱全集�1, 395쪽.

182)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3年 10月 16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384쪽 ; 

岡本隆司, �屬國と自主のあいだ�, 名古屋 : 名古屋大學出版會, 2004, 184쪽.

183) 삼단의 유래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제1조는 장음환이 發案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電函｣(光緖 13年 9月 2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381쪽 ; ｢籌議朝鮮通使各國摺｣(光緖 13年 11月 11日), �李鴻章全集�12, 256쪽 ; 岡本

隆司, 앞의 책, 2004, 184-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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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대에 따라 생각을 바꾸었다.185) 박정양은 미국 기자와의 대담에서 

“사신 파견 하나의 사안은 우리 국가가 결의하고, 중국을 추종하지 않았습

니다.”라고 하여,186) 조선의 자주 독립을 한층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원세개는 박정양을 즉각 소환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187) 이

처럼 원세개의 간섭이 계속되자, 조선 정부의 상주공사 파견은 전반적으로 

큰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 沈相學 대신 주유럽공사로 임명된 趙臣熙는 

부임을 차일피일 미룬 끝에 사임하였다. 그의 후임인 朴齊純은 원세개의 

반대를 두려워하여 출국조차 하지 않았다. 1892년 조선 정부가 주일공사

를 전권공사로 바꾸려 한 것도 원세개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88) 이처럼 청

이 조선의 외교에 깊숙이 간여한 것은 �만국공법�의 “屬國, 半主之國의 通

使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가 속한 大國이 어떤 권한을 지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규정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189) 이는 청의 道員 潘志俊이 삼단 

개정을 요구하러 온 조선 측 대표 卞元圭에게 “신하는 외교가 없습니다. 

영국의 북미주, 오대리, 아덕국 열방은 스스로 의원을 설치하여 내정을 시

행합니다. 그러나 외교는 상국을 경유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속국이 스스

로 공사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라고 한 데서도 명확히 제시되었다.190)  

한편 1890년 조선의 神貞王后가 사망하면서 청과 조선 간의 특수한 관

계가 새삼스럽게 부각되었다.191) 이때 조선 정부가 장례 비용을 한성 상인

들로부터 醵出하면서 민심 이반이 심각하였다. 이에 고종은 安民綸音을 발

184) 岡本隆司, 위의 책, 2004, 193-194쪽 ; 한철호, 앞의 글, 2019.

185) 한철호, 위의 글, 2019, 2장.

186) ｢朴定陽違章｣(01-41-016-02), �駐韓使館保存檔案�. 

187) ｢駐美公使 朴定陽의 屬邦關係三個條 不履行에 對한 抗議｣(高宗 24年 12月 1日), �淸

案�1, 396쪽.

188) ｢致北洋大臣李鴻章電｣(光緖 18年 10月 18日), �袁世凱全集�3, 44쪽.

189) �萬國公法�, 276쪽.

190) ｢中韓關係議定之三端｣(01-41-016-10), �駐韓使館保存檔案�.

191) 청 정부가 神貞王后 장례에 칙사를 파견한 일에 대해서는 林明德, 앞의 책, 1970 ; 

月脚達彦, �朝鮮開化思想とナショナリズム�, 東京大學出版會, 2009 ; Joshua Van Lieu, 

“The Politics of Condolence: Contested Representations of Tribute in Late 

Nineteenth-Century Chosŏn-Qing Relations”, Journal of Korean Studies 14, 2009 

; 岡本隆司, 앞의 책, 2017, 9장 ; 森萬佑子, 앞의 책, 2017, 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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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한편, 미국공사관으로부터 병력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청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긴 원세개는 “이 기회에 체제를 명확히 

밝혀 각국에 보여야 합니다.”192)라며 청 정부에 전통적인 칙사 파견을 건

의하였다. 이때 원세개가 굳이 전통외교의 원리를 끌어온 것은 서구 열강

이 모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청의 우월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미

국처럼 조선에 호위병을 보낼 수는 있겠지만 칙사를 파견할 수는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 원세개는 조선 주재 각국공사들이 弔意를 표시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초대했을 때도, “청과 조선은 전통적 예법이 있어 각국과 

같지 않습니다.”라며 거절하였다.193) 이는 각국사절에 의해 원세개가 공사 

반열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원세개의 활동이 철

저히 청의 상국 지위를 전제로 한 위에 전개되었음을 잘 보여준다.194)

청이 전통적인 칙사 파견 계획을 통보하자 조선 정부는 난색을 표하였

다. 이는 청이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지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셈이 되

었기 때문이다.195) 그러나 청은 조선 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滿洲旗人 續昌

을 正使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는 조선에 파견하는 칙사는 

만주기인으로 한다는 전통외교의 원칙을 철저히 준용한 것이었다.196) 한 

가지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陸路가 아니라 海路를 처음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청이 파견한 칙사는 분명 전통외교의 외교사절이었지

만, 마치 근대외교의 외교사절인 것처럼 군함을 타고 인천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청은 조선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그리고 한성에 주

192) ｢寄譯署｣(光緖 16年 3月 27日), �李鴻章全集�23, 52쪽.

193)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6年 5月 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785쪽.

194) 신정왕후 사망 이전에도 원세개는 조선에 주재하는 각국사절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당소의를 대신 보내 각국사절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원세개가 각국사절보

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이려는 태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주재 청국 

대표의 지위와 조선의 보호 관련(케텔러 → 비스마르크)｣(1889.07.19.),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1874~1910�4, 190-192쪽 ; ｢청국 대표가 외국대표자 회의 참석을 거부함(크리

엔 → 비스마르크)｣,(1890.03.11.),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1874~1910�4, 210-211쪽 참

고.

195) Joshua Van Lieu, op. cit., 2009, p.83.

196) 구범진,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 민음사, 2012,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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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각국사절에 청의 상국 지위를 과시한다는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

었다. 조선 정부는 청이 요구하는 전통외교의 절차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고종은 敦義門 밖에서 칙사를 영접하였고 勤政殿에서 조의문을 받

들었으며, 칙사가 떠날 때는 또다시 돈의문 밖까지 나가 餞送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청의 칙사 일행은 서양의 외교사절과 차별성을 지닌다는 것

을 공공연히 내보이려 노력하였다.

이 무렵 데니(Owen Denny)의 �淸韓論�이 촉발한 논쟁을 통해 조선의 

지위 문제는 각국사절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197)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변

화는 곧 본국과 조선 간의 관계 변화는 물론 각국사절의 지위 변화로 이어

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과 조선 사이에서 전통외교가 

오롯이 실행되는 모습은 각국사절에 “굴욕적인 의식”으로 각인되었다.198)

이에 따라 영국총영사 힐리어(Walter Hillier), 프랑스공사 플랑시는 물론 

주청미국공사 덴비까지도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199)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서양 각국의 언론에도 

널리 소개되었을 정도였으니, 원세개가 청의 상국 지위를 알리려는 의도는 

초과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원세개가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깊숙이 간섭하는 과정에서 청의 

상국 지위는 관념과 현실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원세개는 “본 總署는 중국

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 총리의 私家가 아닙니다. 전보 봉투 표지에 ‘袁館’ 

두 글자를 쓴 것은 본 총리를 심히 홀대하는 것으로 중국 公署를 존중하는 

법도가 아닙니다.”200)라고 하여 조선 정부가 주조선상무서를 袁館이라 부

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선 정부가 데니의 조언에 따라 원세개에 

각국사절에 동일한 외교 의례를 적용하려 했을 때도 단호히 거부하였

다.201) 그러다보니 원세개를 잠시 대리하던 당소의조차 가마를 탄 채 궁궐

197) 김현숙, ｢구한말 고문관 데니의 �淸韓論� 분석｣, �이화사학연구�24, 1997, 137쪽.

198) ｢대비 서거를 계기로 조선에 파견된 청국 사절단(크리엔 → 카프리비)｣(1891.01.15.),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1874~1910�4, 271쪽.

199) 岡本隆司, 앞의 책, 2017, 281-283쪽.

200) ｢致朝鮮督辦交涉通商事務趙秉式函｣(光緖 14年 6月 3日), �袁世凱全集�1, 505쪽.

201) ｢稟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4年 11月 4日), �袁世凱全集�2,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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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나들었다.202)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국사절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러시아대리공사 드미트리옙스키는 원세개가 “외국 대표

들의 공식적 직위를 무시하면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 문제에 대해 매우 적

극적으로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였고,203) 프랑스공사 플랑시도 “현재 중

국은 고관 임명이나 조선과 열강들의 갈등 해결 등 조선과 관련된 모든 사

안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하였다.204) 그러나 한성

상무총서 앞에 걸린 황룡기를 보고 “평범한 용의 깃발이지만 평범하게 느

껴지지 않았던 것은 평소 원세개의 거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사

쿠라이 군노스케(柵瀨軍之佐)처럼 원세개의 권세, 청의 상국 지위를 자연

스레 의식하는 자도 있었다.205)

원세개는 “각국이 (공사가 아닌) 영사를 많이 파견하는 것은 은연중에 

조선을 자주국으로 대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206)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

는 것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자평하였다. 이홍장 또한 원세개에 대해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소홀하거나 지나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거듭 경

계하여 근래에는 경험이 쌓여 신중하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호평하였다.207) 이에 따라 1888년 원세개가 3년 만기가 되었을 때 조선 

측이 그를 교체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믿고 맡길 자가 

없으며 원세개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유임하도록 하였고,208) 1891년 

원세개가 모친상으로 귀국을 요청했을 때도 동일한 이유로 몇 달의 휴가만

을 허락하였다.209) 청 정부로서는 원세개를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었던 것

이다. 조선에 주재한 각국사절도 “원세개에 의해 지금까지 수행된 정책이 

청과 이홍장의 의도에 완전히 부합합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210)

202) ｢드미트리옙스키의 일기｣, �근대 동아시아 외교문서 해제�1, 226쪽.

203) ｢니콜라이 파블로비치 시시킨 귀하｣(1891.11.13.), �근대 동아시아 외교문서 해제�1, 

43쪽.

204) 플랑시, ｢청국의 대조선 정책의 변화｣(1896.09.06.), �프랑스외무부문서�6.

205) 柵瀨軍之佐, �朝鮮時事�, 325쪽.

206) ｢致北洋大臣李鴻章電｣(光緖 18年 8月 3日), �袁世凱全集�3, 3쪽.

207) ｢致總署 議袁世凱接替｣(光緖 14年 7月 22日), �李鴻章全集�34, 402쪽.

208) ｢復總署 議留袁世凱駐韓｣(光緖 14年 11月 16日), �李鴻章全集�34, 455쪽.

209) ｢寄 譯署｣(光緖 17年 11月 30日), �李鴻章全集�23,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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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세개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운영 양상

1885년 원세개가 총리교섭통상사의로 임명되었을 때 진수당 재임 시기

의 주조선상무서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총리교섭통상사

의는 총판상무위원보다 더욱 확대된 권한을 지니고 있었고, 원세개로서도 

자신의 측근 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세개는 부

임 직후 주조선상무서의 조직 개편에 착수하였다.

진수당이 조선에 있을 때는 중국의 公事만을 처리하였지만, 이제 조선의 

내외국정에 참여하려면 유능한 인물 한두 명을 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에 隨員은 마땅히 늘려야 합니다. 각국이 모두 한

성에 있는데, 유독 상국만이 매사에 인색하고 비루하여 제대로 관찰하거

나 청취할 수 없습니다.211)

총판상무위원 진수당은 청 상인의 통상 업무를 주로 처리해 왔다. 여기

에 총리교섭통상사의 원세개에는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여하는 일이 추

가되었으므로, 통상 업무를 보조해줄 인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원세

개는 1886년 용산상무서를 신설하였다. 당시 원세개는 한성에 있는 청 상

인의 점포를 용산으로 옮길 것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용

산상무서’라 하면서도 일단 한성상무총서 안에 添設되었다.212) 그러나 용

산상무서가 商務를 처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인근의 가옥을 빌려 사용했으

므로, “나눠진 곳이 산만하고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

었다. 이에 1889년 용산상무서 건물의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무렵 

청 상인의 점포를 용산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였으

므로, 용산상무서는 한성상무총서 바로 北隣에 지어져 한성의 통상 업무를 

210) ｢정치 상황(켐퍼만 → 비스마르크)｣(1886.09.14.),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1874~1910

�3, 265쪽.

211) ｢稟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1年 10月 26日), �袁世凱全集�1, 67쪽.

212) ｢稟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2年 8月 23日), �袁世凱全集�1, 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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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하였다. 용산상무서가 용산이 아니라 

한성상무총서 바로 옆에 지어진 데는 이러

한 사정이 있었다. 용산상무서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공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관원이 머물 공간이 확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213) 이후 조선의 내정, 외교와 관련

된 중요한 업무는 한성상무총서, 청국인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는 용산상무서가 나누

어 맡는 경향이 나타났다.

용산상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원산상무서는 잠시 축소되었다. 주조선상무

서가 운용할 수 있는 재정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산상무서의 상

무위원은 坐探委員으로 격하되었고, 관원의 수와 급료도 줄어들었다. 그러

나 원산에서 활동하는 청 상인이 점차 늘어나면서, 좌탐위원이라 하더라도 

결국 상무위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좌탐위원이 商務委員 또

는 坐探委員兼理商務라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

라 생각된다.214) 결국 1893년에는 좌탐위원의 급료가 여타 상무위원과 동

일하게 조정되었다. 

이처럼 주조선상무서의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상무위원 아래의 하급 

관원의 수는 대폭 늘어났다. 청의 제국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

조선상무서의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원세개 재임 시기 주조선

213) 주조선상무서의 안팎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의미에서 용산상무

서의 실측도는 사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稟北洋大臣李鴻章文｣

(光緖 15年 5月 16日), �袁世凱全集�2, 104쪽 ; ｢建造龍山分署卷｣(01-41-033-03), �

駐韓使館保存檔案�, 2-3면 ; ｢龍署新添壹識件作衙役等卷｣(01-41-045-03), �駐韓使館

保存檔案� ;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290쪽 참고.

214) 1890년을 전후한 시기 좌탐위원이 사실상 상무위원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원산상무위원이라는 표현이 자주 발견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

다. ｢致朝鮮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趙秉稷函｣(光緖 15年 3月 18日), �袁世凱全集�2, 80쪽 

; ｢元山署豫備用空白護照發給要請의 件｣(高宗 28年 4月 23日), �淸案�2, 33쪽 ; ｢元山

駐在淸商務委員臨時代理委囑件通報｣(高宗 29年 5月 15日), �淸案�2, 99쪽 ｢稟北洋大臣

李鴻章文｣(光緖 18年 6月 3日), �袁世凱全集�2, 497쪽 ; �統署日記�(高宗 30年 3月 2

日), 78쪽 ; �統署日記�(高宗 30年 5月 28日), 125쪽 참고.

<圖2-5> 龍山商務署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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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서의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15)

地域

職銜
漢城 龍山 仁川 釜山 元山

總理/分瓣/坐探 1 1 1 1 1

隨員 2→3 0 0 0 0

英文繙譯 1→2 0→1 1 1 1→0

日本通事 1 0→1 1 1 1→0→1

朝鮮通事 2 0→1 1 1 1→0→1

書識 2 1→2 1→2→3→4 1 1→0

聽差 11→18 2→4 4→6 5 5→2

文案 2 0 0 0 0

電報學生 1 0 0 0 0

勇丁 0→18 0 0 0 0

衙役 0 0→6 0 0 0

仵作 0 0→1 0 0 0

合計
23→30→48

→49→50
4→8→9→17

9→10→11

→13→14
10 10→1→5

※ 1892년 설치된 마포계사국의 인원은 제외하였음.

<表2-4> 袁世凱 재임 시기 駐朝鮮商務署의 관원 구성

원세개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에서는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진수당 재임 시기와 달라진 점은 상무위원이 빈번하게 교체되었다는 

215)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2年 1月 1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030쪽 ;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2年 1月 1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031-2035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2年 5月 1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117쪽 ; ｢總

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3年 4月 1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253쪽 ; ｢總署收

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3年 閏4月 2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269쪽 ; ｢總署收北

洋大臣李鴻章文｣(光緖 13年 8月 2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369쪽 ; ｢總署收北洋大

臣李鴻章文｣(光緖 14年 6月 29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499쪽 ; ｢總署收北洋大臣李

鴻章文｣(光緖 15年 3月 1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571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

文｣(光緖 15年 11月 1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686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光緖 17年 3月 1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888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

緖 18年 6月 1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992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8年 閏6月 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994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8

年 10月 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060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9年 

11月 1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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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었다. 원세개는 조선에 부임한 직후 인천과 부산의 상무위원이던 이내

영과 진위혼을 “사람과 지역 모두 알맞지 않다.”는 이유로 경질하고, 이들

을 각각 李蔭梧, 유가총으로 교체하였다. 유가총의 전근으로 공석이 된 원

산좌탐위원에는 姚文藻를 임명하였다. 1886년 신설된 용산상무위원은 인

천상무위원에서 한성상무총서의 양판으로 옮겨와 있던 이음오가 맡았다. 

그런데 주조선상무서의 관원들 중에서는 질병, 빈곤, 결혼 등의 개인 신

상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는 무엇보다 근무 환경이 열

악한 데서 기인하였는데, 주조선상무서의 한 관원이 휴가를 신청하며 올린 

공문에는 이러한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본인은 이미 오랫동안 외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하

였습니다. … 비록 외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였지만 아직 그 어떠한 저

금도 하지 못하였으며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 부임한 지 3년 

동안 단지 3개월의 급여만을 받았고, 이 3개월의 급여 역시 그 액수가 매

우 적습니다.216)

이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규모가 확장되었음에도 재정 수입은 그다지 늘

어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관원에 대한 대우는 점차 열악해졌다. 윗

글에서 보듯 관원의 급료가 삭감되거나 체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리

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조선상무서의 관원들

은 3년이라는 근무 기간을 채우려 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

의 출사장정에서 “각 관원 역시 출사대신과 마찬가지로 3년을 임기로 하

여 기한이 차면 奏獎한다.”고 하였고, 판리조선상무장정에서도 “총판과 분

판위원은 出使外洋의 3년 임기 규정에 따라 북양대신이 심사하여 공로가 

뛰어난 자는 淸獎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여타 

주외공관과 마찬가지로 주조선상무서에서 3년간 근무하면 승진이 보장되

었던 것이다.

216) ｢朝鮮派員駐津無庸具奏卷｣(01-41-036-03), �駐韓使館保存檔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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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보내 상무를 처리하거나 방어를 위해 파견한 병사, 해관 등 문무 

관원들은 3년 만기가 되면 상을 주어야 합니다. 文職 32명으로 이미 20

명을 초과하였으므로 12명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야 합니다. … 서양의 

20명보다는 많은 인원이지만, 본디 조선은 동서양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 조선은 그 세력이 매우 빈약하고 인접한 국가들은 모두 강하므로 조

선 사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양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강도는 훨씬 강합니다. … 조선에서 3년 만기가 된 관원

들에 대해서는 그 수의 제한을 두지 말고 이력서를 제출하여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17)

이 시기 청의 관료층 사이에서 주외공관은 일종의 출세 경로로 인식되어 

정실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지거나 불필요한 인원이 늘어나는 폐단을 일으

키고 있었다. 이러한 주외공관의 폐단을 지적하는 여론도 점차 고조되었

다.218) 이에 청 정부는 주외공관에서 근무한 관원을 우대하면서도 그 숫자

에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주조선상무서에서 근무한 관원에 대해서는 별도

의 제한을 두지 않고 포상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서도 3년을 채우려고 했고, 3년을 채우고 나면 빠른 기간 내에 귀국하려 

하였다.

그러나 英文飜譯에서 시작하여 각각 용산상무위원과 원산좌탐위원으로 

승진한 唐紹儀와 吳仲賢은 다소 예외적 인물이었다. 당소의와 오중현은 모

두 留美幼童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과 예일대학에서 修學하였다, 귀국한 

후인 1882년 묄렌도르프를 따라 조선에 들어와 통역 및 해관 사무에 종사

하였다.219) 특히 당소의는 갑신정변 당시 총을 들고 묄렌도르프 집 앞을 

지키는 모습으로 원세개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220) 이를 계기로 1886년 

217) ｢商署人員請獎敘案｣(01-41-045-02), �駐韓使館保存檔案�, 50-51면.

218) 箱田惠子, 앞의 글, 2009, 129-130쪽.

219) ｢중국 학생 梁如灝 등의 송환에 관한 회답｣(高宗 21年 5月 4日), �淸案�1, 364-365

쪽.

220) 당소의는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유학할 때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인 아이아스(ajax)라

는 별명으로 불렸다. 당소의가 체구가 작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小아이아스를 가리키

는 것으로 보인다. 小아이아스는 트로이전쟁의 영웅으로, 걸음이 날래고 창던지기의 명

수이며 오만불손하고 호전적인 성격을 지녔다. 첸강·후징초(이정선·김승룡 譯), �유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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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상무총서의 영문번역으로 임명되었으며, 1889년에는 용산상무위원으

로 승진하였다. 1891년부터 반년가량 원세개가 모친의 병환을 이유로 일

시 귀국했을 때는 “충직하고 명민하며 서양과 조선의 정세에 모두 밝다.”

는 이유로 그의 사무를 대리하였고, 1894년 원세개의 뒤를 이어 총리교섭

통상사의가 되었다.221) 한편 오중현은 1883년부터 인천상무서에서 영문번

역을 줄곧 지내다 1886년 원산좌탐위원으로 승진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주조선상무서가 청의 외교 인재를 양성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당소의는 귀국한 후 외무부 우시랑이 되어 외국과의 조약 체결, 외교 제도 

개편에도 앞장섰는데, 여기에는 조선에서 오랫동안 외교 실무를 처리한 경

력이 적지 않은 자양분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 논의한 바를 토대로 하여 주조선상무서의 구조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22)

동�, 시니북스, 2005, 136쪽 참고.

221) 당소의가 조선에 체류할 당시의 활동에 대해서는 權赫秀, ｢唐紹儀在近代朝鮮十六年活

動考述｣, �韓國硏究論叢�21, 2009 ; 楊凡逸, �折沖內外 : 唐紹儀與近代中國的政治外交

(1882-1938)�, 北京 : 東方出版社, 2016 참고. 당소의와 원세개 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張華騰, ｢袁世凱與唐紹儀關係論述｣, �歷史檔案�1998(2), 1998 참고. 

222)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0年 8月 2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482쪽 ;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2年 1月 1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030-2031쪽 ; 

｢袁世凱의 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接任에 寬限 照會｣(高宗 22年 10月 9日), �淸案�1, 

279쪽 ; ｢劉家驤의 元山商務委員 接任에 關한 照會｣(高宗 22年 11月 29日), �淸案�1, 

283쪽 ; ｢元山商務委員 姚文藻 接任에 關한 照會｣(高宗 23年 1月 27日), �淸案�1, 

293-294쪽 ; ｢釜山商務委員 劉家驄의 當故와 譚賡堯의 兼任 通告｣(高宗 23年 3月 14

日), �淸案�1, 302-303쪽 ; ｢漢城商務委員 李蔭梧·仁川商務委員代理 陳席珍 任命의 件｣

(高宗 23年 4月 2日), �淸案�1, 304쪽 ; ｢辦理釜山商務에 姚文藻, 元山商務에 陳寶秋 

接辦 通告｣(高宗 23年 8月 4日), �淸案�1, 315-316쪽 ; ｢仁川商務委員 洪子彬 任命에 

關한 照會｣(高宗 23年 8月 23日), �淸案�1, 322쪽 ; ｢元山坐探委員 吳仲賢 接辦 通告｣

(高宗 23年 10月 24日), �淸案�1, 329쪽 ; ｢釜山商務委員 李蔭梧의 任命 通告｣(高宗 23

年 10月 27日), �淸案�1, 330-331쪽 ; ｢龍山商務委員 陳同書 任命 通告｣(高宗 23年 

10月 28日), �淸案�1, 331쪽 ; ｢龍山商務 洪子彬, 仁川商務 李蔭梧 任命 通告｣(高宗 25

年 3月 15日), �淸案�1, 442-443쪽 ; ｢釜山商務에 李應畹 接辦 通報｣(高宗 25年 11月 

10日), �淸案�1, 503쪽 ; ｢仁川商務 李蔭梧의 休假로 仁川은 洪子彬, 龍山은 唐紹儀, 洋

務委員은 蔡紹基 接辦에 關한 照會｣(高宗 26年 9月 23日), �淸案�1, 615쪽 ; ｢仁川商務 

更迭에 關한 件｣(高宗 30年 2月 3日), �淸案�2, 167-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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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職銜                                                  位相

       [總理交涉通商事宜] 漢城        【總領事 兼 公使】

袁世凱(1885.11.~)

        [(分辦)商務委員]       [坐探委員]         【領事】

龍山 仁川 釜山 元山

李蔭梧(1886.5.~)

陳同書(1886.11.~)

洪子彬(1888.4.~)

唐紹儀(1889.10.~)

李蔭梧(1885.10.~)

陳席珍(1886.5.~)  

洪子彬(1886.9.~)

李蔭梧(1888.4.~)

洪子彬(1889.10.~)

劉永慶(1893.2.~)

劉家驄(1885.10.~)

譚賡堯(1886.4.~)

姚文藻(1886.9.~)

李蔭梧(1886.11.~)

李應畹(1888.12.~)

劉家驄(1884.6.~)

劉家驤(1886.1.~)

姚文藻(1886.3.~)

陳寶秋(1886.9.~)

吳仲賢(1886.11.~)

<表2-5> 袁世凱 재임 시기 駐朝鮮商務署의 조직도

원세개 재임 시기 용산상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한성상무총서가 4개의 상

무서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들 상무위원은 진수당이 재임하던 시기와 마찬

가지로 영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조선 측에서도 이들을 “領事官”

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223) 그러나 원세개가 총영사 겸 4등공사로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여하는 과정에서, 한성상무총서는 공사관, 바로 

이웃한 용산상무서는 총영사관의 업무를 분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청일전쟁 이후, 그리고 한청수교 이후의 주한공관의 구조를 이해하는 토대

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23) �統署日記�(高宗 23年 6月 7日), 3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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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조선상무서의 交涉 창구와 相應 기구

1. 주조선상무서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교섭 관계

주조선상무서의 위상은 조선 정부가 대외 교섭을 총괄하도록 한 統理交

涉通商事務衙門, 그리고 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톈진에 설립한 駐

津使館과의 관련성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자는 주조선상무서

와 교섭하는 창구였고, 후자는 주조선상무서에 상응하는 기구였다는 점에

서 그러하다. 따라서 주조선상무서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진사관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 한청 근대외교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1881년 조선 정부는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핵

심 기구로 삼았다. 이는 임오군란으로 잠시 폐지되었다가 곧 內·外衙門으

로 분설되었는데, 그 중 외아문에 해당하는 것이 統理衙門이었다. 1883년 

통리아문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개칭된 이래 갑오개혁으로 8衙門 

체제가 갖춰져 外務衙門이 생겨날 때까지 존속하였다.224) 이때 고종이 “외

교 업무가 시작된 이 시기에 관할하는 관청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듯,225)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 본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통리교섭

통상사무아문과 같이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두는 것은 불가피한 일

이었다. 

224) 統理機務衙門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전해종, ｢統理機務衙門 設置의 

經緯에 대하여｣, �역사학보�17·18, 1962 ; 이종춘, ｢統理機務衙門에 對한 考察｣, �제주

교육대학교 논문집�3, 1968 참고) 이를 토대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미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關한 硏究｣, �이대사원�24·25, 

1989 ; 구선희, ｢개항기 관제개혁을 통해본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사학보�12, 2002 ; 

酒井裕美, �開港期朝鮮の戰略的外交(1882~1884)�, 大阪大學出版會, 2016 ; 森萬佑子, 

앞의 책, 2017 ; 김수암, ｢근대 외교제도 및 관서의 발전｣, 구대열 外, 앞의 책, 2018 ; 

유바다, ｢交隣에서 外交로 :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外交의 국제법적 권능과 한계｣, �한

국사학보�77, 2019 참고)

225) �高宗實錄�(高宗 19年 11月 17日) ; �高宗實錄�(高宗 19年 12月 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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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4司1學(掌交司·征榷司·富敎司·郵程司·同

文學) 체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중 장교사만이 대외 교섭과 외교사절 

파견, 조약 개정을 담당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海關·鑄貨·電報·學校 등 

근대 문물 수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의 모델이 되었던 청의 총리아문이 洋務를 처리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

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갑신정변 이후 郵政

局·鑛務局 등 근대 문물 수용을 담당하는 기구를 별도로 창설하기 시작하

는 과정에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또한 외교 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887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체제는 대폭 개편되었다. 이때 조선 정

부가 마련한 續章程에 따르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6司(總務司·通商司·

交涉司·飜譯司·記錄司·會計司)로 구성되었다. 6사는 통상·조약·주외공관·번

역 등 외교 관련 사무만을 나누어 맡았으므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외

교 기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갖출 수 있었다. 그 밖에 외교 실무를 담당

하는 主事가 늘어나는 변화도 있었다. 이 시기 內務府에 소속된 職制司가 

주진대원과 주미공사 파견을 처리하는 등, 조선 정부의 외교 사무가 모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을 통해서만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226) 그러나 이것

을 단지 反淸自主外交의 노력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외교채널

이 多元化되어 있는 것은 전통외교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227) 아직까

지 청에서도 총리아문 외에 禮部, 북양대신 등이 외교 사무를 나누어 맡고 

있었다.

그러나 청이 제국성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자주

성이 침해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진수당 재임 시기에 

비해 원세개 재임 시기에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을 

226) 한철호, ｢閔氏戚族政權期(1885~1894) 內務府의 組織과 機能｣, �한국사연구�90, 1995, 

28-32쪽.

227) 내무부가 통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조선의 외교가 여전히 중세적 틀 안에서 운영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유바다, 앞의 글, 2019, 1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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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간 督辦들의 면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28)

督辦 任期 海外派遣 自體昇進 總辦·總理

趙寧夏 1883.1.~1883.2. 淸(陳奏使)

陳樹棠

閔泳穆 1883.2.~1884.4. 淸(冬至使)

金炳始 1884.4.~1884.10. 淸(陳奏使)

金弘集 1884.10.~1884.12.
日(修信使)

淸(陳奏使)
○

趙秉鎬 1884.12.~1885.1. 日(修信使)

金允植 1885.1.~1887.7. 淸(領選使) ○

袁世凱

徐相雨 1887.7.~1887.9.
日(全權大臣)

淸(冬至使)
○

趙秉式 1887.9.~1888.8. 淸(陳奏使)

閔種默 1889.7.~1892.11.
淸(冬至使·陳奏使)

日(朝士視察團)

趙秉稷 1892.11.~1893.5. 日(朝士視察團) ○

南廷哲 1893.5.~1893.12. 淸(駐津大員) ○

趙秉稷 1894.1.~1894.7. 日(朝士視察團) ○

<表2-6>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督辦의 임면

조선 정부가 임명한 독판은 모두 양반 신분으로 문과에 합격한 전통적 

지식인에 속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청이나 일본을 다녀온 경력을 토

대로 대외 교섭을 책임지는 독판에 임명되었다. 한편 원세개 재임 시기에

는 협판을 거쳐 독판으로 자체 승진한 인물이 늘어났다. 통리교섭통상사무

아문이 외교 실무에 익숙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근대외교의 흐름에 발맞

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판이 친청적 경향을 띠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조

영하와 민영목은 갑신정변 때 수구파로 지목되어 피살되었다. 김윤식은 원

세개와 친분이 두터워 그의 비호를 받으며 가장 오랫동안 독판으로 재임하

였다.229) 김홍집과 김병시는 고종이 박정양을 주미공사로 파견하는 것을 

228) 전미란, 앞의 글, 1989, 228쪽을 토대로 독판의 경력을 추가 조사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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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였고, 조병식은 ‘乳兒拉致’ 소문이 돌 때 고종 대신 원세개가 유언비

어를 금하는 榜文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230) 조병직은 조선 

정부가 데니의 힘을 빌려 프랑스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원세

개에 밀고하였다.231) 이에 이노우에 가쿠고로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유력 인물이 모두 “공공연히 청을 추종하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다.232) 이

처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이 지닌 친청적 경향은 조선이 청과 관

련된 사안에서 협상력을 갖추기 어렵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독판이 단기간 재임하고 교체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는 대내적으

로는 정치적 격변이 빈발하고, 대외적으로는 열강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었

기 때문이다. 또한 청의 조선에 대한 간섭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독판의 운

신의 폭이 제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윤치호는 “외

아문은 다른 아문에 비하여 공무가 배가 많고 외국과 교섭 통상하는 이해

를 판결하는 아문입니다. …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의논하는 

자는 외아문에 가서 독판과 더불어 의논하지 않고 모두 묄렌도르프와 의논

하여 결정합니다.”라고 술회하였다.233) 독일총영사 켐퍼만도 “외국 대표가 

외아문에서 사소한 도움이나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경우에도 그 관청의 수장

에게서는 거의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라며 불만을 표시하였다.234) 이처

럼 독판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상황에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제대로 된 

협상력을 갖추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처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독립된 외교 기구로 나아가기 어려웠던 

현실은 주조선상무서와의 관계 속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판리조

선상무장정에 따르면 총판상무위원은 통리아문과 평행조회를 주고받도록 

229) 박은숙, ｢김윤식과 원세개·이홍장·주복의 교류(1881~1887)｣, �한국사학보�61, 2015b.

230) 정경민, ｢조선의 초대 주미조선공사 파견과 친청노선 강화｣, �역사와 현실�96, 2015 

; 박한민, ｢1888년 ‘유아납치’ 소동의 전말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109, 2018.

231) ｢北洋大臣來電｣(光緖 15年 6月 1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212-213쪽.

232) 井上角五郞, �漢城之殘夢�, 31쪽.

233) �尹致昊日記�(1884年 5月 2日).

234) ｢조선 국왕의 자주성에 대한 청국 공사의 공격(켐퍼만 → 비스마르크)｣(1886.08.24.), 

�독일외교문서 한국편: 1874~1910�3,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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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원세개가 총리교섭통상사의로 부임한 이후에도 마

찬가지였다. 그런데 청과 조선의 관제로 보자면, 총리아문과 통리아문이 

군주 직속의 대외 교섭 기구라는 점에서 동일한 반열에 놓였다. 그리고 총

리아문과 북양대신이 평행하였으므로, 북양대신의 지휘를 받는 한성상무총

서는 통리아문보다는 하급 기구에 해당하였다. 더욱이 총판상무위원 진수

당은 총영사, 총리교섭통상사의 원세개는 총영사 겸 4등공사에 불과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상무총서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평행조회

를 주고받도록 한 것은 청과 조선 간의 상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로

써 전통적 咨文을 사용하는 일이 점차 사라지고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로 

조회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광서제를 지칭할 때 臺頭하는 형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더욱이 원세개가 호조 발급을 요청할 때는 조회 대신 信函이

라는 비공식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235) 이는 편의를 위한 것이

기도 하였지만 주조선상무서의 실질적 위상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을 압

도해 간 사정을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프랑스공사 플랑시가 본국에 

보낸 보고문에서도 “북경의 總理衙門을 본받아서 만들어진 이 관청은 총리

아문처럼 계급의 최고 등급인 사람 중의 한 명인 왕자가 담당하여 관리하

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때로는 2품에 속하는 관리가 우두머리로 있

고, 현재로는 3품에 속하여 자연히 모든 대신들과 정승들의 밑에 있게 됩

니다.”라고 하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지위가 낮은 문제를 지적하였

다.236)

한편 원세개가 한성상무총서에 부임하여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주지하는 

데 주력하면서, 한성의 商務는 신설된 용산상무서가 처리하였다. 이 시기 

한성에 주재하던 외국총영사는 漢城府 判尹과 평행조회를 주고받고 있었

다. 그런데 한성부 판윤은 正2品에 해당하는 고위관료였으므로, 외국총영

235) 조선과 청이 주고받은 외교문서의 형식과 내용 변화에 대해서는 김봉준, ｢近代 朝淸

關係 外交文書의 基礎硏究 :『華案』(1883-1905)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7 참고.

236) 플랑시, ｢외아문 독판의 낮은 직위와 그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보고｣(1889.07.10.), 

�프랑스외무부문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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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상대하기에는 품계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1887년 

조선 정부는 4品에 해당하는 한성부 少尹으로 하여금 외국총영사와 교섭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용산상무위원 또한 한성부 판윤, 그리고 

소윤과 교섭하였으니, 일개 상무위원이 사실상 총영사급으로 대우받고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한성상무총서의 비대

칭적 관계는 한성부와 용산상무서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237)

2. 주조선상무서와 駐津·駐滬使館의 상응 관계

조선 정부가 설립한 주진사관·주호사관은 주조선상무서와 상응 관계에 

놓여 있었다.238) 먼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제1조에 따라 청이 한성에 주

조선상무서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조선 또한 톈진에 주진사관을 설

치할 수 있게 되었다. 1883년 조선 정부는 金善根을 駐津大員으로 임명한 

다음,239) 주진사관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240) 그러나 1884

년 김선근이 稱病하며 사임하였기 때문에 南廷哲을 새로운 대원으로 삼아 

톈진으로 파견하였다. 이때 고종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처음으로 商辨을 

둔다.”고 했던 것으로 볼 때 대원은 영사급 사절로 상정되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241)

237) 청일전쟁 이전 청의 주조선상무서와 조선 정부 사이에 오고 간 공문 왕래 양상에 대

해서는 김희신, ｢근대 한중관계의 변화와 외교당안의 생성｣, �중국근현대사연구�50, 

2011, 48-49쪽 참고.

238) 주진사관에 관해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파견 경위와 활동 양상 정도만이 밝혀져 

있다. (권혁수, 앞의 책, 2007 ; 한철호, ｢한국 근대 주진대원의 파견과 운영

(1883-1894)｣, �동학연구�23, 2007 ; 孫成旭, ｢1884至1895年朝鮮駐津公館考論｣, �歷

史敎學�11, 2014 ; 森萬佑子, 앞의 책, 2017, 제1, 2장 참고) 주호사관의 전모에 대해

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239) 이하에서는 1883~1886년까지 파견된 김선근, 남정철, 박제순, 이 3명의 주진대원을 

대원이라 약칭하도록 한다.

240) �承政院日記�에 따르면 1883년 통리군국사무아문의 건의에 따라 領選使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진대원과 관련된 절목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1884년 진수당이 인천상무서의 地價를 “天津之朝鮮商務公署章程에 비추어 

정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朝鮮商務公署章程이라 불린 듯하다. �承政院日記�(高宗 20

年 10月 6日) ; �高宗實錄�(高宗 21年 3月 7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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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에는 대원 일행이 머물 수 있는 정식 공관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1882년 김윤식 등 영선사 일행이 平化寶銀 1,000냥으로 공관 마련을 부

탁하자, 이듬해 直隸津海關道 周馥이 天津郡城 紫竹林 안의 牌汊方에 기와

집 22칸, 행랑 4칸 규모의 공관을 건립해 준 것이었다.242) 이곳은 진수당

이 말한 것처럼 朝鮮商務公署 또는 朝鮮駐津商務公署로 불렸던 것으로 보

인다.243) 조선이 청에 둔 최초의 상주기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

니지만, 수도인 베이징이 아니라 톈진에 세워졌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

다는 점에서 청과 조선의 비대칭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원의 위상 및 역할 또한 총판상무위원 진수당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대원의 주요 교섭 상대는 津海關道 周馥으로서, 이때는 평행문

서인 照會나 信函이 사용되었다. 진해관도는 북양대신의 아래에서 해관 업

무를 담당하는 관리였음을 감안해볼 때, 대원의 낮은 위상은 조선의 속국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진수당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의 독판과 바로 교섭하던 것과도 대조적이었다. 또한 대원은 자국인 보호 

및 지원이라는 영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청에 건너온 조선

인이 많지 않기도 하였거니와, 설령 조선인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문건을 작성하는 역할에 그쳤기 때문이

다.244) 이에 남정철은 保定에 유폐된 흥선대원군에게 문안하고, 신식 문물

을 수용하는 데 주력하였다. 더욱이 남정철은 중요한 안건을 직접 귀국해

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일단 귀국하고 나면 국내에서 다른 관직의 업

무를 처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245) 이처럼 주진사관은 근대적

인 영사관으로 설정되었으나, 청과 조선 사이의 상국과 번속 관계에 따라 

전통적인 會同館과도 중첩되기도 하였다. 남정철이 대원으로 재임하면서 

三節年貢行 부사를 겸하였던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246)

241) �承政院日記�(高宗 21年 3月 17日).

242) ｢天津公館建築價銀의 歸款要請｣(高宗 21年 1月 22日), �淸案�1, 31쪽.

243) �高宗實錄�(高宗 21年 3月 7日).

244) 이은자, 앞의 글, 2005, 208-210쪽.

245) 한철호, 앞의 글, 2007, 59-63쪽.

246) 손성욱, ｢淸代 朝鮮使館으로 본 淸·朝관계｣, �동국사학�60, 2016, 24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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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1887년 주진사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247) 남정

철의 후임 박제순이 당초 대원으로 임명되었다가 주진독리통상사무(이하 

독리)로 改差되었다.248) 대원과 독리는 주진사관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

에서 동일하였으므로, 대원은 고위 관료를 뜻하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였고, 이것이 이 시기 독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정부가 대

원을 독리로 바꾼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1884년 

진수당의 바뀐 직함인 총판조선각구교섭통상사무, 1885년 조선에 부임해 

온 원세개의 직함인 총리교섭통상사의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

다. 1887년에는 주진사관을 운영하는 세부 규정인 駐津督理公署章程底稿

가 마련되었다.249) 이는 앞서 주진사관이 건립될 때 통리군국사무아문이 

마련한 절목은 상당히 간략하였기 때문에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

요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국통례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장정을 입안한다. 

1. 중국조선무역장정에서는 조선이 大員을 톈진에 파견하여 주재하도록 

247) 森萬佑子는 해외각국에 전권대사가 파견되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續章程을 통해 

대대적으로 개편되며, 주진대원이 주진독리로 바뀌는 1886~1887년을 조선 정부의 대

외 관계에 나타난 하나의 劃期로 간주하였는데, 이를 反淸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조약질서에 대한 대응 또는 조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森萬佑子, 앞의 책, 

2017, 제2, 3장 참고.

248) �高宗實錄�(高宗 23年 2月 21日).

249) �駐津督理公署章程底稿�의 소장처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는 편찬 연도를 1883

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통리군국사무아문이 만든 초안, 즉 조선상무공서장정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주진독리공서장정의 서문에서는 통리군국사무아문이 啓下한 事

目이 세부 장정을 마련하지 않아 여러 후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87년 4월 �承政院日記�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사무가 복잡하고 원

래 정한 章程이 소략한 점이 많으므로 협의하고 변통해서 영원한 정식 규정을 만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續章程을 작성하여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속장정

이 주진독리공서장정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1887년 8월에는 박제순이 사임하여 

2년 가까이 주진독리통상사무가 부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진독리공서장정이 마련되어 

주진사관에 적용된 것은 1887년 4월에서 1887년 8월 사이의 시점이라 비정할 수 있

다. 일단 본고에서는 규장각에서 밝히고 있는 편찬 연도를 따르도록 한다. 한철호, 앞의 

글, 2007, 53쪽 ; 孫成旭, 앞의 글, 2014, 24쪽 ; �承政院日記�(高宗 24年 4月 28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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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지에는 他員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선이 派員하여 

톈진에 주재하도록 하는 것은 각국이 영사를 두는 명목과 같다.

…

1. 독리 1명과 종사관 1명은 총리대신이 주청하여 파견한다. … 서양 통

례에서 부영사를 맡은 자는 재정 사무를 겸임하는데, 종사관은 독리를 

보좌하므로 각국 부영사와 체제가 서로 같다.

…

1. 公例는 공사와 영사를 모두 3年 1任으로 규정한다. 모든 인원은 급한 

일이나 병으로 귀국한 경우 외에는 무단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250)

주진독리공서장정은 각국통례, 즉 서양 국제법을 토대로 기초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주진사관에서 근무하는 관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

고 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주진사관의 독리와 종사관은 각각 영

사와 부영사에 비정되었다. 따라서 이는 조선 정부가 주진사관에 주외공관

의 성격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진독리공서장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주진사관은 확연히 영사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초대 독리 박제순이 각국영사에 자신의 취임 

사실을 통지한 것은 이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독리는 북

양대신 아래의 진해관도와 조회를 주고받음으로써 청과 조선 간의 상하 관

계를 반영하고 있었지만, 각국영사와 조회를 주고받음으로써 해외 각국과

는 평행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251)

그럼에도 주진사관이 주외공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

움이 뒤따랐다. 이는 주진사관의 최고 책임자였던 독리의 임면 상황을 통

해 엿볼 수 있다.252)

250) �駐津督理公署章程底稿�. 

251) 森萬佑子는 朴齊純과 李冕相 재임 기간 왕래한 문서의 날짜, 형식, 수발신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대원과 독리는 종속관계와 관계된 업무는 물론 영사와 유사한 업무를 함

께 추진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원과 독리가 외국영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영사 업무

로 분류하지 않은 탓에, 박제순과 이면상의 영사로서의 성격이 다소 강조되지 않은 문

제점이 보인다. 森萬佑子, 앞의 책, 2017, 제2장 참고.

252) �高宗實錄�(高宗 23年 1月 29日) ; �高宗實錄�(高宗 24年 6月 9日) ; �高宗實錄�(高

宗 24年 11月 14日) ; �高宗實錄�(高宗 25年 1月 29日) ; �承政院日記�(高宗 26年 5月 



- 149 -

職銜 姓名 在任期間 赴任與否

駐津

大員

金善根 1883.11.~1884.2. ×

南廷哲 1884.2.~1886.3. ○

朴齊純 1886.3.~1887.7. ○

駐津

督理

通商

事務

李重七 1887.12.~1888.3. ×

李根命 1888.3.~1889.6. ×

金明圭 1889.6.~1891.6. ○

黃耆淵 1891.10.~1892.10. ×

李冕相 1892.11.~1895.5. ○

<表2-7> 駐津使館 大員·督理의 임면

이를 통해 주진사관의 독리가 빈번하게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시기 주조선상무서가 원세개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것과 대

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한성 철잔, 박정양의 삼단 위반, 차관 도입 등의 중

대한 교섭 안건이 연이어 발생하다 보니 새롭게 임명된 독리는 온갖 핑계

를 대며 사임을 청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부임하지 않은 채 사임하는 경우

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진사관의 각종 업무는 從事官을 비롯한 하급 관

료에게 맡겨지는 등 파행을 거듭하였다. 그러다보니 주진사관은 외교 문서 

전달이나 집조 발급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만을 처리했을 뿐, 양국 간의 외

교 현안을 처리하기 어려웠다. 

1893년에는 조선 정부가 상하이에 駐滬使館을 개설하고자 하였다. 상하

이가 개항장으로 번성하여 조선 상인의 왕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호사관 개설 문제는 그 시작부터 원세개와 마

찰을 빚었다. 당초 조선 정부는 成岐運을 상하이에 파견하고 그 직함을 察

理通商事務라 하였다.253) 그런데 이틀 뒤 원세개가 이홍장에 전보를 통해 

12日) ; �高宗實錄�(高宗 26年 5月 21日) ; �承政院日記�(高宗 28年 5月 4日) ; �高宗

實錄�(高宗 28年 9月 17日) ; �承政院日記�(高宗 29年 8月 30日) ; �高宗實錄�(高宗 29

年 10月 4日) ; ｢派淸慶賀使一行과 出使員一同의 留淸 및 回國時의 實情詳示要望｣(高宗 

32年 5月 23日), �日案�3, 286쪽.

253) �承政院日記�(高宗 30年 7月 1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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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내용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조선이 성기운을 上海總領事로 임명하였습니다. 장정을 살펴보니 조선은 

중국 각 항구에 委員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총영사 명목으

로 보내는 것은 속방의 체제에 어긋나는 듯합니다.254)

여기서 원세개는 성기운을 察理通商事務가 아니라 上海總領事라고 하였

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기운을 總領事, 總事官으로 지칭하고 있는 

기록이 있다는 것으로 감안할 때,255) 조선 정부가 성기운의 직함을 찰리통

상사무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영사나 총사관을 함께 고려하였던 것은 사

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원세개가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였거나 찰리통

상사무를 총영사로 혼동하였을 개연성은 낮고, 사건 전후로 그러한 맥락이 

발견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원세개는 조선 정부가 성기운을 총영사로 파견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항

의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성기운이 총영사가 아니라 총사관이라고 해명

하였다.

조선에서 보낸 답문에서는 總事官이라 하였으니 總領事와는 다른 것 같

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각국 사람들이 보면 총사관이 곧 총영사관 같을 

것이고, 장정에 따르면 상무위원만을 파견할 수 있으니 마음대로 명목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256)

그런데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청과 조선이 서로 파견하기로 한 것은 

상무위원과 대원이었지 총영사가 아니었다. 청이 한성, 용산, 인천, 부산, 

원산 등지에 상무위원을 파견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고, 이는 조선 측

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가 성기운을 

총영사로 파견하려고 한 것은 톈진의 주진사관이 영사관의 위상을 갖추어 

254) ｢致北洋大臣李鴻章電｣(光緖 19年 7月 21日), �袁世凱全集�3, 206쪽.

255) 柵瀨軍之佐, �朝鮮時事� ; �承政院日記�(高宗 30年 7月 22日).

256) ｢覆北洋大臣李鴻章電｣(光緖 19年 7月 22日), �袁世凱全集�3, 206-2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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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상황을 상하이에 확대적용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원세

개는 조선이 상무위원이라 하지 않고 굳이 총사관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만

들어 낸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원세개의 보고를 

받은 이홍장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규정된 대로 상무위원이라 바꾸지 

않는다면 아예 상하이에 주재할 수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257) 결국 성기운

의 직함은 찰리통상사무로 확정되었다. 

어렵사리 설립된 주호사관은 조선 정부가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지 못하였다. 초대 찰리 성기운은 부임하기도 전에 趙漢根으로 교체되었

다. 조한근이 상하이에 부임한 직후에는 洪鍾宇가 김옥균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 조한근은 종사관 徐相喬와 함께 청 군함에 김옥균의 시체

를 싣고 귀국하였으므로, 찰리의 활동은 불과 반년 만에 끝났다. 곧이어 

청일전쟁으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폐기되면서 찰리는 더 이상 파견되

지 않았다.258)

이처럼 조선은 톈진에 주진사관, 상하이에 주호사관을 개설하였으나 이

를 통해 근대외교를 전개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청의 주조선상무서가 합리

성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제국성을 관철하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청과 조선이 서로 주외

공관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선언에 불과하였고, 이를 통한 한청 

근대외교는 비대칭적인 모습을 띨 수밖에 없었다.

257) ｢附錄 北洋大臣李鴻章覆電｣(光緖 19年 7月 21日), �袁世凱全集�3, 207쪽.

258) 한철호, 앞의 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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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結

제2부는 청일전쟁 이전 주한공관 개설 과정, 진수당과 원세개의 위상과 

역할, 주조선상무서의 구조와 특징을 논하고, 이를 조선의 통리교섭통상사

무아문, 주진사관·주호사관과 비교하였다. 이 시기 청의 주한공관은 합리성

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그 본질은 제국성을 관철하는 데 있었으므로, 한청 

근대외교는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의 주한공관은 임오군란 이후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따라 개

설되었다. 청은 주조선상무서를 개설하기로 하고, 그 운영 규정으로 판리

조선상무장정을 마련하였다. 이미 출사장정을 통해 해외 각국에 개설한 주

외공관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은 청과 조선 간의 

상국과 번속 관계를 인식한 결과였다.  

총판상무위원 진수당은 청 상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총영사의 위상을 

지녔다. 총리교섭통상사의 원세개에게는 상국의 대표로서 속국의 외교를 

주지한다는 명목으로 4등공사의 위상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진수당의 활동

은 주로 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되었다. 여기에 더해 원세개

의 활동은 조선의 외교는 물론 내정까지 간섭함으로써 청의 상국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 시기 한성을 비롯하여 인천·부산·원산·용산에 설립된 주조선상무서는 

진수당과 원세개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청이 해외 각국에 설치한 주외공

관과 비교해볼 때, 주조선상무서의 수는 많았고 그 규모도 상당히 컸다. 

이는 청 상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의 상국 지위를 널리 과시하려

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조선상무서는 점차 영사관, 공사관의 위상을 

갖추어 갔다.

이에 비해 조선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진사관·주호사관은 위상이 낮

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주

조선상무서에 대한 협상력을 갖기 어려웠고, 주진사관·주호사관은 주조선

상무서만큼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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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청의 駐韓公使館·領事館과 近代外交의 展開

Ⅰ. 청의 唐紹儀 파견과 駐朝鮮領事署의 설립

1. 總商董·總領事 당소의의 위상과 활동

1894년 古阜蜂起를 계기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였다. 전봉준이 이끄

는 동학농민군은 관군을 격파하고 전라도 각지로 진출하였다. 사태 해결에 

고심하던 조선 정부는 청에 파병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1) 이는 열

강의 군사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철회된 바 있지만,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는 등 상황이 위급해지면서 조정 여론이 급변하

였다. 결국 조선 정부는 “壬午와 甲申의 두 차례 내란을 모두 중국 병사에 

기대어 대신 진압하였다.”며 청이 군대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

다.2) 이에 청은 “상국이 속국을 보호하는 오랜 관례”라며 즉각 파병하였

다.3) 청과 조선 사이에 조약질서가 시도되고 있었지만, 중화질서는 여전히 

손쉽게 喚起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였던 것이다.4)

청은 톈진조약에서 합의한 대로 파병 사실을 일본 측에도 통보하였다. 

그러자 일본 또한 톈진조약을 근거로 즉각 출병하였다.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하여 동학농민군의 북상을 저지하려 한 것과 달리,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한 후 곧장 한성으로 진입하여 청과의 대결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처

럼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조선은 한성이 평안한 상태이므로 일본군이 

진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공관과 자국민을 보호하

는 것은 조선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1) 동학농민운동 당시 청 군대 파병 문제를 專論한 연구는 강문호, ｢동학농민혁명과 淸軍｣, 

�동학연구�17, 2004 참고.

2) ｢大淸欽差出使日本大臣汪｣(1894年 6月 7日), �日本外交文書�27(2), 167쪽.

3) ｢寄譯署｣(光緖 20年 5月 3日), �李鴻章全集�24, 47쪽.

4) 森萬佑子, 앞의 책, 2017,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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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영향력을 일소하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청과 조선 사이의 상국과 속국 관계를 문제 삼고 나

섰다. 사실 이것은 청일수호조규를 전후한 시점부터 논란이 되어온 것으로

서, 청은 조선이 번속이지만 內治外交는 자주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일본

은 조선이 자주할 수 있으면 번속이든 속국이든 될 수 없다고 보았던 만

큼, 양측의 견해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채 언제라도 발화할 수 있는 

불씨로 남아 있었다. 일본은 청이 파병하여 조선의 자주를 침해하고 있다

고 비난하는 한편, 조선 정부에게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조선이 내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청은 조선에 속방의 명분만을 지니고 있으나, 일본은 

내정 개혁을 주지함으로써 속방의 실권을 갖는 것입니다,”라는 이홍장의 

보고는 청의 종주권이 곧 유명무실해질 상황을 예고하는 것이었다.5)

이러한 상황에서 원세개는 청의 종주권을 유지하고 일본과의 전쟁을 막

는 데 분주하였다. 그러나 전쟁 분위기는 갈수록 고조되어 “조금 더 늦으

면 청국인은 모두 피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6) 결국 원세개는 

병을 칭하고 귀국해 버렸고, 이로써 10여 년에 걸친 그의 조선 체류도 막

을 내렸다. 원세개가 맡고 있던 총리교섭통상사의는 용산상무위원 당소의

가 대신하였다.7) 당소의는 조선에 건너온 지 10년이 넘었고 용산상무위원 

또한 5년째 맡고 있었기 때문에, 원세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

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성에 주둔하던 일본군

이 한성상무총서와 용산상무서를 공격하는 한편 청과의 개전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당소의 또한 귀국길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왜인이 갑작스레 병사 천여 명을 일으켜 총리공서 및 용산분서, 한성전보

총국의 수비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즉시 인원을 이끌고 후원의 

5) ｢寄譯署｣(光緖 20年 5月 21日), �李鴻章全集�24, 79쪽.

6) ｢寄譯署｣(光緖 20年 6月 14日), �李鴻章全集�24, 136쪽.

7) �統署日記�(高宗 31年 6月 18日), 351-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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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민가를 거쳐 영국총영사서로 잠시 도피하였습니다. 다행히 총리교

섭통상사의와 용산상무위원의 관방과 공문서를 가지고 포위망을 빠져나

왔으나, 그 나머지 기물과 은량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 인천으로 가 영

국 군함에 올라탔습니다. … 일찍이 공문 내에 기밀이 담겨 있어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모두 태워버렸고, 관례적인 것들은 영국총영사서에 보존하

였습니다.8)

일본이 한성상무총서와 용산상무서를 공격한 것은 청과 조선의 교섭 창

구를 봉쇄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일본이 청의 종주권 타도를 내세우고 있었

던 만큼, 그 상징물인 주조선상무서를 장악하는 일만큼 개전의 명분에 부

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9) 당소의는 기밀문서를 모두 태워버린 후 주조

선영국총영사관을 통해 황급히 귀국하였다. 며칠 뒤 일본의 강요로 조선 

정부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총리교섭통상사의는 

물론 각지의 상무위원이 주재할 법적 근거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청과 

조선 간의 중화질서는 청일전쟁이 발발하는 시점부터 붕괴하였다.10)

그러나 조선에는 아직도 상당수의 청국인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설령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생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처지였다. 이에 당소의는 귀

국하기 전 주조선영국총영사관에 청국인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로써 청국인 보호 권한은 주조선영사서에서 주조선영국총영사관으로 임시 

8)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20年 7月 1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456-3457쪽.

9) 일본 특명전권공사 오도리 케이스케(大鳥圭介)는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에 

보낸 보고문에서 “청국 공사관·영사관의 고용인들도 우리 군대가 불의의 습격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점차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23일 아침 대궐의 사변으

로 그들은 크게 놀라 모두 그날로 도망하였기에, 袁의 대리 唐도 부득이 國旗를 그대로 

淸署에 남겨 둔 채 영국총영사관으로 가서 머물고 있습니다. … 어제 아침 唐紹儀가 본

관에게는 별도의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경성을 출발하여 귀국길에 올랐다고 합니

다.”라고 하여 일본군이 주조선상무서를 공격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淸使

歸國에 따른 英總領事의 公館 및 人民保護의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참고) 이후 일

본 메이지 정부는 청일전쟁을 수행하면서 사실을 날조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을 선

동하는 데 힘썼다. (김태웅, ｢淸日戰爭 前後 일제의 戰爭 捏造와 일본 언론의 煽動｣, �

역사교육�119, 2012 참고)

10) 유바다, ｢1894년 청일전쟁의 발발과 조선의 속국 지위 청산｣, �대동문화연구�98, 

2017a, 356-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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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되었다.11) 그러나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이 청국인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 청일전쟁으로 주조선상무서가 철수한 사이에, 조선이 청 상인

의 내지 진입을 금지하고 영사재판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保護淸商規

則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은 청국인 보호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보호청상규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선 정부

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청일전쟁은 일본군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진행되었다. 일본군은 평양 

등지에서 청군을 격파하고 압록강을 넘어 랴오둥반도까지 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이 30여 년 동안 양무운동을 통해 양성한 신식 군대는 철저히 

패배하였고, 결국 1895년 청은 시모노세키조약에 합의하였다.12) 이로써 

주조선상무서가 복원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그러나 전쟁을 피해 귀국했

던 청국인이 조선으로 속속 돌아오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였다. 이에 당소의는 주조선영국총영사관에 청국인 보호 권한

을 정식으로 위임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총리아문은 정식 공

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이 청국인 보호에 관한 권한

을 정식으로 갖게 된 것은 조선이 제정한 보호청상규칙과 정면으로 충돌하

는 것이었다. 결국 영국과 조선은 보호청상규칙을 폐지하는 데 합의하였

고, 이후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은 “영국과 조선이 체결한 조약”, 즉 조영수

호통상조약에 근거하여 청국인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13)

그러나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이 청국인을 자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은 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동아시아에서의 권익을 확보

하려고 했을 뿐이다. 더욱이 주조선영국총영사관에는 소수의 인력만이 근

11) 1880년대 중반 이후 청과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공동 목표를 위해 동아시아 지

역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다. (김현수, ｢해리 파크스와 이홍장｣, �영국연구�15, 

2006 참고) 당소의가 주조선영국총영사관에 의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

다. 

12)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박종근(박영재 譯), �淸日戰爭과 朝鮮 : 外侵과 抵抗

�, 일조각, 1989 ; 후지무라 미치오(허남린 譯), �청일전쟁�, 소화, 1997 참고. 

13) ｢總署收駐韓徐大臣文 附件一. 出使大臣徐壽朋奏摺｣(光緖 25年 12月 18日), �淸季中日

韓關係史料�, 5291쪽 ; 이은자, 앞의 글, 2008a, 29-31쪽 ; 김종성, ｢淸의 對朝鮮 영사 

파견에 관한 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46, 2010, 84-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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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고 있었기에, 호조 발급, 상권 보호, 범죄인 처리 등의 업무를 모두 처

리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14) 이러한 사정은 인천의 청국조계와 관련된 분

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청일전쟁 이후 상당수의 일본 상

인이 본국의 위세를 등에 업고 인천 지역의 청국조계를 침탈하기 시작하였

다. 이에 인천 지역의 청 상인들은 吳禮堂을 내세워 주조선영국총영사관에 

대책 마련을 청원하였다. 당시 “거류지에 대하여 가장 중대한 관계를 가진 

조선 정부가 한국과 청국 간의 조약을 폐기한 후에도 일찍이 어떠한 의지

를 표명한 일이 없고, 또 청국거류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일도 없다.”는 사실은 청국조계를 보호하기에 유리하게 작용하

는 요인이었다.15) 그럼에도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은 청국조계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16) 영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우호 관계

를 해치면서까지 청 상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었다. 일본공사 고무라 주타

로(小村壽太郞)도 “영국영사는 근래 특히 일본에 대하여 호의를 보이고 여

러 가지 편의를 주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17)

한편 본국에 돌아가 있던 원세개는 조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청일전쟁으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은 상실하였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청국

조계와 청 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원세

개는 청국인 보호를 주조선영국총영사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청이 

정식 관원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華商은 일본인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있어 청국조계를 각국과 

합치려 합니다. … 생각건대, 조선에는 현재 중국 관원이 없으므로 총리

아문이 자문을 내린다 한들 상인들이 능히 처리할 수 없을 듯합니다. … 

반드시 적당한 관원을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해야만 비로소 각국사

14) 권혁수, ｢청일전쟁 전후 조선에 관한 중국인의 체험과 기록｣, �한국학연구�29, 2013, 

768-770쪽.

15) ｢在韓 淸國人 보호문제에 대한 上申｣(1897.1.2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 ｢總署收北洋大臣王文韶文 附件一. 寓朝華商吳禮堂等原稟｣(光緖 21年 7月 23日), �淸季

中日韓關係史料�, 4431-4435쪽.

17) ｢英國領事의 朝鮮問題에 관한 담화 보고｣(1896.4.1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 158 -

절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비록 현재 영국 관원에게 잠시 보호를 의탁

하고 있으나 우리 民情과 俗例와는 괴리가 있습니다. … 사정을 잘 아는 

관원을 선발하여 商董으로 삼고 조선의 수도에 주재하게 하여 은밀히 商

務를 유지하게 하십시오.18)

1896년 청은 당소의를 總商董으로 임명하여 조선으로 파견하기로 하였

다. 원세개의 건의에 따라 당소의가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청 정부가 최소

한 조선 문제에 있어서는 두 사람을 가장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러나 당소의에 부여된 총상동이라는 직책은 어디까지나 청 상인을 관할하

는 민간단체의 대표에 불과하였다. 당소의 또한 자신이 단기간 머무를 것

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었다.19) 이에 일본 측에서도 당소의의 파견에 

대해 “당국의 內訓을 지니고 한국에 있는 청국인 단속에 관한 사무를 취급

하기 위해서이며, 따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

은 것 같다.”고 인식하였다.20)

이 무렵 조선 정부는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상황에서, 

閔泳渙을 特命全權公使로 임명하여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李夏榮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하는 등 국제 

관계의 조정을 모색하고 있었다.21) 따라서 당소의의 내한은 수년 간 단절

된 청과의 관계를 재개할 기회로 여겨졌는데, 청의 종주권이 이미 붕괴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중화질서로의 복귀가 아니라 조약질서로의 전환을 지

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소의는 조선 측 역관 朴台榮이 수교 의사를 타

진하였을 때 냉소적 태도를 보였다.

華語繙譯 박태영이 와서 말하길 “조선이 청의 속국임은 역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강한 이웃의 핍박으로 자주독립이 되었는데, 이것은 

18) ｢總署收北洋大臣王文韶文｣(光緖 21年 9月 19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516-4517

쪽.

19) ｢仁川港 情況報告書 送付 件｣(1896.6.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0) ｢施政一班 등 報告｣(1896.8.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1) �高宗實錄�(高宗 33年 3月 11日) ; �高宗實錄�(高宗 33年 3月 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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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할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청은 우리나라를 책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옛 장정이 이미 폐기된 것 또한 새로운 조약으로 고치

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만약 새로운 조약을 맺지 않는다면 각국이 힐문

할 것입니다. … 지금 특명을 받들고 각하를 찾아뵙습니다.”라고 하였습

니다. 이에 제가 답하길 “우리나라의 大事를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

나 지금 국왕이 여전히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르니… 어찌 독립국의 군주

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독립의 권리가 없는 것이니 또한 어찌 사

절을 파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공법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 

다른 나라 병사가 그대 나라 도성에 주둔하는 것은 타국의 보호국으로서 

… 타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비로소 나라를 일으키더라도 번속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 역시 공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바입니다.”라고 하였습니

다. 비록 이번에는 제가 반박하여 저지하였으나 … 필시 국서를 준비하여 

사신을 베이징에 보내 수교를 요청할 것인데, 공법으로 논한다 하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22)

박태영이 한 말의 핵심은 조선이 자주독립의 상태가 되었으므로 청과 정

식으로 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소의는 고종이 러시아공

사관에 머무는 상태에서는 조선을 자주독립 국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

과 대등한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얼마 후 趙秉稷이 찾아왔을 

때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자주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설

령 조선이 자주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곧 청과 수교해야 하는 이유가 되

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23)

이 시기 공친왕, 이홍장을 비롯한 청의 고위 관료들도 대한제국과의 수

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청 정부는 당소의에게 “한국이 파견

한 사신이 수도에 도착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먼저 그 행

위를 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였고,24) 당소의는 대한제국의 요

구를 “여러 차례 반박하여 그 사치스러운 생각을 푸는 데” 주력하였다.25)

22) ｢總署奏摺 附件二. 唐紹儀原稟｣(光緖 22年 6月 1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873쪽.

23) ｢總署收北洋大臣王文韶文 附件五. 唐紹儀與韓官趙秉稷問答｣(光緖 22年 6月 28日), �淸

季中日韓關係史料�, 4900쪽.

24) ｢复唐紹儀｣(光緖 23年 2月 13日), �李鴻章全集�26, 312쪽.

25) ｢總署收委駐朝鮮總領事唐紹儀函｣(光緖 23年 5月 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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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까지도 청 정부는 “한국이 수도에 와서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

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한성에서 총영사와 상의할 수 있

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26) 당소의 또한 “한국의 왕에게 수도에 파견하

지 말도록 전달”하려 노력하였지만,27) 수교 요청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대

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만약 한국의 왕이 기어이 자주국으로 자처하려 하면 통상장정 협상을 허

락하고 영사 파견을 허락할 준비를 하십시오. 조약도 체결하지 않고 사신

도 파견하지 않고 국서도 보내지 않으면서, 중국에서 총영사 1명을 파견

하여 한성에 주재하며 사신의 업무를 대신함으로써 속국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28)

이처럼 당소의는 공사를 파견하는 대신 총영사를 파견하는 선에서 조선

의 수교 요구를 무마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이는 청국인의 보호를 위탁

받아 처리하던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의 사례를 본뜬 것이라 생각된다. 이홍

장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한국에 주재시킨 것은 모두 총영사입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 독일은 페루, 볼리비아와 같은 남미 소국에도 총영사

를 파견합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29) 청이 조선에 총영사를 파견한다

면 조선이 파견할 사절 또한 총영사 수준으로 묶어둘 수 있으리라는 것이

었다. 이에 총리아문은 당소의를 총영사로 고쳐 임명하였는데, 그가 총상

동이 된 지 불과 4개월 만의 일이었다.30)

이처럼 청이 당소의를 총상동·총영사로 파견한 것은 조선과의 수교를 저

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청이 종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총영사를 파

견하는 것만으로 조선의 수교 요구를 저지하기는 어려웠다. 이를 의식한 

당소의는 자신의 부임 사실을 일부러 조선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31) 그

26) ｢复唐守｣(光緖 24年 1月 20日), �李鴻章全集�26, 414쪽.

27) ｢副 唐守來電｣(光緖 24年 1月 27日), �李鴻章全集�26, 415쪽.

28) ｢總署奏摺｣(光緖 22年 6月 1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871쪽.

29) ｢复譯署｣(光緖 22年 6月 9日), �李鴻章全集�26, 263쪽.

30) ｢總署發駐韓總領事唐紹儀箚｣(光緖 22年 10月 2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970쪽.

31) ｢總署收駐紮朝鮮領事唐紹儀稟｣(光緖 23年 2月 1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9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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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조선 정부는 주조선영사서를 淸署라 칭하면서 항의하지는 않았는

데,32)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외교적 공

세를 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이처럼 당소의의 행동은 영사를 

파견할 때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근대외교의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청과 조선 각자의 사정에 따라 묵인되고 있었다. 프랑스공사 

플랑시는 “청국 외교관의 공식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채 별다른 비밀 내용

도 없는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33)

한편, 조선에서는 독립협회가 결성되고 稱帝建元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서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다. 이를 당소의는 “망령되이 스스로 높이는 것”이

라 비판하였지만,34) 한청관계가 달라진 현실을 곧 체감할 수밖에 없게 되

었다. 청 사신을 맞이하던 迎恩門은 헐렸고, 그 자리에 獨立門이 세워졌다. 

대한제국 관료들은 청을 ‘貴國’, 고종을 ‘우리 大君主’라고 지칭하는 데 거

리낌이 없었다.35) 청 사신이 머물던 남별궁은 고종의 황제 즉위를 위한 圜

丘壇으로 개축되었다.36) 당소의는 “미국에서 10여 년간 유학하였는데, 마

음가짐이 완고하고 비루하여 다른 청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

을 정도의 인물이었으나,37) 어디까지나 비공식 사절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고종의 황제 즉위를 항의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축하할 수도 없는 상황

이었다. 이때 고종을 방문하여 황제 즉위를 축하한 각국사절의 명단에서 

당소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38)

총상동·총영사 당소의의 또 다른 임무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침체에 빠진 

청 상인의 상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이 

청국인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청 상인

32) �外衙門日記�(建陽 1年 12月 2-3日).

33) 플랑시, ｢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 변경에 대한 청국의 태도｣(1897.03.31.), �프랑스외무

부문서�8.

34) ｢總署收駐朝鮮總領事唐紹儀函｣(光緖 23年 5月 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009쪽.

35) ｢總署收唐紹儀函｣(光緖 23年 8月 1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034쪽.

36) �高宗實錄�(高宗 34年 10月 1日) ; ｢總署收駐朝鮮總領事唐紹儀稟｣(光緖 23年 10月 7

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050쪽.

37) �尹致昊日記�(1885年 9月 8日).

38) �高宗實錄�(高宗 34年 10月 1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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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인천의 三里寨 조계를 점거한 조선인 가옥을 퇴거해 줄 것을 요청했

을 때,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이 조선의 外部에 형식적인 자문만을 보냈을 뿐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았던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39) 그러나 당소의

의 지위가 총상동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청국인을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수

밖에 없었다. 1896년 당소의가 제정하여 보고한 華商條規는 다음과 같다.

1. 무릇 화상이 한국에 와 경영하는 것은 특히 쉽지 않은 일이다. 크고 

작은 영업 모두 마땅히 근본에 힘쓰는 것을 먼저 해야 하고 이익을 

얻는 것을 그 다음으로 해야 한다. … 최근 외상으로 빚진 것 때문에 

생겨나는 소송이 많아지니 … 다시금 외상 장부를 만들지 말라.

1. 앞으로 내지에서 인천으로 오는 화상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관할 幫 

에 등록하고 보증인을 세우라. 

1. 外道에서 土貨를 採辦하려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한 두 商號가 보증인

을 선 다음 호조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을 허락하

지 않는다. 6개월을 기한으로 하므로 오래된 호조를 내보여 위반하는 

자는 의논에 따라 처벌하며 보증인도 함께 책임을 묻는다.

1. 한국에 있는 모든 화인은 모두 호조를 신청하여야 하고 … 만약 은닉

하여 수령하지 않은 자는 조사를 거쳐 찾아내거나 타인의 고발로 드

러나면 규칙에 따라 논하여 엄히 징벌하는데, 국내로 압송하여 다시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40)

이를 통해 볼 때 당소의는 청 상인이 무역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조

선 측과 마찰을 빚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청 상

인의 내지무역은 조선의 민심을 자극하여 방화, 구타, 살인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각지의 상무위원이 모두 철수하여 청국인 

39) 삼리채조계를 둘러싼 분쟁은 1899년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신속히 해결되었다. 

이때 청과 대한제국은 조선인 가옥을 이주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外衙門日記�(建陽 2年 4月 26日) ; �外衙門日記�(建陽 2年 6月 17日) ; �

外衙門日記�(光武 元年 11月 12日) ; �外衙門日記�(光武 2年 5月 6日) ; �外衙門日記�

(光武 2年 9月 8日) ; ｢仁川三里寨韓民佔地折讓案｣(01-41-073-04), �駐韓使館保存檔案

� ; 이은자, 앞의 글, 2008a, 50쪽 참고.

40) ｢總署收北洋大臣王文韶文 附件一. 唐紹儀擬華商條規｣(光緖 22年 7月 15日), �淸季中日

韓關係史料�, 49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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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주조선영국총영사관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인이 함부로 

횡포를 부리고 조선인이 빈번히 멸시하며 … 말과 감정에 틈이 있어 마침

내 조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41) 따라서 당소의는 화상조규를 통

해 청국인이 아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소의가 총영사가 된 다음부터는 청국인과 관련된 재판 사건에

도 조금씩 간여하기 시작하였다. 총리아문은 주청영국공사관에 당소의를 

총영사로 임명하였음을 알리는 조회에서 “華民을 보호할 책임은 당소의가 

도착한 것을 기다려 총영사가 처리합니다.”라고 하였다.42) 이에 주조선영

국총영사관은 청국인과 관련된 사건 처리를 주조선영사서로 이양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는 대한제국 시기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킨 彭姜案의 

처리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1898년 대한제국 상인 彭憲周와 林彦和는 청 상인 姜雲卿을 횡령 혐의

로 주조선영국총영사관에 고발하였다. 그러자 영국총영사는 이 사건을 직

접 처리하지 않고 원고 측이 제출한 疏狀을 당소의에게 넘겨주었다. 이는 

단지 당소의가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자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소의

는 강운경이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두둔하는 한편, 그가 잠시 귀국하였으

므로 돌아온 이후에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당소의가 영국총영사로부터 영

사재판권을 넘겨받은 후 자국인에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려 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곧 당소의가 부친상을 당해 귀국하면서, 사건 처리는 대리총영사 

湯肇賢이 이어받게 되었다. 그런데 탕조현은 강운경이 인천으로 돌아오기

는 하였으나 그가 출두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할 권한이 없다며, 자신은 

양측 입장을 조정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청 상인과 관련

된 문제는 영국총영사가 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탕조

현은 영국총영사가 영사재판권을 지니고 있다는 논리로 소송 안건 처리를 

41) ｢總署收委辦朝鮮商務總董唐紹儀稟｣(光緖 22年 10月 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958쪽.

42) ｢總署發英國公使寶納樂照會｣(光緖 22年 11月 19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49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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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였던 것이다.43) 당소의와 탕조현이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영사재판

권의 소재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조선영사서가 사건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원고 측은 

대한제국 外部에 직접 소장을 접수하였다. 외부는 주조선영국총영사관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였고, 이제는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이 직접 나설 수밖

에 없었다. 그러나 당소의와 탕조현이 그러하였듯, 영국총영사는 줄곧 피

고 측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오히려 원고 측이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은 자

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불복한 대한제국이 재심을 요구하였으

나 기각하였다. 이처럼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은 영사재판권을 활용하여 소송 

안건을 청국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하였다. 결국 원고 측은 때마침 조

약 체결을 위해 내한한 서수붕을 찾아가서, 대한제국과 청 사이의 조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다음에 공사관이 재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44)

이처럼 당소의는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을 앞세워 청 상인의 활동을 지원하

는 데 힘썼다. 이에 따라 사실상 청 상인은 조영수호통상조약에 보장된 영

국인의 특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발생한 대부분의 소송 안

건이 청국인에 유리하게 마무리되었던 것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

다.45) 이처럼 이 시기 청은 영국을 앞세워 그 뒤에서 제국성을 구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898년 무렵이 되면 “남대문 

안 큰길 좌우에 일본인과 청인의 가옥이 즐비하며 수표 다리와 벼전 병문 

근처에는 청인이 날마다 성하니 … 청국인은 수천 명도 더 몰려올 것이

다.”라고 할 정도로 청의 상권은 빠르게 회복되었다.46) 이후에도 대한제국

으로 건너오는 청 상인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47)

43) �領事裁判�.

44) 팽강안의 전말에 대해서는 이은자, 앞의 글, 2007 참고.

45) 이은자, 앞의 글, 2008a, 55쪽.

46) �獨立新聞�(1898年 7月 18日).

47) 청의 주한공관은 주기적으로 청 상인의 호구를 파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성의 청 상

인은 1899년 202호(999명)에서 1904년 289호(1,227명), 1906년 335호(1,362명)로 

증가하였다. 1907년 상반기 396호(2,094명)로 정점에 달하였으나, 일본이 대한제국 병

합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상황 속에서 조금씩 감소하였다. 김희신, ｢華僑, 華僑 네트워크

와 駐韓使館｣, �중국사연구�89, 2014, 29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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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소의 재임 시기 주조선영사서의 운영 양상

청일전쟁이 발발하여 당소의가 귀국한 동안 주조선상무서 건물은 방치되

어 있었다. 이는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

여주는 장면이다. 1896년 총상동으로 파견된 당소의는 일단 옛 인천상무

서로 들어가 대외 활동을 자제한 채 건물 내외의 수리에 몰두하였다. 다음

은 일본영사관 관원이 당소의의 동정을 보고한 내용이다.

인천으로 와 처음에 영국영사관으로 들어간 후, 淸國理事府에 들어가서 

현재 오로지 府廳 내외의 수리에 종사하고 있다. 근래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본관이 방문했더니, 깊이 그 실례를 사과하고 청사가 낡아서 방문

객의 引見이 불편하여 일부러 방문을 지연했다는 뜻으로 답하였다.48)

이 시기 특정 지역의 영사로 부임하는 경우 각국사절에 통지하고 순방하

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로 정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소의의 공식 직

책은 아직 총상동에 불과하였으므로 각국사절과 회동하는 대신 옛 인천상

무서를 수리하면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곧 이어 당소의는 한

성으로 이동하여 옛 한성상무총서 건물도 수리하였다. 이로써 당소의는 주

조선상무서를 복원할 준비를 마쳤다.

인천에 체류 중이던 당소의는 지난달 잠깐 上京했다. … 그가 京城에 온 

무렵부터 종래 폐쇄해 두었던 洛洞의 領事館의 문□□□(특별히 잠겨 문

이 열리지 않는다) 이래 館中의 수리 등에 □□□.49) (□은 지워진 부분) 

이 무렵 당소의가 총영사로 임명되면서 주조선상무서는 주조선영사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먼저 한성상무총서는 한성총영사서로 바뀌었다. 한성

48) ｢仁川港 情況報告書 送付 件｣(1896.6.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9) ｢施政一班 등 보고｣(1896.8.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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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서와 지척에 있다는 이유로 용산상무서는 폐쇄되었는데, 이는 원세

개에 비해 당소의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것을 방증하고 있다. 곧 이어 

부산과 원산의 상무서도 복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산좌탐위원은 원산상

무위원으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청이 용산상무서를 폐쇄하고 원산상무서를 인천·부산상무서와 같

은 규모로 개설한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조선에 건너온 청 상인의 활동 무대는 여전히 한성이 중심이었고 인

천과 부산이 그 뒤를 따랐다. 원산은 뱃길로도 멀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 상인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곳이었으므로 극소수의 청 상인만이 활동

하고 있었다. 따라서 용산상무서를 폐쇄하고 원산상무서를 설치했다는 것

을 볼 때, 주조선영사서 설립에 있어 청 상인보다는 개항장이라는 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고, 이는 앞서 당소의를 총영사를 일방적으로 파견했

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과의 관계를 영사 수준으로 묶어두기 위한 임시 

조치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주조선영사서는 주조선상무서와 비슷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었

다. 이에 따라 주조선영사서는 바로 앞의 원세개 재임 시기보다, 그 앞의 

진수당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와 비슷해졌다. 진수당 재임 시기의 주조선

상무서와 당소의 재임 시기의 주조선영사서의 조직 형태를 비교해보면 다

음과 같다.50)

50) ｢酌擬派員辦理朝鮮商務章程｣(光緖 9年 6月 2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174쪽 ;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0年 9月 2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489-1490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附件三. 淸冊｣(光緖 11年 2月 1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675-1679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0年 3月 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355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0年 4月 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359

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光緖 10年 8月 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1478-1482

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附件六. 淸冊｣(光緖 11年 2月 13日), �淸季中日韓關係史

料�, 1687-1688쪽 ;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附件七. 淸冊｣(光緖 11年 2月 13日), �淸

季中日韓關係史料�, 1689-1691쪽 ; ｢總署收北洋大臣王文韶文 附件一. 駐韓唐總領事呈報

淸冊｣(光緖 24年 閏3月 2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05-5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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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員(薪水)

漢城 仁川·釜山·元山

總辦
隨員

英文
繙譯

書識
朝鮮
通事

聽差
日本
通事

文案
稽査
委員

商務
委員

英文
繙譯

書識
朝鮮
通事

日本
通事

聽差
總領事

駐朝鮮商務署
1

(320)
2

(100)
1

(120)
2

(36)
1

(15)
6

(27)
- - -

1
(200)

1
(100)

1
(36)

1
(15)

1
(30)

4~5
(27)

駐朝鮮領事署
1

(300)
-

1
(100)

2
(36)

1
(15)

8
(27)

1
(30)

1
(50)

1
(70)

1
(200)

1
(80)

1
(36)

1
(12)

1
(25)

2~3
(27)

<表3-1> 駐朝鮮商務署와 駐朝鮮領事署의 조직 비교

이를 통해 한성총영사서는 물론 인천·부산·원산상무서까지 모두 진수당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의 조직 규모와 유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성총영사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을 다소 늘렸고 인천·부산·원산상무서

는 청차를 다소 줄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수를 다소 조정한 것 외에는 별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소의 재임 시기 주조선영사서가 진수당 

재임 시기 주조선상무서와 유사한 조직 구조를 갖추었다는 것은, 여전히 

판리조선상무장정의 적용을 받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처럼 청일전쟁 이후

에도 전통외교의 흔적은 진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주조선영사서를 통해 근대외교의 발판이 마련된 측면도 있다. 이

는 특히 주조선영사서의 관원 구성에서 잘 나타난다. 인천상무위원 唐榮浩

는 留美幼童 출신으로 서양 국제법을 잘 알고 있었다. 부산상무위원 湯肇

賢과 원산상무위원 汪豫源은 주조선상무서 시기 書識과 通事의 한직을 거

치며 외교 실무 경력을 쌓았다. 이처럼 상무위원에 외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등용되었다는 것은, 이와 똑같이 留美幼童 출신이면서 주조선

상무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당소의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51) 주조선영사서의 하급 관원의 명단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 

청일전쟁 과정에서 주조선상무서 조직이 와해되었던 만큼, 상당수는 새로

운 인물로 채워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51) 留美幼童 출신으로 주한공관에서 활동한 인물은 唐紹儀, 吳仲賢, 唐榮浩, 吳其藻, 梁如

浩로 총 5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廣東 출신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중 오중현만 四會人이었고 당소의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모두 香山人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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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898년 청 정부는 대한제국과 수교할 것을 결정하였고, 때마침 

부친상을 당한 당소의는 귀국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52) 이로써 한국과

의 수교를 저지한다는 주조선영사서의 임무는 유효성을 잃게 되었고, 당소

의도 대한제국을 떠나게 되었다.53) 이후 조약 체결을 위해 파견된 서수붕

은 주조선영사서가 동순태호에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대한제국과의 조약이 

언제 체결될지 모르므로, 한성총영사서를 제외한 나머지 상무서는 잠시 폐

쇄할 것을 주청하였다.54) 그러나 당소의와 함께 근무를 시작했던 관원들은 

앞으로 1년만 더 근무하면 승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레 상무서를 폐쇄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다.55) 결국 서수붕은 한성

총영사서와 인천상무서는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남겨두고, 다

른 곳의 관원들은 이곳으로 옮겨오도록 하였다.56) 이는 주조선영사서에서 

근무한 관원 중 상당수가 한청수교 이후에도 주한공사관·영사관에서 활동

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를 토대로 주조선영사서의 구조와 위상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57)

52) ｢總署收代理朝鮮總領事湯肇賢呈｣(光緖 24年 9月 26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67

쪽. 

53) 臺灣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에 소장된 �駐韓使館保存檔案� 중 1894년 말부터 1898년 

말에 이르는 약 4년간의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김희신, 앞의 글, 2011, 71쪽 

참고) 1894년에서 1896년 사이는 주조선상무서가 철수한 상태였으므로 이 시기 공식적

으로 생산된 문서가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1896년에서 1898년 사이의 문서가 

부재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시기 주조선영사서가 영사재판권을 공식적으

로 행사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별다른 인사이동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리 많은 

문서가 생산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54) ｢出使朝鮮大臣徐壽朋奏韓國內亂與使署無礙擬卽迅速前往摺 附件一. 徐壽朋請撤駐紮仁川

等處各員以節經費片｣(光緖 24年 12月 7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1002쪽 ; ｢總署收

出使大臣徐壽朋文｣(光緖 24年 12月 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96쪽.

55) ｢總署收出使大臣徐壽朋函｣(光緖 24年 12月 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91쪽.

56) ｢總署收軍機處交出徐壽朋抄摺｣(光緖 25年 2月 1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207쪽.

57) �淸季中日韓關係史料�에는 부산상무위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1896년 당소

의가 조선에 건너올 때 湯肇賢, 唐榮浩, 葛式燕, 汪豫源, 唐恩桐, 梁誥均을 대동하였는

데, 그중에서 당영호는 인천상무위원, 왕예원은 원산상무위원이었으므로, 나머지 중에서 

한 명이 부산상무위원을 맡았을 것이다. 그런데 �駐韓使館保存檔案�에는 1899년 부산에

서 청 상인에 의한 구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총영사 吳廣霈가 前 부산상무위원 湯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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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職銜                                                       位相

[總領事] 漢城總領事署          【總領事】

唐紹儀(1896.10~)

[商務委員] 【領事】

仁川商務署 釜山商務署 元山商務署

唐榮浩(1896.10~) 湯肇賢(1896.10~) 汪豫源(1896.10~)

<表3-2> 駐朝鮮領事署의 조직도

주조선영사서의 구조는 주조선상무서와 주한공사관·영사관 사이의 과도

기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성에는 총영사서가 세워져 있었지만, 그 

아래 인천·부산·원산에는 영사서가 아니라 상무서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

다.58) 한성총영사서는 총영사 당소의가 관장하였으므로, 그 직함과 위상이 

비로소 일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천·부산·원산상무서는 영사적 위상을 지

닌 상무위원이 관장하였으므로, 그 직함과 위상이 여전히 괴리되어 있었

다. 따라서 주조선영사서에는 주조선상무서의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한성총영사서와 총영사가 등장한 것은 

한청수교 이후 주한·주조선영사관이 설립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는 점

에서 의미심장하다. 

사태 수습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부산상무위원은 탕조현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89~1894년 용산상무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1898년 당소의가 갑자기 귀국하였을 때는 대리총영사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總署收代

理總領事湯肇賢呈｣(光緖 24年 9月 26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67쪽 ; ｢總署收軍機

處交出徐壽朋抄摺｣(光緖 25年 2月 1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208쪽 ; ｢人事履歷、

請獎｣(01-41-059-22), �駐韓使館保存檔案� ; ｢釜山朝鮮通事稟控華商曲姓父子毆辱案｣

(01-41-073-05), �駐韓使館保存檔案� ; �淸季中外使領年表� 참고.

58) ｢總署收北洋大臣王文韶文｣(光緖 24年 閏3月 2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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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韓淸修交와 駐韓公使館·領事館의 설립

1. 韓淸通商條約의 체결과 근대외교의 개시

1898년 한청수교로 양국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59) 이 무렵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圜丘壇을 세워 황제에 즉위하였다. 이는 대내

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서, 皇室의 尊崇을 강조

하였다는 점에서 중화질서를, �공법회통� 등의 서양 국제법을 참고하였다

는 점에서 조약질서를 모두 활용한 것이었다.60) 이제 대한제국으로서는 과

거 상국이었던 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에 대한제국은 열강을 끌어들여 수교 압력을 가하였다.61) 러시아는 청 

정부에 “귀국 정부가 어느 때, 어느 만큼의 인원을 파견할 것인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62) 일본도 “청국정부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려줄 것”

을 요청하였다.63) 곧 이어 대한제국은 2등공사를 선제적으로 파견하는 방

안을 검토하였다. 이는 당소의와의 조율 과정을 생략하고, 베이징에서 곧

장 협상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대한제국은 각국사절을 통한 우회적 

압력을 동시에 가하였다. 

대한제국의 전략은 주효하였다. 당소의는 대한제국과의 수교를 더 이상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 정부가 먼저 사신을 보내 “옛 主僕의 구

분을 보일 것”을 건의하였다.64) 그러자 청 정부는 대한제국이 기어코 외교

사절을 파견하겠다면 4등공사를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65) 설령 대한제국

59) 한청수교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유용태, 앞의 글, 2012b ; 이은자, 

앞의 글, 2013 참고.

60) 이욱,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 �정신문화연구�27(2), 2004, 70-71쪽 ; 

김태웅, ｢高宗政府의 獨逸帝國 인식과 近代政治體制 모색｣, �역사교육�150, 2019, 231

쪽.

61) 陳尙勝, ｢徐壽朋與近代中韓關係轉型｣, �歷史硏究�2013(3), 2013, 57-58쪽. 

62) ｢總署收俄國署公使巴照會｣(光緖 24年 2月 1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083쪽.

63) ｢總署收日本公使矢野文雄函｣(光緖 24年 4月 24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18쪽.

64) ｢駐朝鮮總領事唐紹儀來電｣(光緖 24年 4月 14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9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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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교하게 되더라도, 과거에 조공사절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한제국의 외

교사절이 먼저 파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4등공사를 파견하면 �만국공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군주가 

아니라 陪臣이 상대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이처럼 청 정부

가 대한제국에 근대외교를 적용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은 전통적인 상국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었음을 보여준다.66)

당소의도 대한제국을 속국으로 인식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이것 때문

에라도 대한제국이 먼저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대한제국이 먼저 2등공사를 파견한다면, 청은 여타국가와 동일 선상

에 놓이는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국공법�에서도 2등공사는 군주를 접

견하여 신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당소의는 청이 선제적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할 것을 재차 건의하였다.

한국이 먼저 사신을 파견하면 체제에 맞는 것 같지만, 중국이 4등공사를 

파견하여 조약을 상의함으로써 조정이 옛 번속을 우대하는 지극한 뜻을 

보이고, 한국이 사신을 베이징에 보내 조약을 모색하려는 말을 하지 못하

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 중국은 大國이므로 한국이 먼저 사신을 京師

에 보내 조약 체결을 요구하도록 둘 수 없습니다.67)

이처럼 당소의는 청이 조선보다 먼저 4등공사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앞서 청이 일방적으로 당소의를 총상동, 그리고 총영

65) ｢發駐朝鮮總領事唐紹儀電｣(光緖 24年 5月 20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990쪽.

66) 청은 과거의 영토, 번부, 번속에 근대외교를 적용하는 것을 기피하였다. 예컨대, 청과 

대한제국의 수교 논의가 진행되던 1897년 연해주에 상무위원을 파견하였다. 이는 앞서 

조선에서 상무위원을 파견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영사가 아니라 상무위원을 

파견한 것은 연해주가 청의 옛 영토였기 때문이다. 비록 1860년 베이징조약의 체결로 

연해주를 할양하기는 하였으나, 영사를 파견하게 되면 이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셈

이 되었다. 그러나 연해주의 상실을 되돌리기 어려워졌고 이곳에서 활동하는 청 상인이 

늘어나자, 결국 1909년 상무위원을 총영사로 바꾸게 되었다. �淸季中外使領年表�, 81쪽 

; ｢請速議定改設領事由｣(02-12-047-01-002), �出使設領� 참고.

67) ｢駐朝鮮總領事唐紹儀來電｣(光緖 24年 6月 11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991쪽 ; ｢

總署奏摺｣(光緖 24年 6月 2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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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파견한 것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서, 청이 상국이자 대국이므로 대한

제국과의 관계를 대등하게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의 소산이었다. 그러나 밖

으로는 러시아가 旅順·大連을 강점하며 瓜分의 위기가 고조되었고, 안으로

는 康有爲, 梁啓超 등을 중심으로 戊戌變法이 전개되며 체제 전반의 혁신

이 강조되었다.68)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 정부는 대한제국에 먼저 외교사

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69) 이로써 대한제국이 먼저 외교사절을 파견하

려던 움직임은 일단 보류되었다. 

청 정부 차원의 수교 준비는 기민하게 이루어졌다. 총리아문은 대한제국

에 4등공사를 파견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 후보자 17명을 추려 그 명

단을 상주하였다. 이때 청 정부가 4등공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앞서 원

세개를 4등공사로 삼은 전례를 참고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시모

노세키조약 체결 이후 서양 각국이 조선에 3등공사를 많이 파견하고 있다

는 것을 참작한 것이기도 하였다.70) 이는 청이 여전히 대한제국을 속국으

로 보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이 시기 청이 해외에 파견하는 주

외공사는 모두 2등공사였기 때문이다. 즉, 청은 대한제국과 마지못해 수교

하면서도 대한제국을 상대적으로 낮은 반열에 위치시켰던 것이다. 청의 제

국성이 지닌 관성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1)

당초 광서제는 翰林院 編修 張亨嘉를 駐紮朝鮮國四等公使로 낙점하였

68) 은정태, ｢1899년 韓·淸通商條約 締結과 大韓帝國｣, �역사학보�186, 2005, 33쪽 ; 岡

本隆司, ｢韓國の獨立と淸朝の外交｣, 岡本隆司·川島眞 編, 앞의 책, 2009, 175쪽.

69) ｢上諭｣(光緖 24年 6月 24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992쪽.

70) 17명의 후보자는 徐建寅, 黃遵憲, 徐壽朋, 楊兆鋆, 志銳, 蔡鈞, 曾廣鈞, 江標, 王同愈, 

陳寶琛, 梁誠, 傅雲龍, 孫寶琦, 袁昶, 黃紹箕, 張亨嘉, 壽富였다. 黃遵憲, 徐壽朋, 梁誠 등 

주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 포함되었음이 눈에 띈다. ｢總署奏摺 附件一. 

總署呈報淸單｣(光緖 24年 6月 2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33-5134쪽 참고.

71) 청의 天朝 관념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태국과의 수교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98년 주한독일영사 크리엔(Ferdinand Krien)이 태국은 중립국이고 청 상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왜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지를 묻자, 당소의는 청 정부에서 알아

서 할 일이므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회피하였다. 중화민국 시기 태국과의 수교 협상

이 본격화되었을 때도 중화민국은 태국 군주를 ‘황제’라 지칭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總

署收駐韓唐總領事稟 附件二. 唐紹儀與俄日法德各使問答｣(光緖 24年 7月 12日), �淸季中

日韓關係史料�, 5149쪽 ; 유용태, 앞의 글, 2012b, 5-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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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2) 장형가는 유학을 공부한 전통적 지식인에 속했지만, 閩學會를 통해 

무술변법에 참여하는 등 개혁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장형가가 

노모 봉양을 핑계로 출사를 사양하자, 광서제는 駐美參贊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安徽按察使 徐壽朋을 駐紮朝鮮國欽差大臣으로 임명하였다.73) 이 

과정에서 직함이 4등공사에서 흠차대신으로 바뀐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디 ‘흠차대신’은 황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고위 관료를 뜻하는 용어

였지만,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주외공사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

고, 그 자체로는 특정한 등급을 내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수붕 

또한 4등공사였음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장형가의 사

임과 서수붕의 임명이 동일한 날 이루어지면서 공사의 등급을 논의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청이 대한제국을 속국으로 보는 인식에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공사의 등급을 달리 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서

수붕을 4등공사라고 명시하는 경우 대한제국은 물론 각국공사로부터 항의

를 받을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이었다. 이에 청은 서수붕의 직함에 ‘흠차대

신’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74) 대한제국에 4등공사를 파견한다는 

의도를 은폐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 주일공사로 임명된 황준헌의 직함을 

‘2등흠차대신’으로 명시하였던 것과 대조적이다.75)

이 시기 청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제국

의 해관 업무를 담당하던 영국인 브라운(John Brown)이었다.76) 사실 대한

제국이 먼저 외교사절을 파견하려던 것도 브라운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청이 외교사절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한제국의 외교

사절 파견 계획은 보류되었고 브라운의 노력 또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

다. 이에 브라운은 당소의를 만난 자리에서 각종 불만을 쏟아냈다.

72) ｢總署奉上諭｣(光緖 24年 6月 24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35쪽.

73) ｢總署奉上諭｣(光緖 24年 6月 26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35쪽.

74) ｢總署發各國公使照會｣(光緖 24年 7月 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39쪽.

75) ｢上諭｣(光緖 24年 6月 24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993쪽.

76) 한국은 상당수의 서양인을 고문으로 초빙하였다. 이들은 한국에 서양의 선진 제도 및 

문물을 이식하는 한편, 자국의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였다. 김현숙, �근대 한국의 

서양인 고문관들�, 한국연구원, 200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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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브라운은 청측 대표 서수붕의 직함에 ‘駐紮’이 붙은 것을 문제 삼았

다. 청과 대한제국 간의 조약이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주찰’이란 말을 

어찌 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에서 ‘주찰’은 西藏, 蒙古 등 번

부에 주재하는 大臣에 붙이는 용어라는 점을 근거로, 청이 아직 대한제국

을 속국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힐문하였다. 그러자 당소의는 다음

과 같이 반박하였다.

주찰이라는 두 글자는 주한사절이 모두 쓰고 있습니다. 서수붕은 조약을 

체결한 후에 주차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그가 지니고 오는 국

서를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한국을 속국이라고 본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까?77)

윗글에서 당소의가 중국어와 서양어 간 ‘번역의 중층성’을 활용하고 있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원세개가 “병사를 거느리지 않고 속국에 가

는 공사”라고 정의한 것처럼, ‘주찰’이 상하관계를 내포하는 용어로 쓰인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당소의는 대외적으로 ‘주찰’이 ‘주재한다’는 의미

를 지니고 있을 뿐이라고 밝힘으로써, 그 속에 담긴 상하관계를 교묘히 은

폐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처럼 당소의는 합리성을 내세워 제국성을 숨

기려 하고 있었다.

브라운은 청이 먼저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것은 以大字小의 뜻에서 나온 

것이고, 청이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분명 총영사를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공사 주재를 거부할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이에 대해 당소의는 양국관계는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얼버무리는 한편, 브라운이 

대한제국 정부에 자신의 권위를 내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영국총영사에게는 브라운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줄 것과 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청국인을 보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78)

77) ｢總署收駐韓唐總領事稟 附件一. 唐紹儀與柏卓安問答｣(光緖 24年 7月 12日), �淸季中日

韓關係史料�, 5147쪽.

78) 영국의 조선 정책과 청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는 현광호, ｢영일동맹 이전 주한영국공사

의 대한제국 정세인식｣, �역사학연구�31, 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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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는 브라운과의 대담을 통해 청과 대한제국의 수교를 바라보는 열

강의 기본 인식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튿날 당소의는 곧장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의 공관을 순방하였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광서제의 만수절을 

축하해 준 답례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서수붕 파견을 둘러싼 열강의 의

구심을 줄이기 위한 의도를 띠고 있었다. 당소의를 만난 각국사절은 서수

붕이 ‘全權’의 직함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주찰’이 어떤 의미인지를 질

문하였다. 이에 당소의는 서수붕이 전권공사는 아닐 것이고, 아마도 2등공

사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당소의는 오랫동안 원세개와 함께 근무

하였으므로 그동안 청이 4등공사를 파견해 왔음을 알고 있었고, 실제 청 

정부가 대한제국에 4등공사를 파견하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러한 4등공사 파견은 다름 아닌 당소의 본인이 건의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를 각국사절에 분명히 밝힌다면 청이 상국 지위를 유지하려 한다는 항의

를 받을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이를 2등공사라 둘러댄 것이었다. 그리고 

‘주찰’에 대해서는 서양 국제법과 같은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시기는 조약을 체결한 후가 될 것이라고 해명하였다.79)

곧 이어 당소의는 청 정부가 외국의 조약 체결과 외교사절 파견 사례를 

참고하여 대한제국과의 수교에 임할 것을 건의하였다.80) 이에 청 정부는 

당소의에게 각국이 대한제국에 보낸 국서 양식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다

음,81) 이를 토대로 국서 양식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였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고종을 지칭하는 문구를 ‘大韓國大皇帝’로 바꾸었다는 점이다.82) 이

는 청이 대한제국의 군주를 황제로 인정한 것으로, 양국 간의 상호 대등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서수붕의 직함은 ‘全權大臣’으로 

바뀌어 대한제국 外部와의 조약 체결만을 담당하게 되었다.83) 기존의 ‘주

찰’이 빠졌을 뿐 아니라, 때로는 서수붕이 ‘議約全權大臣’이라 불리기도 했

79) ｢總署收駐韓唐總領事稟 附件二. 唐紹儀與俄日法德各使問答｣(光緖 24年 7月 12日), �淸

季中日韓關係史料�, 5148-5150쪽.

80) ｢總署收駐韓唐總領事稟｣(光緖 24年 7月 1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45쪽.

81) ｢軍機處寄唐紹儀電信｣(光緖 24年 7月 16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994쪽. 

82) ｢致韓國國書稿｣(光緖 24年 8月 21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996쪽.

83) ｢總署奉旨｣(光緖 24年 9月 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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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은 조약 체결로 한정되었을 뿐 상주공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이 그동안 서구 열강과 조약

을 체결할 때와 동일한 방식을 대한제국에 적용한 것인데, �만국공법�에서

도 “조약 체결을 상의할 때 全權의 근거는 信憑 안에 둘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었다.84)

서수붕 일행의 渡韓은 몇 달간 지연되었다. 때마침 한성에서는 독립협회

가 주도한 만민공동회가 해산되면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를 

대리주조선총영사였던 탕조현이 “한국의 사정이 날로 나빠지니 … 잠시 머

물러 있기 바랍니다.”라고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서수붕은 백방으로 수소

문한 끝에, 商務局에서 銀錢을 관리하던 馮淸廉과 南幇董事 張傅茂를 불러 

상세한 사정을 물었고, 이들이 “외국공관을 파괴하거나 재물을 약탈하는 

일은 없지만, 각국공사가 그 숫자가 많음을 보고 뜻밖의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군대로 보호하였을 뿐입니다.”라고 한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출

발하였다.85) 서수붕 일행은 1899년 초 南洋兵輪을 타고 인천을 거쳐 한성

에 도착하였다.86)

이제 청과 대한제국의 관계가 일변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이 서수붕을 맞

이하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서수붕은 咸寧殿에 나아가 고종을 

알현하고 국서를 직접 奉呈하였다. 이때 양측은 서양의 외교 의례에 따라 

고종은 幄手를, 서수붕은 鞠躬의 예를 행하였는데,87) 이는 과거 청의 칙사

가 조칙을 내려주면 조선의 국왕이 이를 받들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88) 이 무렵 대한제국은 大韓國國制를 제정하여 군주권을 강화

84) �萬國公法�, 283쪽.

85) ｢總署收軍機處交出徐壽朋初片｣(光緖 24年 12月 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93-5194

쪽.

86) 서수붕이 대동한 관원은 모두 15명이었다. 그중에서 許台身은 서수붕의 뒤를 이어 주

한공사가 되었고 吳廣霈는 주한총영사를 지냈다. ｢同上件淸使隨行員名單附送件｣(光武 3

年 1月 28日), �淸案�2, 324쪽 참고.

87) ｢總署收軍機處交出出使大臣徐壽朋鈔摺｣(光緖 25年 1月 24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200쪽. 

88) 서수붕 이후에 부임한 공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국서를 봉정하였다. ｢外務部收出使大臣

許台身文 附件二. 駐韓許大臣呈報淸摺｣(光緖 27年 11月 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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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편, 근대 주권국가의 성립을 선언한 상태였다.89) 이는 기존 권력 

질서를 궁극적으로 보장하던 청과의 상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였다.90) 따라서 서수붕과 고종 사이의 외교 의례는 청과 대한제국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서수붕과 조선 측 전권대신 박제순은 반년가량 협상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漢城 撤棧과 영사재판권 문제로 협상이 난항에 빠지기도 하였

으나, 최종적으로는 양국 사이에 韓淸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대한제국으

로 건너올 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옛 번속으로서, 지금 평행자주하는 것은 

실로 한국의 본심이 아닙니다.”91)라고 하였던 서수붕이 조약 체결 후에는 

“한국은 예전에 번속이었으나 이제는 우방이 되었으니 시세가 변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던 것처럼,92) 이 조약은 양국 간의 상호 대

등한 지위를 조약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93) 그러나 이는 어

디까지나 현실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었을 뿐, 청의 인식이 변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고,94) 심지어 대한제국 관료와 지식인의 관념 속에

서도 중화질서가 拂拭되지는 않았다. 

5440-5441쪽 ; ｢外務部代遞文書｣(02-35-014-02), �駐韓使館保存檔案� 참고.

89) 김태웅, ｢<대한국국제>의 역사적 맥락과 근대 주권국가 건설 문제｣, �역사연구�24, 

2013.

90) 박상섭, 앞의 책, 2008, 222쪽.

91) ｢總署收駐韓大臣徐壽朋函｣(光緖 24年 10月 2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179쪽.

92) ｢總署收軍機處交出徐壽朋鈔片｣(光緖 25年 8月 24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258쪽.

93) 구범진은 한청통상조약 이후의 양국 관계를 ‘한청조약체제’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

에 대한 선행 연구의 관심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청일전쟁 이후의 

양국 관계를 국가의 운명과 관련한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추론하였

다. 구범진, ｢｢韓淸通商條約｣ 일부 條文의 해석을 둘러싼 韓-淸의 외교 분쟁｣, �대구사

학�83, 195쪽 참고.

94) 서수붕을 대한제국에 파견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광서제를 비롯한 청 정부

의 대외관념이 크게 변화한 징후라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수천 년간 중화의식

이 지속해온 상황에서 대한제국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1900년 의화단이 베이징을 점령하여 외국공사관을 공격하자, 이홍장은 청이 해외에 개

설한 주외공관이 철수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한국은 僻小하므로 늦추어도 된

다.”라고 한 데서 잘 드러난다. 茅海建, ｢戊戌變法期間光緖帝對外觀念的調適｣, �歷史硏究

�2002(6), 2002 ; ｢复朝鮮徐使｣(光緖 26年 6月 8日), �李鴻章全集�27, 10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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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駐韓公使의 위상과 활동

1899년 한청통상조약을 통해 청과 대한제국은 주외공관을 설치할 수 있

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비해 

평등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었으므로, 이후 한청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

어들기 시작하였다. 한청통상조약에 포함된 주외공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관. 이번에 통상 우호 조약을 맺은 뒤 양국은 각자 秉權大臣을 파견하

여 피차 수도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통상항구에 영사 등의 관원을 

보내는데 모두 편의에 따를 수 있다.

제5관. 한국에 있는 중국 인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중국영사관이 중

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하여 처리하고, 중국에 있는 한국 인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영사관이 한국의 법률에 따라 심판하여 

처리한다.95)

한청통상조약은 서수붕이 대한제국으로 건너올 때 준비해 온 韓國通商約

稿를 底本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통상약고는 조선이 서양 각국과 체결한 

조약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다.96) 청 정부가 대한제국과의 수교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청통상조약은 서

구 열강의 조약을 참고하여 합리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외교사절은 톈진이 아니라 수도 베이징에 상주하게 되었고, 청과 대한제국

은 片務的이 아닌 雙務的 영사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다.97) 이로써 그동안 

계속되어 온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었고, 한청관계가 

수직적인 중화질서가 아니라 수평적인 조약질서에 토대를 둘 수 있는 여건

도 함께 마련되었다.98)

95) ｢韓淸條約卷｣(01-41-055-06), �駐韓使館保存檔案�.

96) ｢出使韓國大臣徐壽朋奏擬具與韓通商約稿繕單呈覽摺｣(光緖 24年 9月 24日), �淸光緖朝

中日交涉史料�, 997쪽.

97) 조미수호통상조약, 한청통상약고, 한청통상조약의 구성 체계를 비교한 연구는 이재석, 

｢한청통상조약 연구｣, �대한정치학회보�19(2), 2011 참고.

98) 20세기 초 청에서는 종주권이 아니라 주권에 의존하여 국가 안위를 지켜가려는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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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서수붕은 전권대신에서 주한공사로 바뀌어 임

명되었다. 대한제국 外部가 議約大臣을 곧장 駐紮使臣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의 직함은 ‘駐紮韓國大臣’, ‘出使韓國大臣’

으로 변경되었다.99) 그런데 여기서도 서수붕의 직함에 공사의 등급이 드러

나지 않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管見으로는 주한공사의 등급이 명시된 

사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당초 청 정부는 서수붕을 4등공사로 상정하였지

만, 서수붕이 고종에 직접 국서를 봉정하고 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실상 

2등공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수붕을 4등공사라 명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이것이 곧 2등공사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어지

지는 않았다. 이는 마치 청 정부가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캬흐타조약을 체

결한 후 한문 번역본에서 양국 간의 상호 대등한 관계를 은폐한 것을 연상

케 하는 것으로,100) 옛 속국이었던 대한제국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체결하

고서도 이를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으려는 인식의 소산이었다.

그러나 청의 주한공관은 서수붕이 말한 바와 같이 “이제는 정식으로 국

교가 확립되었으므로 한국과 중국 간의 교섭 사무는 중국인 관원이 처리하

도록 하며, 거듭 영국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101) 또한 이 시기 청

에서 본격화된 외교 제도 개편은 주한공관에 합리성을 더해주었다. 이는 

먼저 청의 주한공사 임면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02)

임이 두드러졌다. 1904년 청은 영국과 티베트를 둘러싼 협상을 전개하면서 종주권이 

아니라 주권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만약 청이 주권 대신 종주권을 지닌다면 명목

상으로는 상국의 지위를 갖게 되겠지만, 과거의 한국, 베트남, 류큐 등의 속국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티베트를 잃게 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청측 대표가 다름 아

닌 당소의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청의 안위를 지키

기 위해서는 번부와 속국에 대해 종주권이 아니라 주권을 지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오카모토 다카시, ｢“主權”의 형성｣, �중국근현대사연구�54, 2012, 31쪽 참고.

99) ｢總署奏片｣(光緖 25年 11月 9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284쪽 ; ｢總署奏片 附件一. 

總署擬致韓國國書｣(光緖 25年 11月 9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284-5285쪽.

100) 구범진, 앞의 책, 2012, 4장.

101) ｢爲派員責送約本由｣(01-41-055-03), �駐韓使館保存檔案�, 7면.

102) �淸季中外使領年表�,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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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年 1900年 1901年 1902年 1903年 1904年 1905年
12月       8月 1月

徐壽朋 許台身 曾廣銓

<表3-3> 駐韓公使의 임면

초대공사 서수붕은 3년 임기를 마치기 직전 외무부 좌시랑으로 전출되었

다. 그러나 서수붕은 앞서 대한제국과 수교 협상을 진행하느라 1년 이상 

머물렀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3년가량 근무한 셈이었다. 서수붕

의 후임 허태신은 3년 임기를 모두 마쳤다. 허태신의 후임 증광전이 1년 

만에 귀국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적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

탈하고 각국공사관을 철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의 주한공사 파

견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한공사의 관

품은 조금씩 낮아졌다. 서수붕은 조약 체결을 위해 파견되었을 때는 3품이

었다가 주한공사로 임명되면서 2품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허태신은 4품, 

증광전은 5품의 하급 관료에 불과하였다. 이는 청에 있어 대한제국이 갖는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주한공사의 출신 배경에서도 유의미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주한공사는 

모두 유학을 공부한 전통적 지식인 출신이었다. 서수붕은 貢生으로서 捐納

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여 安徽按察使를 지냈다. 허태신은 監生 출신으로 

候補知府에 올랐다. 증국번의 손자이자 증기택의 아들이었던 증광전은 候

補五品京堂이었다. 같은 시기 주일공사 裕庚, 楊樞도 모두 국자감 출신이

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103) 청은 대한제국과 일본을 同文同種으로 인식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공사 모두 서양 국제법 분야에 풍부한 경

험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주한공사로 부임

하기 전 이미 주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서수붕은 

1881~1884년 주미참찬, 곧이어 1884~1886년 주페루참찬을 지냈다. 허

태신은 1898년 서수붕이 주한공사로 부임할 때 주한참찬을 맡았고, 1900

년 서수붕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잠시 그를 대리하였다. 증광전은 어린 시

103) 김종성, ｢淸末 중국 외교관들의 교육배경｣, �인문과학�47, 2011, 212-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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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부친 증기택을 따라 유럽 각지에서 생활하였고, 1894~1896년에는 주

영참찬을 지낸 후 귀국하여 1901년 이홍장과 함께 신축조약의 체결을 이

끌어 낸 바 있다.104) 이처럼 참찬을 지냈거나 외교 사무에 능숙한 자를 공

사로 임명하는 것은 여타 공사관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흐름

은 주한공사관에도 이어져 외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주한공사에 

임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주한공사들이 대한제국과의 교섭 사무

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서양 국제법과 한청통상조약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진수당, 원세개, 당소의가 청의 종주권에 의존하던 것과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를 주한공사의 활동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한공사는 청일전쟁으로 급격히 위축된 청 상인을 지원하는 데 힘

썼다. 이 과정에서 청과 대한제국 사이에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청 상인의 

內地通商 문제였다.105) 한청통상조약 제8관은 “중국 인민이 여권을 수령하

고 한국의 내지에 가서 유람하고 통상하는 것을 허가한다. 다만 坐肆는 허

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청 상인의 내지통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

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제4관 제4절 “양국 상민은 양국의 通商口岸 경

계 밖에서 토지를 빌리거나 가옥을 임차하거나 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에

도 포함되었다.106) 서수붕은 “대한제국 백성이 원치 않아 각종 방법을 동

원하여 방해할 것이지만 조약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 낙관하고 있었지만,107) ‘좌사’와 ‘통상구안’은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단어였으므로, 향후 일어날 격렬한 분쟁

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00년 대한제국의 外部는 청 상인이 통상구안 밖에서 점포를 개설하거

104) 서수붕, 허태신, 증광전의 경력은 臺灣中央硏究院의 �人名權威檢索系統� 데이터베이

스(http://archdtsu.mh.sinica.edu.tw/imhkmc/imhkm) 참고. 

105) 未開口岸 통상 문제에 관한 청과 대한제국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구범진, 앞의 글, 

2006 참고.

106) ｢出使大臣太僕寺卿徐壽朋奏報議定中韓商約摺 附件一. 中韓商約淸單｣(光緖 25年 6月 

19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1008-1009쪽.

107) ｢總署收出使大臣徐壽朋函｣(光緖 26年 1月 2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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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옥을 임차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

에 서수붕은 한청통상조약 제8관에 따라 점포 개설은 금지되는 것이지만 

가옥 임차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외부서리대신 

민종묵은 한청통상조약 제4관 제4절을 근거로 점포 개설은 물론 가옥 임

차까지 금지되는 것이라 반박하였다. 

이윽고 양측의 논쟁은 ‘통상구안’에 대한 해석으로 확대되었다. 서수붕은 

한청통상조약 제4관 제4절이 통상구안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내지에 적용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민종묵은 통상구안뿐만 아니라 내지까지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고 논박하였다. 이후에도 양측의 설전은 계속되었지만 명

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청과 대한제국이 동일

한 조항을 놓고도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던 중 1902년 내지통상의 불씨가 재차 발화하였다. 安城郡官이 청 

상인의 洋貨에 과세하는 과정에서 洋布를 압수한 일이 발단이 되었다. 허

태신이 이를 해관에서 납세한 물품에 대한 중복 과세라고 항의하자, 외부

서리대신 조병식은 坐肆로 인한 벌금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러자 허태신은 

‘本郡場市各項稅錢’이라 적힌 引文과 안성군수의 訓令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것이 벌금이 아니라 과세의 성격임을 입증하였다. 영국 물품에 대해 과

세한 것은 주조선영국공사관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자 조병식은 안성군수가 벌금을 과세로 착각한 것은 사실이나, 청 상

인이 조약을 위반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성군수가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이 입증되었고, 영국과의 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포를 돌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제국은 

청 상인의 내지통상을 강경하게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108) 이

로써 증광전이 “일본 상인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상업 규모가 가장 큽니

다.”라고 보고할 만큼 청 상인의 활동 범위는 날로 확대되었다.109)

108) 구범진, 앞의 글, 2006, 196-205쪽.

109) ｢外務部收駐韓曾大臣文 附件一. 出使大臣曾廣銓奏摺｣(光緖 31年 8月 2日), �淸季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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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마치 10여 년 전 청 상선의 한강 진입 문제를 놓고 총판상무위원 

진수당과 독판 민영목이 벌인 논쟁을 연상케 한다. 이때 진수당은 북양대

신 이홍장의 권위를 내세워 청 상선의 한강 진입을 관철하였다. 이후 독판 

민영목은 경질되었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친청파가 장악하였다. 이와

는 달리 서수붕은 한청통상조약의 조문에 입각하여 논지를 전개하였고, 허

태신은 물적 증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국제 환경을 활용하여 대한제국을 압

박하였다. 이처럼 주한공사는 한청통상조약과 현실적인 국제 환경을 활용

하여 대한제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었다.

주한공사는 청국인이 관련된 소송 안건에도 적극 개입하였다. 한청통상

조약이 체결된 직후 영국총영사가 보유한 청국인 보호 권한이 공식적으로 

주한공사에게 이양되었다.110) 일단 소송 안건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영

사가 承審 또는 聽審을 맡았고, 주한공사는 이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

다. 그러나 한청통상조약은 영사재판권을 상호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청과 

대한제국 간의 소송 안건이 전개되는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앞서 살펴본 바 있는 팽강안의 처리 과정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111) 이 사건은 앞서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의 판결로 일단

락된 바 있으나, 1900년 원고 측이 한성부를 통해 한성총영사관에 재심을 

요청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112) 한성총영

사 오광패는 주조선영국총영사관의 판결이 합당하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한성부는 대한제국의 청심관이 재판 결과를 인정한 바 

없다는 논리로 재심을 요구하였다. 한성총영사 오광패는 마지못해 재심을 

여는 데 합의하였으나, 강운경이 인천에 있다는 이유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한참 후에 열린 재심에서도 피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원고 측은 주한공사 서수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한성부 또한 

韓關係史料�, 6129쪽.

110) �交涉局日記�(光武 3年 12月 30日), 121쪽.

111) 팽강안에 대해서는 구범진, 앞의 글, 2006, 205-227쪽 ; 이은자, 앞의 글, 2007 참

고.

112) �皇城新聞�(1900年 3月 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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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총영사 오광패의 안건 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외부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팽강안은 한성총영사관과 한성부의 손을 떠나 

상급 기관인 주한공사관과 외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재차 열린 재심에서

도 서수붕은 원고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이 격렬히 항의하였으나 

대한제국 정부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은 그대로 종결

되고 말았다. 이처럼 주한공사는 주한영사의 소송 안건 처리를 감독하는 

한편,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외교 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한공사의 활동은 합리성을 내세우고 있었으나, 이는 결국 자국

민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제국성으로 轉化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청과 대한제국의 관계가 일변한 만큼 청의 제국성은 쉽게 표출되기 

어려웠고, 오히려 대한제국이 열강을 모방해 표출하는 제국성과 경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한공사가 간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간도 문제는 18세기 白頭山定界碑의 건립으로 일단락되었다가, 

19세기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越墾하는 조선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차 

불거진 사안이었다. 1885년과 1887년 청과 조선은 乙酉·丁亥勘界會談을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간도 문제는 한청통상조약을 체

결하는 과정에서도 거론되었으나 청과 대한제국의 견해 차이는 여전히 컸

다. 결국 청측 대표 서수붕이 제안한 대로 간도 문제는 훗날 陸路通商章程

을 체결할 때 논의하는 것으로 봉합되었다.

그러던 중 1900년 의화단의 활동이 만주 지역으로 확산하자, 러시아가 

東淸鐵道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주에 출병하였다. 청은 8개국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베이징이 함락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만주 점령을 저지할 

방도가 없었다. 의화단이 진압된 후, 청은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하였고 영

국과 일본 또한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러시아는 1902년 만주에

서 단계적으로 철군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각종 이유를 들어 군대를 계속 

주둔시켰다.

이처럼 청의 만주 지배력이 꾸준히 약화하면서 지방관의 비호를 받은 韓



- 185 -

人의 犯越이 빈발하였다. 주한공사 허태신은 조회문을 발송하여 항의하는 

한편, 청과 대한제국 간의 육로통상장정 체결을 촉구하였다.113) 그러나 대

한제국 내에서는 간도 영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특히 金

魯奎의 �北輿要選�은 18세기 이래의 故土意識을 고취하는 한편, 1880년대

의 감계에서는 서양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야말로 각국의 

공사·영사들과 함께 간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여 널리 호응을 얻었

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제국이 청을 대하는 태도에도 반영되었다. 1900년

에는 전라도 관찰사가 청국인이 표류한 것을 구휼한 후 外部에 보고하자, 

외부대신서리 민종묵은 이러한 부류의 사건은 번거롭게 보고하지 말고 인

근 영사에게 공문을 보내 처리하라는 훈령을 내렸다.114) 이와 비슷한 시기 

만주 지역의 청 관료는 “한국이 자주적으로 된 이후 변계의 각 관리들이 

다시는 옛날처럼 공순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면 싸움을 찾는 경우가 누차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115) 이제 대한제국은 청을 과거와 같은 상국

이 아니라 대등한 주변국으로 여겼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일종의 경쟁국으

로 인식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은 1902년 李範允을 北間島視察使로 임명하여 

파견하였고, 1903년에는 北間島管理使로 바꾸었다.116) 이는 자국민을 보

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故土意識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자국 영토를 

팽창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제국성을 띠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때 대한제

국 外部가 청의 주한공사 허태신에 발송한 조회문은 다음과 같다.

북변 墾島는 본래 대한제국과 청의 경계 지역으로 백성이 거주하지 않고 

오랫동안 閑曠되어 있었습니다. … 최근 수십 년간 우리 백성이 건너가 

113) ｢外務部收出使大臣許台身文 附件二. 許大臣致韓外部朴照會｣(光緖 27年 10月 5日), �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430-5431쪽 ; ｢外務部收出使大臣許台身文 附件三. 許大臣致韓

外部朴照會｣(光緖 27年 10月 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431-5433쪽.

114) ｢曉諭來韓華民赴關報稅卷｣(01-41-057-02), �駐韓使館保存檔案�.

115) ｢韓官民越界焚搶曁中韓邊界交涉案(一)｣(02-35-001-01), �駐韓使館保存檔案�.

116) 대한제국의 간도 정책에 대해서는 은정태,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 �역사문제연구�17, 2007 ; 이화자, 앞의 책, 혜안, 2011, 제3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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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람이 많아졌기에 官을 파견하여 주재하며 産業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시찰 이범윤을 특별히 管理로 파견하여 간도에 駐紮하며 

모든 일을 전관하여 처리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주문

하여 재가를 받았습니다.117)

이범윤에 주어진 임무는 간도에 거주하는 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범윤의 직함이 ‘領事’가 아니라 ‘管理’인 것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간도를 한광지대, 즉 無主地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자국 영토와 같이 다스리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만약 대한제국이 간도를 외국, 즉 청의 영토로 보았다면 이범윤

은 당연히 ‘영사’라는 직함을 지녔을 것이다. 

이러한 서양 국제법의 관례를 잘 알고 있었던 주한공사 허태신은 대한제

국 외부의 조회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즉각 항의하였다. 여기서 허태신은 

간도가 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본 대신이 살피건대, 한민이 우리나라 邊地를 넘어와 개간하는 것에 대해 

귀국이 쇄환할 것을 누차 요청하였습니다. 중국과 대한제국이 정한 조약

에는 … 관원을 파견하여 국경 밖을 관리한다는 명문이 없습니다. … 하

물며 이 땅은 우리의 國土임은 명백하고 … 우리의 轄地이지 閒曠이 아

님을 알 수 있습니다.118)

여기서 邊地, 國土, 轄地라는 말은 근대적 영토 관념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간도가 청의 영토임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허태신은 대한제국이 간도를 한광지라 불러 管理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간도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어 갔

다. 허태신이 “의화단의 난으로 동삼성은 그들에게는 교섭할 일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협상을 어떻게 그칠 것인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라고 보고

117) ｢外務部收駐韓許大臣函 附件一. 駐韓許大臣收韓外部照會｣(光緖 29年 8月 8日), �淸季

中日韓關係史料�, 5693쪽.

118) ｢外務部收駐韓許大臣函 附件二. 駐韓許大臣發韓外部照會｣(光緖 29年 8月 8日), �淸季

中日韓關係史料�, 56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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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었다. 이 시기 度支部 大臣 李容翊은 허태신을 찾아

와 “강희·건륭연간의 전례를 살펴보면 간도가 모두 韓에 속하므로, 강대한 

이웃 나라가 마음대로 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수백 년 속국으로

서 은혜를 받은 바가 큽니다.”라고 하였는데,119) 이미 사라진 청과 조선의 

전통적 관계에 호소하면서도 러시아의 위협을 상기시켜 간도를 대한제국에 

양보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리고 이범윤은 “海口通

商租界 내의 商民은 대한제국 영사관의 보호에 귀속된다.”며 자신의 활동

을 정당화하였는데,120) 애초에 간도는 조계가 아니었고 자신도 영사가 아

니었으므로, 이는 허태신이 말하듯 한청통상조약을 牽强附會한 것이었다. 

허태신은 서양 국제법을 통해 대한제국의 간도 정책을 반박하는 데 힘썼

다. 이러한 허태신의 논리는 청의 기본적인 대응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

는데, 이듬해 吉林將軍 長順과 副都統 成勳 또한 “視察使는 領事가 아니

다.”라며 이범윤의 파견이 서양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121)

이처럼 주한공사 허태신이 서양 국제법의 논리를 동원하여 공세를 펴는 한

편 이범윤의 사포대가 청 군대와의 충돌로 약화하면서, 대한제국의 간도 

정책은 급격히 동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1904년 대한제국은 中韓邊界善後

章程을 체결하여 이범윤의 철수에 합의하였다.122) 1905년에는 증광전이 

주한공사로 파견될 무렵 “현재 淸·韓 양국 사이에는 圖們江의 경계 문제 

때문에 이렇다 할 정도의 문제는 없지만 일·러 전쟁의 終局을 기다려 일본 

또는 제3국의 중재를 청하여 결정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보

고한 것처럼,123) 청과 대한제국 간의 간도 문제는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

었지만, 곧 이어 청과 일본 사이에서 새롭게 발화할 소지를 남겼다.

119) ｢外務部收駐韓許大臣函｣(光緖 29年 10月 1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737-5738쪽.

120) ｢外務部收駐韓許大臣函 附件一. 許大臣發韓外部照會｣(光緖 29年 10月 25日), �淸季

中日韓關係史料�, 5746쪽.

121) ｢外務部收吉林將軍長順副都統成勳文｣(光緖 30年 1月 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805쪽.

122) ｢外務部收吉林將軍長順副都統成勳文 附件二. 延吉廳發韓交界官淸摺｣(光緖 30年 7月 

2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952쪽.

123) ｢駐韓淸國公使曾廣銓出發赴任ノ件｣(1905.1.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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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한공사는 대한제국에서 근무하면서 서양 국제법을 토대로 교섭 

안건을 처리해 나갔다. 따라서 이들은 주한공사의 경력을 인정받아 외교 

방면에서 계속 활약할 수 있었다. 특히 서수붕은 1901년 외무부가 창설되

자마자 左侍郞에 임명되었다. 증광전은 비록 실제 파견으로 이어지지는 않

았으나 1906년 駐獨公使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주한공사 경력이 

청 정부로부터 높게 평가를 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24)

3. 주한공사 재임 시기 주한공사관·영사관의 운영 양상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과 대등한 관계로 바뀌면서, 청은 주

한공사관과 주한영사관을 완비하였다. 이는 예전의 주조선상무서나 주조선

영사서에 남아 있던 전통외교의 속성을 제거하고 오로지 근대외교를 표준

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한성

상무총서, 한성총영사서로 사용되던 건물은 

각각 주한공사관, 한성총영사관으로 바뀌었

고, 인천·부산·증남포·원산 등지의 상무서는 

영사관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1900년 

제작된 漢陽京城圖에는 주한공사관과 한성

총영사관이 ‘淸公館’으로 표시되었다.125)

주한공사관에는 공사를 비롯한 여러 관원이 배속되었다. 그러나 주한공

사관의 관원 구성은 주조선상무서나 주조선영사서와는 판이하였다. 서수

124) 이와 관련하여 앞서 한국에 체류한 원세개와 당소의 또한 외무부에 중용되었다는 사

실이 눈에 띈다. 당소의는 1905년 右侍郞, 원세개는 1907년 尙書를 역임하였다. 이는 

원세개와 당소의가 교섭 사무가 번잡한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은 결

과라고 생각된다. 蔡振豊, 앞의 책, 2014, 129쪽 참고.

125) 한성총영사 오광패도 “공사관과 영사관이 같은 곳에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예전 한성상무총서, 한성총영사서로 사용되던 곳이 주한공사관, 한성총영사관

으로 계승되었음은 물론, 이것이 한청통상조약의 체결로 공식화된 사정도 파악할 수 있

다. 이찬·양보경, �서울의 옛 지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5, 71쪽 ; ｢人事

履歷、請獎｣(01-41-059-22), �駐韓使館保存檔案�, 29면 참고.

[圖3-1] 漢陽京城圖의 駐韓公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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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허태신, 증광전 재임 시기 주한공사관의 관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126)

         公使
職銜

徐壽朋
(1899-1901)

許台身
(1901-1905)

曾廣銓
(1905)

公使 1 1 1

2等參贊 1 1 1

3等參贊 1 1 1

隨員 4 3 2

英文繙譯 1 1 1

佛文繙譯 - 1 -

學生 2 2 1

供事 2 2 1

武弁 1 2 -

醫官 1 - -

合計 14 14 8

<表3-4> 駐韓公使館의 관원 구성(1899~1906)

먼저 주조선상무서의 幇辦은 주한공사관에서 참찬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리고 주조선상무서가 수원 중 한 명을 방판으로 임명하여 용산상무위원

을 겸하게 한 것과 달리, 주한공사관은 수원과 별개로 참찬을 두었다. 한

편 주조선상무서의 通事는 사라지고 繙譯만이 남았다. 通事가 上下 관계에 

있는 언어의 교환을 뜻하는 데 비해, 繙譯은 對等 관계에 있는 언어의 교

환을 뜻한다는 점에서, 이는 청이 대한제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 징후로 

주목할 만하다.127) 그 외 학생, 供事, 武弁도 주한공사관에서 새롭게 생겨

126) ｢總署收出使大臣徐壽朋文 附件一. 出使大臣徐壽朋奏摺｣(光緖 27年 3月 19日), �淸季

中日韓關係史料�, 5342-5343쪽 ; ｢總領事等 帶同 覲見 要請의 件｣(光武 5年 6月 22日). 

�淸案�2, 494쪽 ; ｢外務部收出使大臣徐壽朋文 附件一. 出使大臣徐壽朋呈報淸冊｣(光緖 27

年 6月 26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367-5383쪽 ; ｢外務部收軍機處交出許台身鈔片｣

(光緖 27年 12月 1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475-5476쪽 ; ｢外務部收駐韓許大臣文 

附件一. 駐韓大臣許台身奏摺｣(光緖 30年 4月 1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896-5897

쪽 ; ｢外務部收駐韓許大臣文 附件一. 駐韓許大臣奏摺｣(光緖 30年 5月 11日), �淸季中日

韓關係史料�, 5900-5901쪽 ; ｢外務部收駐韓曾大臣文｣(光緖 31年 8月 2日), �淸季中日韓

關係史料�, 6131쪽 ; ｢外務部收駐韓曾大臣文 附件一. 出使大臣曾廣銓奏摺｣(光緖 31年 8

月 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131-6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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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이었다.128) 이 모든 것은 주한공사관에 판리조선상무장정이 아니라 

출사장정을 적용하면서 생겨난 변화였다. 전자가 속국에 대한 규정이었다

면 후자는 외국에 대한 규정이었다는 점에서, 1898년 시점부터는 주한공

사관이 여타 공사관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129)

주한공사관의 규모는 서수붕과 허태신을 지나 증광전이 부임한 후 대폭 

축소되었다. 14명에 달하던 관원은 8명으로 줄어들었다. 증광전은 주한공

사관의 관원들이 외교 사무에 숙달되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130) 이는 

주한공사관이 고질적으로 겪어 온 재정 부족 문제 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이 갖는 중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

한공사관은 점차 韓淸關係가 日淸關係로 대체되는 상황을 대비하였다.

이 시기 주한영사관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비록 앞선 시기의 

주조선상무서와 주조선영사서에 토대를 두고 있었지만 상무서가 영사관으

로, 상무위원이 영사로 바뀌면서, 비로소 여타 국가에 설치한 영사관과 동

일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131) 가장 먼저 한성총영사관과 인천영

사관이 개설되었고 뒤이어 갓 개항된 증남포에 부영사관이 신설되었으

며,132) 경비 절감을 위해 잠시 폐쇄하였던 부산영사관도 “華商이 한일 양

127) 李文杰, 앞의 책, 2017, 339-342쪽. 

128) 學生은 일종의 실습생으로서 공사관의 업무를 보조하였고, 供事는 문서를 繕抄하였으

며, 武弁은 공사관 보호, 범죄자 단속, 각종 잡일을 담당하였다. 李文杰, 위의 책, 2017, 

6장 참고.

129) 청일전쟁 이후 청은 한국을 형식상으로는 독립국으로 대우하였다. 그러나 관념상으로

는 여전히 속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를 반영하여 중화민국 시기 편찬된 �淸

史稿�에서는 조선과 관련된 내용을 ｢屬國傳｣에 넣어 서술한 반면, 대한제국 시기는 ｢邦

交志｣를 비롯한 그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정동연, 앞의 글, 2018b 참고. 

130) ｢外務部收駐韓曾大臣文 附件一. 出使大臣曾廣銓奏摺｣(光緖 31年 8月 2日), �淸季中日

韓關係史料�, 6133-6134쪽.

131) ｢出使朝鮮大臣徐壽朋奏明改派總領事等事摺｣(光緖 25年 6月 10日), �淸光緖朝中日交

涉史料�, 1006쪽 ; ｢條約派設仁川等處領事｣(光緖 25年 9月 25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

料�, 1013쪽 ; ｢總署收出使大臣徐壽朋文 附件一. 出使大臣徐壽朋奏摺｣(光緖 25年 10月 

2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272쪽 ; ｢爲條約添設領事由｣(01-41-055-04), �駐韓使

館保存檔案�.

132) 甑南浦는 鎭南浦라고도 불렸다. 이곳은 바다로부터 제법 들어온 곳에 위치하여 풍랑

으로부터 안전하고 화물을 운반하기 편리하였기 때문에 외국 상인으로부터 상당한 관심

을 받은 항구였다. 개항 후에는 상무가 나날이 흥성하여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鎭南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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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상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설되었다.133) 그

리고 청일전쟁 이후 청 상인의 활동 범위가 계속 확장된 결과, 주한영사관

은 여러 지역의 업무를 兼管하기 시작하였다. 한성총영사관은 용산과 원

산, 인천영사관은 목포와 군산, 부산영사관은 마산포, 증남포부영사관은 평

양의 사무를 함께 처리하였다.134) 허태신이 부임한 후에는 원산영사관이 

독립하여 부영사가 청 상인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였다.135) 이 시기 주한영

사관의 구조와 위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36)

職銜

[總領事]

漢城總領事館

(兼)龍山·元山*

   位相

[總領事]

吳廣霈(1899~)

傅良弼(1901~)

陳本仁(1903~)

[領事] [副領事]

仁川領事館

(兼)木浦·群山

釜山領事館

(兼)馬山

甑南浦領事館

(兼)平壤

唐榮浩(1899~)

許引之(1901~)

周文鳳(1904~)

唐恩桐(1905~)

傅良弼(1899~)

徐學伊(1901~)

吳其藻(1904~)

姚煜(1905~)

湯肇賢(1899~)

陸淸壽(1900~)

唐恩桐(1902~)

陳光壽(1905~)

元山領事館

懿善(1902~)

邵家�(1904~)

* 원산 사무는 1902년 원산영사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한성총영사관이 관할

<表3-5> 駐韓領事館의 조직도(1899~1906)

開埠記｣, �小方壺齋輿地叢鈔� ; ｢高麗新開埠記｣, �小方壺齋輿地叢鈔� 참고.

133) ｢總署收出使大臣徐壽朋函｣(光緖 25年 10月 2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270쪽 ; ｢總

署收軍機處交出徐壽朋鈔摺｣(光緖 25年 10月 2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276-5278쪽.

134) 한성, 인천, 부산에 건너오는 청 상인의 수는 꾸준히 늘었다. 이것은 일종의 인구 압

력으로 작용하여 청 상인이 주변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

라 생각된다. 예컨대, 마산은 중국 연해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곳의 청 상인은 인

근의 부산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크다. 문은정, 앞의 글, 2002 참고.

135) ｢外務部議奏韓國元山埠復設領事｣(光緖 28年 11月 1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1271쪽.

136) �淸季中外使領年表�, 79-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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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붕이 부임하던 때만 하더라도 주한공사가 주한영사의 인사권을 행사

하였다. 이는 주한공사가 적절한 인물을 추천하면 총리아문이 추인하는 것

으로, 총판상무위원 진수당, 총리교섭통상사의 원세개, 주조선총영사 당소

의가 상무위원을 임명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예컨대 한성총영사 吳

廣霈와 증남포부영사 陸淸壽는 모두 1899년 서수붕의 수행원으로 내한한 

인물이었다. 특히 오광패는 미국, 일본, 유럽 등지의 주외공관을 두루 거치

며 외교 실무 경험을 쌓은 인물이었으므로, 서수붕이 그에게 한성총영사라

는 중책을 맡겼던 것이라 할 수 있다.137)

그러나 허태신이 부임할 무렵부터는 주한공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

신, 외무부가 적절한 인물을 선발하는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02

년 허태신이 한성총영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응답하여 외무부

가 郞中 陳本仁을 파견해 준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138) 그러나 

1904년과 1905년 증광전이 자신의 수행원이던 姚煜과 陳光壽를 각각 부

산영사, 증남포부영사로 임명한 것을 통해 볼 때 주한공사가 여전히 인사

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139)

주한영사관의 인적 구성에는 다소 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주한영사관의 

조직 구성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0)

137) 오광패는 한성총영사를 마친 다음 주일참찬으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경력을 살려 중

화민국 시기에는 淸史館에 들어가 �淸史稿�의 ｢邦交志｣를 집필하는 데 참여하였다. 정

동연, 앞의 글, 2018a, 52-55쪽 참고.

138) ｢外務部收出使韓國大臣許台身文｣(光緖 28年 12月 1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582쪽 ; ｢外務部發出使大臣許台身文｣(光緖 29年 1月 2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656쪽.

139) ｢外務部收出使韓國大臣曾廣銓文 附件三. 駐韓曾大臣呈報淸單｣(光緖 30年 11月 20

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001쪽 ; ｢外務部收駐韓曾大臣文 附件一. 出使大臣曾廣銓奏

摺｣(光緖 31年 8月 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133쪽.

140) ｢總署收軍機處交出徐壽朋片｣(光緖 25年 10月 2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278쪽 

; ｢總署收出使大臣徐壽朋文 附件一. 出使大臣徐壽朋奏摺｣(光緖 27年 3月 19日), �淸季中

日韓關係史料�, 5342-5343쪽 ; ｢外務部收駐韓大臣徐壽朋文 附件一. 出使大臣徐壽朋呈

報淸冊｣(光緖 27年 6月 26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367-5383쪽 ; ｢外務部收出使韓

國大臣許台身文 附件二. 出使韓國大臣許台身奏片｣(光緖 27年 8月 25日), �淸季中日韓關

係史料�, 5413-5414쪽 ; ｢外務部收軍機處交出許台身鈔摺｣(光緖 27年 12月 18日), �淸

季中日韓關係史料�, 5475-5476쪽 ; ｢外務部收軍機處交出許台身鈔片｣(光緖 27年 1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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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使
地域

徐壽朋 許台身 曾廣銓

漢

城

總領事 1 1 1

隨員 2 2 1

英文繙譯 1 1

供事 1

仁

川

領事 1 1 1

隨員 1 1

英文繙譯 1 1

供事 1

學生 1

釜

山

領事 1 1 1

隨員 1 1

英文繙譯 1 1

學生 1

甑
南
浦

副領事 1 1 1

隨員兼繙譯 1 1

繙譯學生 1

元
山

副領事 1 1

供事 1

學生 1

<表3-6> 駐韓領事館의 관원 구성(1899~1906)

주조선상무서와 주조선영사서가 판리조선상무장정을 토대로 운영된 것과 

달리, 주한영사관은 해외 각국에 설립된 여타 영사관과 마찬가지로 출사장

정을 따르게 되었다.141) 여기에는 대한제국이 속국에서 외국으로 바뀐 사

1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476-5477쪽 ; ｢外務部收駐韓大臣許台身文｣(光緖 28年 

12月 1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584쪽 ; ｢外務部收吏部文 附件一. 吏部奏片｣(光緖 

29年 2月 4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658-5659쪽 ; ｢外務部收使韓大臣許台身文 附

件一. 許台身奏摺｣(光緖 29年 11月 19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755-5757쪽 ; ｢外

務部收駐韓許大臣文｣(光緖 30年 11月 2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003-6009쪽 ; ｢

外務部收駐韓許大臣文｣(光緖 30年 12月 1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026-6033쪽 ; 

｢外務部收駐韓曾大臣文｣(光緖 31年 8月 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131-6135쪽.

141) 1901년 증남포부영사 육청수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미해결 안건을 처리한 후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서수붕이 출사장정을 참고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外務部收

出使大臣徐壽朋文 附件一. 出使韓國大臣徐壽朋奏摺｣(光緖 27年 6月 26日), �淸季中日韓

關係史料�, 5383-538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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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한영사관의 규모는 주조선상무서와 주조

선영사서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다. 그나마 서수붕은 영사재판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142) 허태신은 관원의 경력 단절을 방지해

야 한다는 이유로 정원보다 많은 관원을 두었지만,143) 일본의 대한제국 침

탈이 본격화된 증광전 재임 시기에는 관원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주

한영사관은 개항장마다 조직된 화상조직의 대표였던 商董의 협조를 받아 

자국인을 보호하였다.144) 한편 주조선상무서와 주조선영사서에서 通事·繙

譯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은 주한영사관에서 繙譯으로 일원화되었고, 증

광전 재임 시기에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번역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동

서양 문자에 능통한 영사가 점차 늘어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145) 비록 

“공사관을 개설한 이래 韓語를 배운 자가 없고, 공사관과 영사관이 英文을 

차용하거나 漢語를 약간 아는 자를 통역으로 고용하였기 때문에, 매번 교

섭할 때마다 장벽이 있었다.”는 반성에 따라 韓語學堂을 세우자는 건의는 

채택되지 못하였지만,146) 앞서 주조선상무서와 주조선영사서가 통역을 담

당할 인재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커다란 진전이었다. 

주한공사관과 주한영사관에서는 외교 실무 경력을 갖춘 관원들이 내부적

142) ｢出使朝鮮大臣徐壽朋奏照約派設仁川等處領事摺｣(光緖 25年 9月 25日), �淸光緖朝中

日交涉史料�, 1013쪽.

143) ｢出使條款章程並吏部保舉限制｣(02-35-010-10), �駐韓使館保存檔案�, 32면.

144) ｢總署收出使韓國大臣徐壽朋函｣(光緖 26年 4月 19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5333쪽.

145) ｢外務部收駐韓曾大臣文 附件一. 出使大臣曾廣銓奏摺｣(光緖 31年 8月 2日), �淸季中日

韓關係史料�, 6133-6134쪽.

146) 1889년 주미공사관이 설립한 中西學堂은 華敎習과 洋敎習을 두어 학생들을 교육하

였다. 이와 유사하게 1892년 원세개는 韓語學堂을 개설하여 10명의 학생을 가르쳤으나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다. 1905년 증광전이 한어학당을 새롭게 개설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곧 이어 을사조약이 체결

되면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중서학당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해서는 ｢金山、古巴、

秘魯中西學堂案｣(01-40-004-04), �駐美使館保存檔案� 참고. 한어학당의 개설에 관해서

는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 附件一. 淸摺｣, �淸季中日韓關係史料�(光緖 18年 8月 4日), 

3021-3022쪽 ; ｢外務部收軍機處交出出使韓國大臣曾廣銓鈔摺｣(光緖 31年 3月 10日), �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117쪽 ; ｢奏請在使館附設韓語學堂事｣(02-35-033-01), �駐韓使

館保存檔案� ; ｢學務大臣孫家鼐等奏覆遵議曾廣銓所議擬于譯學館添設韓語科摺｣(光緖 31

年 2月 13日), �淸代中朝關係檔案史料匯編�, 487-488쪽 ; 權赫秀, ｢近代中國第一所公立

韓國語敎育機構—袁世凱駐韓公署附設韓語學堂考｣, �當代韓國�2003(1), 20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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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났다. 주조선상무서와 주한영사서의 관원

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례도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주외공관을 통해 외교 인재를 양성하는 기조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예컨대, 吳其藻는 주한공사관 영문번역에서 출발하여 부산영사를 거

쳐 한성총영사가 되었는데, 이처럼 그가 파격적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

에는 유미유동이라는 출신 배경이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許台身은 

주한공사관 2등참찬을 거쳐 公使가 되었는데, 이는 내부 승진을 통해 주한

공사가 된 사례로 주목된다. 葛式燕과 湯肇賢은 주조선상무서 시기 書識이

라는 한직에서 출발하여 주조선영사서를 거쳐 주한공사관에서도 계속해서 

활동한 인물이다. 특히 탕조현은 주한총영사 당소의가 갑자기 귀국한 후 

대리총영사를 맡았다가 서수붕이 주한공사로 부임한 후 새롭게 개설된 증

남포부영사로 승진하였다. 이를 통해 주한공관에서 외교 실무 능력이 중시

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공사관이나 영사관의 하급 실무를 맡

아본 供事와 學生의 승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供事에서는 徐志澄과 

任克成이 隨員으로 승진한 사례가 전부이고, 學生의 승진 사례는 전무하

다.147) 주외공관에 외교 전문직을 두어 인력풀로 활용하려는 청의 의도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7) 주한공관 관원의 근무 이력에 대해서는 이은자, 앞의 글, 2009 ; Lee Eun Ja, op. 
cit., 2009 ; 이은자, 앞의 글, 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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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乙巳條約과 駐韓·駐朝鮮領事館으로의 축소

1. 韓國總領事 마정량의 위상과 활동

청일전쟁 이후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은 나날이 

증폭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삼국간섭을 주도하여 일본의 랴오둥반도 획득

을 좌절시킨 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러시아가 청과의 협상을 통해 뤼순과 

다롄을 조차하고 남만주철도 부설권까지 획득하면서, 일본의 불만은 재차 

고조되었다. 특히 일본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남만주철도의 건설로 러시아

의 진출이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였는데, 이는 러시아가 곧 의화단 진압을 

빌미로 만주에 출병함으로써 현실이 되었다. 결국 일본은 러시아와의 일전

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전쟁 준비에 돌입하였다. 일찍이 야마가타 아리

토모(山縣有朋)가 주창한 利益線과 主權線은 점차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통해 국권 수호를 위한 힘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의 후발주자였던 대한제국이 단독으로 러시아와 일본

의 제국주의 경쟁을 제어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터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 고종은 서구 열강을 활용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였다. 고종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 특사를 파견하였고, 이

를 토대로 러시아와 일본 간에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대한제국은 중립을 지

키겠노라 선언하였다. 이처럼 각국의 공사관을 통해 자주국권의 의지를 천

명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었다.148)

그러나 1904년 일본은 러시아와 개전하자마자 대규모의 군대를 한성에 

진입시켜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전시중립 선언

은 손쉽게 무시되었고, 국제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통용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곧 이어 일본은 대한제국의 보호국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대

한제국은 일본이 추천한 미국인 스티븐스(Durham Stevens)를 외교 고문

148) 서영희, ｢대한제국의 외교｣, 구대열 外, 앞의 책, 2018, 580-5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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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초빙하고, 주요 외교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일본공사와 협의해야 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명목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전임공사 허태신

과 신임공사 증광전이 각각 귀국과 부임을 알리기 위해 고종을 접견했을 

때 궁내부 고문관이었던 가토 마스오(加藤增雄)가 배석했던 것은 이를 상

징적으로 보여준다.149) 1905년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

맹을 연이어 체결하여 열강으로부터 한반도 지배를 승인받았다. 곧이어 러

시아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포츠머스조약을 통해 뤼순·다롄 조차지

와 남만주철도를 넘겨받았다. 이윽고 일본은 대한제국에 乙巳條約을 강요

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통감으로 파견하여 

시정을 감독하도록 하였다.150)

이 시기 청에서는 만주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러시아를 일본이 응징해줄 

것을 기대하는 여론이 높았다.151) 따라서 청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

화한 조치를 문제 삼지 않았다.152) 그러나 주일공사 양추가 “한국은 본래 

우리의 保護國이었습니다. 갑오년 이전과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되었으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라고 한 것처럼,153) 옛 번속을 상실한 데 대

한 아쉬움은 남아 있었다. 이에 청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행한

다는 명분으로 주한공사관의 철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곧장 수용하는 

대신 주한공사 증광전에게 각국공사가 모두 철수하는지, 그 이후의 사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하도록 지시한 채 사태를 관망하였다.154) 결국 청

은 미국을 시작으로 서구 열강이 주한공사관을 속속 철수시키는 것을 확인

한 후,155) 이듬해인 1906년에야 주한공사관을 철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149) �高宗實錄�(高宗 42年 2月 7日).

150) 서영희, ｢러일전쟁과 일본의 국권 침탈｣, 구대열 外, 앞의 책, 2018, 612-638쪽.

151) 일본이 러시아와 개전하자 청에서는 ‘환호’의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비하면 

일본의 개전이 청에 대한 침략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는 ‘경종’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유용태, �환호 속의 경종�, 휴머니스트, 2006, 1부 참고.

152) 을사조약에 대한 청 정부의 인식을 총영사 마정량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은정태, 

｢을사조약 이후 청국정부의 한국인식｣, �역사와 현실�66, 2007 참고.

153) ｢外部收駐日使臣楊樞函｣(光緖 31年 11月 1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154쪽.

154) ｢發出使韓國大臣曾廣銓電｣(光緖 31年 10月 29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1327쪽.

155) ｢外務部收駐韓總領事錢明訓函｣(光緖 31年 12月 2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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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청은 대한제국에 남아있는 청국인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였다.

영국·미국·프랑스 등의 국가는 주한공사를 이미 철수시키고 총영사를 새

롭게 파견하였습니다. … 중국과 한국은 땅을 맞대고 있고 교섭이 빈번하

며 중국 상민이 각 부두에 머물며 무역하는 자가 많으니, 마땅히 총영사

를 한국 경성에 주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156)

이처럼 청은 주한공사관의 갑작스러운 공백을 주한영사관으로 메우려 하

였다. 주한총영사에는 주일참찬으로 마침 3년 임기를 마친 馬廷亮이 임명

되었다. 마정량은 廣州同文館과 北京同文館 출신으로 총리아문에서 英文飜

譯을 지낸 바 있으므로, 주한공사를 역임한 서수붕, 허태신, 증광전 등 전

통적 지식인보다도 근대외교에 능숙한 인물이었다.157) 그러나 주한공관에

도 吳其藻, 張國威 등 외국 유학을 경험한 인물이 있었는데, 굳이 주일공

사관에서 근무하던 마정량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2品頂戴分省前先補用道 마정량은 재주가 뛰어나고 식견을 지녀 일본과 

한국의 사정을 잘 아니 … 주한총영사로 임명하여 모든 在韓商民을 통할

하여 보호하고 중국과 한국 간에 교섭 사무가 있으면 일본 통감부와 상

의하게 해야 합니다.158)

청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라는 사실에 유의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한총영사는 대한제국은 물론 일본의 사정까지 꿰뚫고 있어야 했다. 또한 

청은 마정량에 청국인 보호와 함께 일본과의 교섭 사무를 함께 맡겼는데, 

이는 명목상으로는 총영사이지만 실제로는 공사에 버금가는 지위를 부여한 

것이었다. 마정량의 관품이 앞서 주한공사를 거쳐간 관원을 능가하는 2품

이었던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한총영사의 독특한 지

위는 청의 관료들에게 낯선 것이었다. 이에 마정량은 출사장정과는 별개로 

156) ｢外務部奏摺｣(光緖 32年 1月 10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43쪽.

157) ｢奏請派員獎敘｣(02-35-060-17), �駐韓使館保存檔案�, 128-132면.

158) ｢外務部奏摺｣(光緖 32年 1月 1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43-6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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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영사관 운영을 위한 장정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159) 주일공사 

楊樞는 주한영사 관할권의 소재를 질의하였다.160) 주일공사와 주한총영사

의 권한이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외무부는 주한영사관과 관련된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여 韓國總領事

章程을 공포하였다. 이는 출사장정과는 별개로 대한제국에만 적용되는 규

정이었다. 그 중 총영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총영사는 외무부에서 해당 국가의 도성에 주재하도록 주청하고, 

모든 각 항구 영사는 총영사의 통제를 받는다. 원래 설치한 한성총영

사는 마땅히 즉시 철수해야 한다.161)

여기서 ‘漢城總領事’가 폐지되고 ‘韓國總領事’가 파견되는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성’이라는 地名 대신 ‘한국’이라는 國名이 붙게 되

었다. 즉, 을사조약에 따라 주한공사관과 그 아래 있던 한성총영사관이 철

수하고, 이를 아우르는 한국총영사관이 생겨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

한공사관이 지니고 있던 대표성도 자연스레 한국총영사관으로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총영사 마정량은 앞서 재임한 주한공사와 유사한 활동을 전

개하였지만, 대한제국이 보호국으로 전락한 상황이었으므로 합리성과 제국

성의 발현 양상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몇몇 대표적인 활동 상황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마정량은 그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던 간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간도 문제를 제기한 것

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직후였다. 이에 1907년 마정량은 총리교섭통상사의 

원세개와 주한공사들이 남긴 界圖를 면밀히 살펴, 일본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본국 정부에 송부하였다. 또한 安東商埠局의 요청에 따라 

159)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電｣(光緖 32年 1月 1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46쪽.

160) ｢外務部收駐日大臣楊樞電｣(光緖 32年 2月 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56쪽 ; ｢

外務部發駐日大臣楊樞電｣(光緖 32年 2月 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56쪽.

161) ｢外務部發駐韓馬廷亮總領事札 附件一. 外務部發駐韓馬總領事淸摺｣(光緖 32年 2月 29

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65-6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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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에 黃草坪을 비롯한 간도 협상에 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162) 그

러자 일본은 統監府間島臨時派出所를 전격 설치하였다. 이는 “淸國 內地에

서의 領事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 간도일대를 청국의 영토로 보지 않고 

所屬味定의 땅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었다.163) 이를 놓고 新軍監督 吳綠

貞을 비롯한 청 관료들은 대한제국이 이범윤을 영사관이 아니라 북간도관

리사를 파견했던 것과 동일한 수법이라고 맹비난하였다.164) 마정량 또한 

통감부를 직접 방문하여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였다. 당시 통감 이토 히로

부미는 본국의 외무대신 하야시 타다스(林董)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10월 29일 경성 주재 청국총영사는 본관을 내방하여 외무부의 답전을 보

여 주었음. 그 요지는 본관의 호의에 감사함과 동시에 우선 사이토(齋藤)

에게 철퇴를 명할 것을 요구하고 철퇴 후 협상을 시작하자고 말함에 있

었으므로 본관은 상세히 간도 주재 청국 관헌의 폭행을 이야기하고 사이

토를 철퇴시킬 수 없다는 사정을 간곡히 설명하고, 속히 본국 정부에 전

보하여 일본 정부도 경계 결정의 협상을 개시하고 필요한 위원을 임명하

도록 품신하라고 말했음.165)

일본이 통감부간도임시파출소를 설치한 것은 일차적으로 청과 일본 간의 

문제였지만, 이와 동시에 청과 대한제국 간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일본이 

청의 지방관과 韓人 사이의 분쟁을 빌미로 삼아 간도로 출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간도 문제는 일본과 대한제국 양쪽 모두와 관련되었으므

로, 한국총영사 마정량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간도 문제에 

개입할 움직임을 내보였다. 일본은 간도 영유권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열강의 간섭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철도 부설을 비롯한 이권을 얻어내는 

데 만족하기로 하였다. 마정량은 이러한 일본의 동향 변화를 감지하여 청 

162) ｢界務卷｣(02-35-054-01), �駐韓使館保存檔案�.

163) �譯註 統監府間島臨時派出所紀要�, 235쪽.

164) 李樹田(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譯), �間島의 領有權問題 : 中國의 입장�, 외교안보연

구원, 1990, 246쪽.

165) ｢往電第177號｣(1907.11.05.), �統監府文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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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신속히 보고함으로써,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는 발판을 마련하

였다.166) 통감부가 “금년 9월 4일 日·淸 양국 간에 間島에 관한 협약이 성

립한 결과 間島는 다른 滿洲 지방과 같이 일본영사의 관할권에 속하고 同

地의 統監府 臨時出張所는 이를 철퇴하고 同地 주재 우리 헌병과 한국 경

찰관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처럼,167) 이제 간도에는 

일본영사가 주재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이 간도를 외국, 즉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정량은 청과 일본 사

이에 간도 협상이 타결되는 윤활유 역할을 하였다.

한편 마정량은 청국조계에 대한 규정도 정비하였다. 청국조계의 존립 근

거는 청일전쟁으로 이미 사라진 상태였으나, 청과 대한제국의 묵인 속에서 

계속 유지되어 토지 소유권, 경찰권 등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하였다. 이에 

1907년 마정량은 통감부 총무장관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에게 청국

조계의 지도를 작성하고 지세 문제를 명확히 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협상의 

물꼬를 텄다. 곧 이어 1909년에는 통감부 외무부장 나베시마 게이지로(鍋

島桂次郞) 등과 협상하여 기존의 청국조계 범위를 그대로 인정할 것을 요

구하였다.168) 이로써 청국조계를 새롭게 측량하여 공식화하는 합의안이 도

출되었고, 이는 1910년 인천·부산·원산 3개 항구에 대한 淸國租界章程(淸

國居留地規程)으로 귀결되었다. 그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앞으로 조계가 혼잡해지면 새롭게 협의하여 거주지를 확충함으로

써 청국 인민이 거주하도록 하고, 청국 인민 또한 편리한 대로 각

국조계 내에서 거주하며 무역할 수 있다.

제3조. 조계 구역을 조사한 다음에는 토지세를 거둬들인다. 

제4조. 토지를 조차한 자는 매년 양력 12월 15일 내에 다음 해 1년 치의 

166) 청일 간의 간도협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이규수, ｢일본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

과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 �담론201�9(1), 2006 ; 최덕규,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

과 간도협약(1905-1910)｣, �역사문화연구�31, 2008 ; 이성환, ｢일본의 간도 정책 : 일

본외교문서를 중심으로(1906~1909)｣, �대한정치학회보�25(1), 2017 참고.

167) ｢明治四十二年中外務部取扱重要事項｣, �統監府文書�, 53-54면.

168) 마정량과 통감부 측이 청국조계 설정에 관해 논의한 내용은 �淸國居留地設定委員會

見筆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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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를 완납해야 한다. 

제8조. 조계 구역을 영원히 조차하는 자는 본 장정이 시행 후 1년 내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증거를 청국 領事官을 거쳐 理事官에 제출하

여 새로운 지계 발급을 요청한다. 

제14조. 이후 본 장정을 수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청일 양국 정부가 

위원을 파견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169)

이처럼 마정량은 청국조계 전체를 놓고 통감부와 담판을 벌였다. 청일전

쟁 이전 각 개항장의 상무위원이 개별적으로 화상지계장정을 체결하였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마정량이 체결한 청국조계장정은 대

한제국 내 청국인의 거주 및 상업 활동을 공인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이 청국조계에 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허용하는 

계기가 되었다.170) 마정량은 “화교를 보호하고 상무를 살피는 데 성실하였

다.”는 평가를 받았지만,171) 청 상인의 상황은 날로 악화하였다. 1906년 

각 항구의 영사가 청국인의 상업 현황을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인천영사는 

“대개 일한협약이 체결된 후 … 영업하는 일본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하였고, 부산영사는 “일한협약이 체결된 후 그 우선권은 실로 최고에 달하

였다.”고 하였으며, 증남포부영사 또한 “일한협약 이래 … 이 항구에서는 

나날이 일본인의 경영이 번영하고 있다.”며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였다.172)

이처럼 마정량은 간도와 청국조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합리성을 내세웠으

나, 이는 일본이 표출하는 제국성에 대처한다는 수세적 특성을 띠고 있었

다. 마정량이 한청어업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청국어민이 조선 연해에서 조업 활동을 전개한 시점은 17세기 후반

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는 그동안 ‘漁採匪民’이라고 하여 불법으로 규

정되어 왔다.173) 그러나 19세기 후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169) ｢新定仁川、釜山、元山租界謄本｣(02-35-055-01), �駐韓使館保存檔案�, 24-38면.

170) 한국 내의 청 조계가 변모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박준형, ｢청국조계와 ‘한국병합’｣, 

�도시연구�6, 2011 참고.

171) ｢總領事留任改爲實官｣(02-35-060-20), �駐韓使館保存檔案�, 4면.

172) ｢各口商務情形：各口商務情形(一)｣(02-35-056-01), �駐韓使館保存檔案�, 12, 16, 38면.

173)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조선과 청의 어업분쟁에 대해서는 김문기,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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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어민의 조업은 합법화되었고, 이후 서해안에는 청어와 갈치를 잡으러 

온 청국어선이 급증하였다. 같은 시기 일본 또한 어업권을 획득하여 조선

의 바다로 진출하였다. 하지만 청일전쟁으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폐기

되면서 청국어민의 조업활동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청은 주한공

사 서수붕과 허태신을 통해 어업협정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대한제국의 반

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청국어민의 불법조업은 계속되

었다. 결국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1908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다음에야, 청과 통감부 사이의 어업협정이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

게 되었다.

일본은 통감부 外事局長 고마쓰 미도리(小松綠)를 통해 마정량에게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 의사를 여러 차례 타진해 왔다. 이에 마정량은 “한국 정

부는 최근 어업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어선이 

한국에 가면 명백히 장정을 어기는 것이 되어 해관의 순찰선에 의해 나포

될 것입니다.”라며 어업협정을 체결할 것을 청 정부에 건의하였다.174) 그

러나 직예·봉천·산동 지역의 독무들은 어업협정을 체결하면 일본어선의 진

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마정량의 의견에 일제히 반대하였다. 결국 청 정

부는 청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선에서 일본의 어업협정 체결 요구

를 회피하려 하였다. 마정량 또한 어업협정이 “因小大失하여 후환을 남기

는 것”이라며 청 정부의 입장에 따르기로 하였다.175)

그러나 일본이 청국어선의 조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본격화하

자, 청 정부는 마정량에게 청국어선의 조업이 일종의 무역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협상하게 하였다.176) 이에 마정량은 통감부 外務總長 나베시마 게

이지로(鍋島桂次郞)를 만나 “어선이 한국에 오는 것 또한 무역인데 어찌 

岐視할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은 捕魚는 무

기 조선과 청의 어업분쟁｣, 이근우 外,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2008 참고.

174)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文｣(光緖 34年 12月 2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834-6835쪽.

175)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函｣(宣統 元年 3月 1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866쪽.

176) ｢發駐韓總領事馬廷亮電｣(宣統 元年 3月 24日), �淸宣統朝中日交涉史料�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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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한편, 어업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청국어선을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하였다.177) 일본은 군함까지 동원하여 청국어선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한일병합이 되기도 전에 서해를 장악하였다.178) 이처

럼 마정량은 조약을 통해 어업분쟁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이는 청과 일본 

양쪽 모두에 의해 거부되었다. 결국 일본은 현실적인 힘의 우위를 앞세워 

대한제국의 바다를 장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총영사 마정량의 활동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었

다. 그러면서도 마정량은 대한제국의 各部大臣 교체,179) 제3차 한일협약의 

체결,180)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을 연이어 보고하였다.181) �官報�에 실린 

대한제국의 관제 개편 내용과,182)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을 순행하는 

일정까지도 면밀히 파악하였다.183) 이는 청의 주외공관이 정보 수집 활동

을 한층 강화해 가던 당시 흐름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청의 주한영사관의 

시선은 대한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청 정부 내에서 “대

한제국 정부는 알맹이 없이 이름만 남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과 다름없다.”

는 인식이 생겨난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184)

그래서 마정량은 대한제국에 주재하면서도 정작 대한제국의 관료들과 접

촉하는 일은 드물었는데, 예외적으로 김윤식과만 수차례 교유하였다. 1908

년 마정량은 한국총영사관이 주최한 茶話會에서 김윤식을 만났다. 마정량

은 김윤식이 원세개와 교분이 깊다는 것을 알고 원세개의 사진을 전해주었

으며, 김윤식이 쓴 서신을 원세개에 보내주기도 하였다. 이들의 교유는 

177)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函｣(宣統 元年 4月 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873-6874쪽.

178)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한일병합에 이르는 시기 한국의 바다를 둘러싼 청일 양국

의 갈등에 대해서는 김문기, ｢氣候, 바다, 漁業紛爭｣, �중국사연구�63, 2009 참고.

179)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稟｣(光緖 33年 5月 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446쪽.

180) ｢外務部收駐韓總領事馬廷亮函 附件一. 日署使開送淸摺｣(光緖 33年 6月 18日), �淸季

中日韓關係史料�, 6480-6481쪽.

181) ｢駐韓總領事馬廷亮致外務部電｣(光緖 33年 6月 24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1356쪽.

182)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信｣(光緖 34年 2月 1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730-6765쪽.

183) ｢駐韓總領事馬廷亮致外務部電｣(光緖 34年 11月 3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1415

쪽 ; ｢駐韓總領事馬廷亮呈外務部電｣(光緖 34年 12月 14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1417쪽.

184) ｢密陳日韓訂立新約摺｣(光緖 33年 7月 3日), �袁世凱全集�16, 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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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마정량이 주일총영사로 전근할 때까지 계속되었다.185) 이 시기 김

윤식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기는 하였다.186) 따라서 마정량에 있어 김윤식

은 신뢰할 만한 인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윽고 한일병합으로 청과 대한제국의 관계가 공식 종료되었다. 마정량

은 한일병합조약이 발표되기 전에 통감부로부터 이를 미리 통보받았으므

로, 대한제국의 황제가 李王으로 격하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다는 사

실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187) 사실 제1·2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시기를 

전후하여 韓中關係는 이미 日中關係로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일병합

조약이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청의 주한영사관은 대한제국과 체결한 한청통상조약에 따라 설립된 것이었

으므로,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존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청과 일본 간의 관계 속에서 모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청이 일본에 주외공관을 설립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청일수호조규였

으나, 이는 청일전쟁의 개전과 동시에 폐기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896

년 청과 일본은 淸日行船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주외공관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조. 대청국대황제폐하와 대일본국대황제폐하, 그리고 양국신민은 모두 

영원히 和好를 맺고 우의를 돈독히 한다. 만일 피차의 신민이 僑

寓할 때는 가족과 재산을 모두 보호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한다.

제2조. 대일본국대황제폐하는 중국 베이징에 秉權大員을 파견하여 주찰할 

185) �續陰晴史�下, 254, 262, 264, 380쪽.

186) 황재문 ｢전통적 지식인의 망국 인식: 김윤식·김택영·박은식의 경우｣, �한국문화�52, 

2010, 2장.

187) ｢駐韓總領事馬廷亮呈外務部電｣(宣統 2年 7月 22日), �淸宣統朝中日交涉史料�5, 23면 

; ｢駐韓總領事馬廷亮呈外務部電｣(宣統 2年 7月 23日), �淸宣統朝中日交涉史料�5, 23면 ; 

｢駐韓總領事馬廷亮呈外務部電｣(宣統 2年 7月 24日), �淸宣統朝中日交涉史料�5, 24면 ; 

｢駐韓總領事馬廷亮呈外務部電｣(宣統 2年 7月 25日), �淸宣統朝中日交涉史料�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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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 대청국대황제폐하는 일본 도쿄에 秉權大員을 파

견하여 주찰할 수 있도록 한다. 양국이 파견한 병권대원은 각국공

법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지닌다. 

제3조. 대일본대황제폐하는 … 총영사, 영사, 부영사 및 대리영사를 중국

이 이미 개방하였거나 앞으로 통상을 허락할 항구와 도시에 파견

한다. … 대청국대황제폐하 역시 총영사, 영사, 부영사 및 대리영

사를 일본이 지금이나 나중에 다른 나라 영사를 허락하는 곳에 파

견한다.

…

제22조. 일본신민이 중국에서 법을 어겨 피소된 경우 일본관원이 심리한

다. … 중국신민이 중국에서 법을 어겨 일본인에게 피소된 경우 

중국관원이 심리한다.188)

청일행선통상조약은 청일전쟁 이후 달라진 양국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청과 일본은 서로 공사, 영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호 대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에서 영사재판권을 향유할 수 있었지

만, 중국이 일본에서 영사재판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

았다. 따라서 청일행선통상조약은 청일수호조규를 대신하였으나, 실제로는 

불평등성이 한층 강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청일행선통상조약은 한일병합 이후 청이 주한영사관을 주조선영

사관으로 개칭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비록 한청통

상조약이 폐기되었지만, 한청관계를 일중관계로 바꾸어 청일행선통상조약

을 적용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조선영사관에서는 기존에 파견

된 영사들이 그대로 남아 예전처럼 업무를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주조선

영사관이 일본을 상대로 영사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에 위

기감을 느낀 마정량은 일본이 “각국의 조약을 폐기하고 영사재판권을 회수

한 것은 총영사 등과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며 청 정부에 공식 지침을 내

려줄 것을 청원하였다.189) 이와 동시에 청 상인에게는 “특히 행동거지를 

188) ｢總署收全權大臣張蔭桓文 附件五. 淸摺｣(光緖 22年 6月 24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 4878-4883쪽.

189) ｢外務部收駐韓總領事馬廷亮信｣(宣統 2年 8月 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7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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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 事端을 일으켜 스스로 수치와 모욕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

다.190) 그러나 일본이 “한국은 이미 합병되었으므로 이후 외국 군함이 입

항하려면 … 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는 등 각국의 접

근을 차단하려 하였으므로,191) 청 정부 차원에서 주조선영사관을 지원하기

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서구 열강 또한 주일공사관으로 하여금 조

선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흐름 속에서,192) 청의 주조선영

사관이 갖는 위상 또한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2. 마정량 재임 시기 주한·주조선영사관의 운영 양상

을사조약으로 주한공사관이 철수하면서 주한영사관에는 큰 변화가 나타

났다. 주한영사관은 주한공사관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여 그 위상이 상승하

였다. 이 무렵 청 정부가 주외공관 제도를 개편한 것이 곧 주한영사관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주한영사관의 활동

은 점차 위축되었고, 한일병합 이후에는 주한영사관이 주조선영사관으로 

바뀌면서 한청관계가 점차 일청관계로 변모하였다. 1908년 大韓帝國地圖

의 揷圖인 京城(尹炯斗 所藏)에는 明禮坊 서쪽에 한국총영사관의 외곽선만

이 표시되어 있고, ‘淸館’이라거나 ‘淸公館’

이라는 표기는 생략되어 있다. 이는 주한공

사관이 철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

각된다. 그 맞은편 원구단이 있는 자리에도 

아무 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또한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하고 

고종이 퇴위당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93)

190) ｢外務部收駐韓總領事馬廷亮函｣(宣統 2年 8月 25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7133쪽.

191) ｢外務部收出使日本大臣汪大燮文｣(宣統 2年 9月 1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7152쪽.

192) ｢駐日本大臣汪大燮致外務部電｣(宣統 2年 10月 10日),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6, 1면.

193) 이찬·양보경, 앞의 책, 1995, 71쪽.

[圖3-2] 大韓帝國地圖의 駐韓公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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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주한·주조선영사관의 총영사로는 줄곧 마정량이 재임하고 있었다. 

이 시기 주한영사관의 구조와 위상은 다음과 같다.194)

   職銜

[總領事]

韓國總領事館

(兼)龍山

                   位相

                 【公使】

馬廷亮(1906~)

          [領事]   [副領事]     【(副)領事】

仁川領事館

(兼)木浦·群山

釜山領事館

(兼)馬山

甑南浦領事館

(兼)平壤
元山領事館

唐恩桐(1905~)

賈文燕(1909~)

賈文燕(1906~)

王邦藩(1909~)

張國威(1906~) 黎子祥(1906~)

馬永發(1909~)

<表3-7> 駐韓領事館의 조직도(1906~1910)

이 시기 주한영사관은 한성에 설치된 한국총영사관이 인천·부산·증남포·

원산영사관을 관할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외형상으로 볼 때, 주한공사관

이 철수하기 전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한국총영사관이 용산, 인천

영사관이 목포와 군산, 부산영사관이 마산, 증남포영사관이 평양의 사무를 

함께 관할한 것은 물론, 인천과 부산에 영사, 증남포와 원산에 부영사가 

파견된 것도 앞선 시기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주한영사관의 위상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주한공사관이 

철수하면서 총영사 마정량이 사실상 공사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마정량은 관할 지역, 즉 인천·부산·증남포·원산의 (부)영사에 대한 인

사권을 쥐고 있었다. 이는 청이 마련한 한국총영사장정에도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었다.

194) �淸季中外使領年表�에 나타난 관원의 임면 연도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를 �淸季中日韓關係史料� 등을 참고하여 바로잡는다. �淸季中外使領年表�, 79-80쪽 ;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申 附件一. 駐韓馬總領事呈報淸摺｣(光緖 32年 7月 2日), �淸季中

日韓關係史料�, 6291쪽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文｣(宣統 元年 5月 28日), �淸季中日韓

關係史料�, 6900쪽 ; ｢外務部奏摺 附件一. 外務部呈報淸摺｣(宣統 元年 7月 24日), �淸季

中日韓關係史料�, 6985-6986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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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영사가 대동하는 수원, 번역, 供事, 무변 등은 총영사가 인원 숫자를 

결정하여 이력을 보고하면 외무부가 검토한다.

1. 각 항구의 영사는 총영사가 적당한 자를 인선하여 외무부에 보고하면 

살펴본 후 파견하여 충당한다.195)

청이 설립한 주외공관에서는 공사가 관할 지역 내의 영사에 대한 인사권

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주외공사관의 수가 많지 않았던 만

큼, 하나의 주외공사관이 여러 국가와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

행에 따른다면 주한공사관이 철수한 후에는 주일공사관이 주한영사관의 인

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주일공사 양추가 주한영사의 

임명권에 대해 질의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에서는 

총영사가 영사는 물론 그 휘하의 수원, 번역, 供事, 무변 등을 임명하였고, 

한 발 더 나가 그 숫자까지 재량껏 결정할 수 있었다. 마정량은 총영사로 

부임하면서 인천영사 외에는 모두 자신이 새로운 영사를 추천하였고, 외무

부는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다.196) 따라서 인사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

정량은 사실상 공사와 다를 바 없었다.

이는 마정량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주한영사관에 대거 근무하

고 있었던 데서 더욱 잘 드러난다. 마정량은 1906년 兄弟 馬長亮을 한국

총영사관 學生으로, 1907년 四寸 馬永發을 인천영사관 隨員으로 임명하였

다. 마장량은 외교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없었고, 마영발은 駐獨公使館

에서 學生과 隨員을 지낸 인물이었다. 이후 마장량은 부산영사관에서 供事

와 書記生을 맡았고, 마영발은 1909년 곧장 원산부영사로 승진하였다.197)

195) ｢外務部發駐韓馬廷亮總領事札 附件一. 外務部發駐韓馬總領事淸摺｣(光緖 32年 2月 29

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65-6266쪽.

196)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申｣(光緖 32年 7月 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90쪽 ;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申｣(光緖 33年 8月 29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587쪽 ; ｢外務

部收駐韓馬廷亮總領事文｣(光緖 34年 1月 29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728쪽 ; ｢外務

部收駐韓馬總領事文 附件一. 駐韓馬總領事呈報淸摺｣(宣統 元年 5月 28日), �淸季中日韓

關係史料�, 6902쪽.

197) ｢奏請派員獎敘｣(02-35-060-17), �駐韓使館保存檔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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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람은 중화민국 시기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나갔는데, 특히 마영발

은 1937년까지 원산부영사로 근무하다가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汪精衛의 

국민정부에 가담하여 신의주영사, 경성총영사를 역임하며 거물급 인사로 

성장하였다.198) 이들이 승승장구한 배경에 마정량이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마정량은 1913년 요코하마영사로 전출하기 전까지, 그리

고 1920년부터 1924년까지 경성총영사를 지내는 동안, 이들의 든든한 후

원자 역할을 하였다.

주한영사관의 독특한 위상은 인원 구성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 시기 

주한영사관의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9)

漢城 仁川 釜山 甑南浦 元山

總·正·副領事 1 1 1 1 1

隨員 2→3 1 0→1→0→1 0→1 0→1

東文·英文繙譯 1 0→1 0 0 0

供事 1→2 0 0→1 1→0→1 0→1

學生 1→2→0 0 1→0→1→0 0→1→0 1→0→1→0

合計 7→9→7 2→3 2→3 2→3 2→1→2→3

<表3-8> 駐韓領事館의 관원 구성(1906~1909)

마정량은 부임 직후 주한영사관 조직을 정비하는 데 힘썼다. 이 과정에

서 한성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의 관원 수는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대폭 증

198) 마영발의 이력 및 활동에 대해서는 이은상, ｢중화민국 시기 주조선 영사관원의 이력

과 활동 -마영발의 사례-｣, �사총�94, 2018 참고. 

199) ｢外務部收駐韓總領事馬廷亮函｣(光緖 32年 閏4月 6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81

쪽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申｣(光緖 32年 7月 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91쪽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申｣(光緖 32年 10月 1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347쪽 ; ｢外

務部收駐韓馬總領事申｣(光緖 32年 10月 1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348쪽 ; ｢外務

部收駐韓馬總領事呈｣(光緖 32年 12月 11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372쪽 ; ｢外務部

收駐韓馬總領事呈｣(光緖 33年 2月 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378쪽 ; ｢外務部收駐

韓馬總領事申｣(光緖 33年 4月 16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405쪽 ; ｢外務部收駐韓馬

廷亮總領事申｣(光緖 33年 11月 1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670쪽 ; ｢外務部收駐韓

馬廷亮總領事文｣(光緖 34年 1月 29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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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는데, 이는 앞서 주한공사관에 소속된 관원 수에 필적하는 것이었

다. 인천, 부산, 증남포, 원산의 영사관에도 수원이 충원되면서 관원 수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처럼 주한영사관의 관원이 늘어

난 것은 주한공사관이 철수하면서 생겨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실제 마정량은 주한영사관이 영사재판권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하는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생으로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供事, 수원 등으로 승진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에 들어와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실제 원산학생 錢承棨는 釜山供事를 거쳐 부산수원, 

증남포학생 黃長漣은 甑南浦供事, 원산학생 脫佐邦은 元山供事, 한성학생 

保瑞雲은 漢城供事, 부산학생 馬長亮은 釜山供事로 승진하였다. 그 중 보

서운은 일본 유학을 마친 인재였다.200) 이처럼 마정량이 재임한 시기 주한

영사관에서는 외교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이 자체 양성되고 있었다.

한편 이 무렵 청 정부는 新政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앞서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는 무술변법을 탄압한 바 있지만, 의화단운동 이후 瓜分의 

위기에 처하면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광서제는 上

諭를 발표하여 체제 전반을 개혁할 것을 선언하였다. 과거제가 폐지되고 

欽定憲法大綱이 반포되었으며 자의국과 자정원이 개설되는 등 입헌군주제

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었다.201) 이러한 분위기는 외교 제도

의 개편을 자극하였다.

1907년 청 정부는 신출사장정을 마련하여 주외공관 제도를 대폭 개편하

였다. 특히 신출사장정에는 주외공관의 운영 방식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주외공관의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신출사장정에 나타난 주

한영사관의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2)

200)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申｣(光緖 32年 7月 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90쪽 ;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申 附件一. 駐韓馬總領事呈報淸摺｣(光緖 32年 7月 2日), �淸季中

日韓關係史料�, 6291쪽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呈｣(光緖 33年 2月 2日), �淸季中日韓

關係史料�, 6378쪽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申｣(光緖 33年 4月 16日), �淸季中日韓關係

史料�, 6405쪽 ; ｢外務部收駐韓馬廷亮總領事文｣(光緖 34年 1月 29日), �淸季中日韓關係

史料�, 6727쪽.

201) 김형종, �淸末 新政期의 硏究 : 江蘇省의 新政과 紳士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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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總領事館 仁川·釜山·甑南浦·元山領事館

總·正·副領事 1 1

2等通譯官 1 1

2等書記官 1 1

3等書記官 1 -

合計 4 3

<表3-9> 新出使章程에 따른 駐韓領事館의 관원 규정

이처럼 신출사장정은 주한영사관이 3~4명의 관원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

었다. 이는 주일영사관이 요코하마에 총영사, 2등통역관, 2등서기관, 3등서

기관, 고베와 나가사키에는 영사, 2등통역관, 2등서기관으로 각각 3명씩 

두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203) 그러나 신출사장정이 바로 적용된다면 

주한영사관은 관원의 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마정량

은 주한영사관에 한하여 신출사장정의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작년 주한공사를 철수시키고 새롭게 총영사를 파견하여 한국의 경성에 

주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주한공사가 모든 일을 도맡았기 때문

에, 한성총영사가 중요 교섭 안건이나 각국과의 왕래를 신경 쓸 필요 없

으므로 업무 처리가 간단하던 것과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모든 일

을 公使의 舊例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이는 각국의 주한총영사관과 대략 

동일한 것입니다. … 또한 각 항구의 영사는 治外法權을 지니고 있습니

다.204)

마정량은 한국총영사가 옛 公使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각지의 영사는 

치외법권을 행사한다는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청의 주외공관 전체를 통틀

어 볼 때, 총영사가 공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영사가 치외법권

을 행사하는 것은 주한영사관이 유일하였다. 이에 마정량은 주한영사관의 

202) ｢外務部收駐韓總領事文｣(光緖 33年 5月 1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456-6457쪽.

203) ｢外務部奏議覆出使法國大臣奏請變通出使章程摺｣, �大淸光緖新法令�4, 56면.

204) ｢外務部收駐韓總領事文｣(光緖 33年 5月 1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4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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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를 감축하도록 한 신출사장정을 즉각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

혔다. 결국 주한영사관의 관제 개편은 현직 관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

류되었다. 

주한영사관의 관제 개편은 1909년 마정량이 3년 임기를 마친 후에야 이

루어질 수 있었다. 청은 주한총영사를 實官으로 격상시킨 후, 그 자리에 

마정량을 연임하도록 하였다.205) 그리고 주한영사관에는 신출사장정을 전

면 적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총영사관이 네 곳의 영사관을 관할하여 사무가 

번잡하고, 각 영사관마다 치외법권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원수는 다

소 늘렸다. 이처럼 신출사장정의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도 주한영사관의 특

색을 반영하여 결정된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206)

漢城 仁川 釜山 甑南浦 元山

總·正·副領事 1 1 1 1 1

2等通譯官 1 - - - -

3等通譯官 - 1 - - -

1等書記官 1 - - - -

2等書記官 1 0→1 0→1 0→1 0→1

3等書記官 1 1→0 1→0 1→0 1→0

書記生 2 - 1 1 1

合計 7 3 3 3 3

<表3-10> 駐韓領事館의 관원 구성(1909~1910)

205) ｢總領事留任改爲實官｣(02-35-060-20), �駐韓使館保存檔案�, 8면 ; ｢外務部請將駐韓

總領事馬廷亮改充實官摺｣(宣統 元年 閏2月 21日), �淸宣統朝中日交涉史料�1, 24면.

206)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文｣(宣統 元年 3月 1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864쪽 ;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致參丞信｣(宣統 元年 5月 2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898쪽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文｣(宣統 元年 5月 2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900-6901쪽 

; ｢外務部奏摺｣(宣統 元年 7月 24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984쪽 ; ｢外務部請以陳秉

焜等試署駐韓領事通譯各缺摺 附件一. 名單｣(宣統 元年 7月 24日), �淸宣統朝中日交涉史

料�3, 29-30면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文｣(宣統 元年 12月 4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 7058쪽 ; ｢總領事留任改爲實官｣(02-35-060-20), �駐韓使館保存檔案�, 9-12면 ; ｢

通牒 第618號｣(隆熙 3年 10月 19日), �宮內府來文�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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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영사관의 관제에서 번역은 통역관으로, 수원은 1~3등 서기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供事와 학생은 통합되어 신출사장정에는 규정되지 않았

던 서기생에 편입되었다.207) 청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신출사장정은 일

본의 외교 관제를 참고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주한영사관의 독특한 상황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한영

사관은 신출사장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예전과 동일

한 정원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인천·부산·증남포·원산영사관에 두었던 3등

서기관은 곧 2등서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이는 휴가 등의 사유로 영사가 자

리를 비운 경우, 3등서기관이 영사의 임무를 대신하기에는 직급이 지나치

게 낮다는 이유에서였다.208) 주한영사관 관원에 대한 대우 또한 개선되었

다. 봉급이 전체적으로 인상되었고, 그동안 별도로 봉급을 지급받지 못했

던 학생은 서기생이 되면서 정식 봉급을 받게 되었다.209) 이를 통해 주한

영사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총영사 마정량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주한영사관은 마치 주한공사관과 같은 규모와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1910년 청 정부는 各使館領署預算辦法을 공포하였다. 이는 외무부에서 

주외공관의 예산을 수립하고 지출하는 과정을 관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 앞으로는 각처에서는 관원을 늘리거나 公費를 늘려줄 것을 요청할 

207) ｢外務部收駐韓總領事文｣(光緖 33年 5月 13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458쪽.

208)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致參丞信｣(宣統 元年 5月 2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898

쪽.

209) 1908년 주한영사관이 지급하는 봉급은 총영사 500냥, 영사 180냥, 부영사 100냥, 

수원 50~80냥, 번역 50~80냥, 供事 40냥이었다. 1909년에 신출사장정이 적용되면서 

주한영사관이 지급하는 봉급은 총영사 500냥, 영사 200~240냥, 서기관 120~180냥, 

통역관 120~180냥, 서기생 70~80냥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더해 마정량은 주한영사관 

일부 관원의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이 청 정부로

부터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다.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申 附件一. 駐韓馬總領事呈報

淸摺｣(光緖 34年 8月 16日), 6813쪽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文｣(宣統 元年 5月 2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901쪽 ; ｢外務部收駐韓馬總領事文 附件二. 駐韓馬總領事呈報淸

摺｣(宣統 元年 5月 28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90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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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불가피하게 늘리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요청하면 외무부가 검토하여 이듬해에 참작하여 처리

한다.210)

이와 함께 외무부는 주외공관으로 하여금 최근 3년간의 재정 내역을 신

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마정량은 주한영사관의 재정 지출이 영

사의 재량껏 이루어지던 관행을 폐지하고, 최근 3년간의 재정 내역을 상세

히 보고하였다.211) 이로써 주한영사관의 재정 지출은 외무부의 실질적인 

관할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청이 외교 방면에서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주한공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주한영사관이 주한공사관의 공백을 메우도록 한 것은 대한제국이 

보호국으로 전락한 과도적 상황에 대응하는 임시 조치였다. 주외공관 제도

의 원칙상 영사관은 어디까지나 공사관의 하위 조직에 해당하였기 때문이

다. 더욱이 한일병합이 가시화하고 청과 대한제국의 외교 관계가 유명무실

화하면서 주한영사관의 권한은 점차 약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는 

한국총영사장정에도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었다.

1. 만약 영사와 일본 理事處가 상의하는 일이 긴요한 것은 총영사와 일본 

統監府에 보고하여 상의한다. 수시로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할 일 외에는 출사일본대신에게 보고한다.

1. 총영사서 및 인천, 부산, 원산, 증남포의 네 곳 영사서의 매년 경비는 

외무부에 보고한다. … 의주가 개항될 것을 기다려 영사를 증설한

다.212)

먼저 한국총영사관의 중요 안건은 주일공사관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동안 주한영사관을 관할하던 주한공사관이 사라진 상황이었으므로, 주한

210) ｢預算清冊並各館收支經費｣(02-35-060-22), �駐韓使館保存檔案�, 3면.

211) ｢預算清冊並各館收支經費｣(02-35-060-22), �駐韓使館保存檔案�.

212) ｢外務部發駐韓馬廷亮總領事札 附件一. 外務部發駐韓馬總領事淸摺｣(光緖 32年 2月 29

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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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을 주일공사관의 관할 아래에 두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총영사

관은 대한제국의 외부가 아니라 일본의 통감부와 교섭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맞춰 각 지방의 영사관도 대한제국의 감리서가 아니라 일본의 이사처

와 교섭하게 되었다. 한편 이 무렵 일본이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박탈하면

서, 청의 영사재판권은 위협받게 되었다. 외무부는 “현재 한국 사법권이 

일본에 귀속되었지만, 청은 이미 체결한 조약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 영사

재판권을 스스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였지만,213) 주한영사관에

서 일본을 상대로 영사재판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한일병합 이후에도 주한영사관의 운영 양상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

았다. 다만 청이 멸망하기 직전인 1911년 신의주에 영사관이 증설되었다

는 점이 눈에 띈다. 청은 마정량이 한국총영사로 부임할 때부터 “신의주가 

개항할 때를 기다려 영사관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214) 그

러다 한일병합 이후 일본이 신의주를 개항하자마자 영사관을 개설한 것이

었다. 신의주는 “봉천, 안동과 단지 강 하나만을 접하고 있어 상공업자들

이 선박으로 왕래하기 편리하여 …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장점

을 지닌 곳이었다. 신의주영사관은 증남포영사관과 함께 평안북도와 평안

남도를 각기 나누어 관장하였다. 신의주영사관 개관식에는 有志와 記者를 

대거 초청한 茶會가 열렸는데,215) 이는 청국인 보호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을 띠었다. 이 시기 주조선영사관의 구조와 위

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16)

213) ｢領事裁判權合併後有關巡警防疫勞動關係｣(02-35-067-01), �駐韓使館保存檔案�, 4면.

214) ｢外務部發駐韓馬廷亮總領事札 附件一. 外務部發駐韓馬總領事淸摺｣(光緖 32年 2月 29

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6266쪽.

215) ｢外務部發駐韓馬總領事箚｣(宣統 3年 9月 7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7235쪽 ; ｢新

義州新設領事及館｣(02-35-060-24), �駐韓使館保存檔案�, 8, 23, 57면.

216) �淸季中外使領年表�, 79-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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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銜

[總領事]

漢城總領事館

(兼)龍山

                     位相

【總領事】

馬廷亮(1906~)

                      [領事]   [副領事]                【(副)領事】

仁川領事館

(兼)木浦·群山

釜山領事館

(兼)馬山浦
新義州領事館

甑南浦領事館

(兼)平壤
元山領事館

賈文燕(1909~) 王邦藩(1909~) 王克均(1911~) 張國威(1906~) 馬永發(1909~)

<表3-11> 駐朝鮮領事館의 조직도(1910~1912)

주조선영사관은 한국총영사관을 비롯하여 총 6개로 구성되었다. 이는 샌

프란시스코·뉴욕·포틀랜드·시애틀·보스턴·하와이 등지에 설립된 주미영사관

과 동일한 숫자였고, 요코하마·고베·나가사키 등지에 설립된 주일영사관보

다는 훨씬 많은 숫자였다.217) 또한 한국총영사 마정량을 비롯하여 각지의 

(부)영사는 단 한 명도 중도에 교체되지 않았다. 이는 청의 외교 제도 개편

에 따라 주외공관 관원이 實職으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하급 관원이 전출

입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주조선영사관의 인적 구성이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던 것은 

조직 체계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주조선영사관 각각의 인원 구성

을 살펴보면 앞선 시기의 주한영사관과 크게 달라진 점을 발견하기 어렵

다. 새롭게 추가된 신의주영사관도 인천영사관과 비슷한 인원 구성을 갖추

고 있었다. 이 시기 주조선영사관의 인원 구성을 정리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18)

217) �淸季中外使領年表�, 76-78, 84-86쪽.

218) ｢外務部奏摺｣(宣統 3年 7月 2日), �淸季中日韓關係史料�, 7207쪽 ; ｢新義州新設領事

及館｣(02-35-060-24), �駐韓使館保存檔案�,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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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城 仁川 釜山 甑南浦 元山 新義州

總·正·副領事 1 1 1 1 1 1

2等通譯官 1 - - - - -

3等通譯官 - 1 - - - 1

1等書記官 1 - - - - -

2等書記官 1 1→0 1 1 1 -

3等書記官 1 0→1 - - - 1

書記生 2 - 1 1 1 -

合計 7 3 3 3 3 3

<表3-12> 駐朝鮮領事館의 관원 구성(1910~1912)

한일병합 이전과 비교해보면 인천영사관의 2·3등서기관만 다소 조정되었

을 뿐, 그 밖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후에도 주조선영사관의 연속성은 그대로 보장되었던 것이

다. 사실 청은 을사조약 이후부터 한청관계가 일청관계로 대체되는 과정을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한일병합이 주조선영사관에 가한 충격은 그다지 크

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 교섭 대상이었던 대한제국이 아예 사라지면서 주한영사관의 

업무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한국총영사관에서 통역을 맡은 김우행

이 “합병이 된 후에는 별로 일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219) 마정량이 청 정부에 電報를 보낸 빈도는 대

폭 줄어들었고, 그 내용 또한 예산 보고를 비롯한 평범한 내용이 주를 이

루었다. 데라우치 총독이 신의주 일대를 시찰한 사실을 보고하는 등, 마정

량은 계속해서 일본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220) 청 정부 또한 일본의 

영토가 되어 버린 조선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며 이듬해 청이 멸망하였다. 새롭게 수립된 

중화민국은 외교부를 설립하여 대외 교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221) 청의 

219) 一記者, ｢外國領事館 通譯生活 四十年｣, �朝光�(1937年 7月號), 181-192쪽.

220) ｢駐韓總領事馬廷亮呈外務部電｣(宣統 2年 11月 27日), �淸宣統朝中日交涉史料�6, 7면.

221) 중화민국 외교부의 성립 및 변천에 대해서는 陳體强, 앞의 책, 1945 ; 梁伯華, �近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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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와 중화민국의 외교부는 각각 전제군주제와 공화제의 산물이라는 점

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중화민국의 외교부는 청의 외무부를 토대로 출범한 

것이었으므로 양자 사이의 계승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동안 중화민국은 국제 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주외공관을 늘려 나갔

는데, 이는 앞서 청 정부가 설립한 주외공관과 동일한 구조와 운영 양상을 

갖춘 것이었다. 주조선영사관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였다.222) 앞서 한국총

영사를 지냈던 마정량이 1913년 요코하마영사로 전출되었다가 1920년 경

성총영사로 복귀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청의 주한공관을 통해 전

개된 한청관계는 일제 강점기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중화민국 초기 원세개에 의한 帝政 부활, 군벌 난립 등으로 혼란 상황이 

지속하였다. 중화민국의 재정 상태는 날로 악화하였고, 이는 몇몇 주외공

관이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223) 이러한 상황은 주조선영사관에서도 영

향을 미쳤다. 1923년에 경성총영사관이,224) 1927년에는 원산과 증남포의 

부영사관이 철폐될 위기에 놓였는데, 이는 한청관계가 종결됨으로써 주한

공관이 유명무실해지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

로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야 한청관계와 주한공관은 비로소 새로운 형태로 

재개될 수 있었다.

中國外交的巨變-外交制度與中外關係的硏究�, 香港 : 商務印書館, 1990 참고.

222) 중화민국 시기 주조선영사관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이은자, 앞의 글, 2015 참고.

223) 川島眞, 앞의 책, 2004, 87-112쪽.

224) �東亞日報�(1923年 12月 1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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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한공사관·영사관의 교섭 창구와 상응 기구

1. 주한공사관과 外部의 교섭 관계

1899년 설립된 청의 주한공사관의 교섭 창구는 대한제국의 外部였다. 

청과 대한제국이 상호 대등한 관계를 수립했던 만큼, 주한공사관과 외부의 

교섭 관계는 청일전쟁 이전 주조선상무서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교섭 

관계와 판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주한공사관과 외부의 교섭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개편은 1894년 조선 정부가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렴하여 甲午改革을 단행한 것을 계기로 하였다.225) 이 시기 정치 방면에 

있어서는 의정부 아래 8衙門(內務·度支·外務·軍務·法務·學務·農商·工務)을 

두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줄인다는 점

에서 중대한 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8아문의 관제는 통리교섭통

상사무아문을 본뜬 것이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8아문은 大臣 아래 

協辦·參議·主事를 두었는데, 이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을 대신으로 

바꾸었을 뿐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한 결과였다.226) 따라서 1887년 통리교

섭통상사무아문의 규정으로 제정된 續章程은 갑오개혁을 통해 중앙 행정 

기구 전체에 확대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94년 말에는 8아문이 7部

(內·外·度支·法·學·農商工·軍)로 개편되었고, 參書官 등의 관직이 추가되었

다. 이러한 7부 체제는 을사조약 이후 일본이 관제 개편에 나서는 1906년

까지 유지되었다.

1895년 外部官制(勅令 第42號)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1900년과 

1905년 두 차례에 걸쳐 參書官과 主事 인원이 조정되었지만, 대체로 큰 

225) 갑오개혁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유영익, �甲午更張硏究�, 일조각, 1990 ;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참고.

226) 신용하, ｢1894년 갑오개혁의 사회사｣, 한국사회사학회, �한국의 사회제도와 사회변동

�, 문학과 지성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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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없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1895년 제정된 외부관제의 주요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外部大臣은 외국에 관한 정무를 집행한다. 또 외국에 있는 본국 

商事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외교관과 영사관을 감독한

다. 

…

제4조. 외부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局을 둔다. 交涉局, 通商局. 

제6조. 교섭국에서는 외교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제7조. 통상국에서는 통상, 항해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227)

외부는 해외 각국의 주한공관과의 교섭 사안을 처리하는 교섭국, 개항장

에서의 통상 사안을 처리하는 통상국을 두었다.228) 외부대신은 교섭국과 

통상국을 지휘하면서, 해외 각국에 설치된 주외공관을 함께 관할하였다. 

따라서 외부대신은 대한제국의 교섭 사무를 처리하였고 휘하 관원의 진퇴

를 결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229) 이는 앞서 독판이 통리교섭통상

사무아문을 지휘하던 상황과 유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한제국 

외교의 핵심 직책이라 할 수 있는 외부대신의 임면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230)

227) �高宗實錄�(高宗 32年 3月 25日).

228) 외무아문과 외부가 남긴 일기체 형식의 기록은 각각 �外務衙門日記�(1895~1899), �

外部日記�(1903~1904)이다. 외무아문이 외부로 바뀐 이후에도 �외무아문일기�가 작성

되고 있었고, 정작 �외부일기�는 짧은 기간의 기록만이 남아 있다. 그런데 외부 아래의 

교섭국과 통상국에서도 �交涉局日記�(1896~1905)와 �通商局日記�(1899~1904)라는 일

기체 형식의 기록을 남겼다. 이 시기 관제 개편과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 

기록 체계의 亂脈을 야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동일 시기와 동일 사건에 대

한 복수의 기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시 외교 교섭의 실상을 알아보는 데 유

용하다고 할 수 있다.

229) 오승관, ｢갑오개혁 전후 관제 변화와 主事職｣,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9, 38쪽.

230) �高宗時代史� ; �高宗實錄�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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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外部大臣 在任期間

朝鮮
金允植 1895.4.1.~1896.2.11.

李完用 1896.2.11.~1897.7.30.

閔種默 1897.7.30.~1897.11.2.

大韓

帝國

趙秉式 1897.11.2.~1898.1.31.

李道宰 1898.1.31.~1898.3.2.

閔種默 1898.3.3.~1898.3.24.

趙秉稷 1898.4.15.~1898.6.10.

朴齊純 1898.10.9.~1901.10.30.

朴齊純 1901.12.30.~1902.1.28.

趙秉式 1902.10.31.~1903.1.30.

李道宰 1903.1.30.~1903.12.23.

朴齊純 1904.1.25.~1904.4.19.

李夏榮 1904.4.19.~1905.9.9.

閔泳煥 1905.9.9.~1905.9.13.

朴齊純 1905.9.18.~1906.1.17.

<表3-13> 外部大臣의 임면

외부가 존속한 10여년의 기간 동안 총 9명이 외부대신으로 임명되었다. 

이들 중에서 이도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외교 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였다. 특히 김윤식, 민종묵, 조병식, 조병직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의 독판, 박제순은 주진사관의 독리를 역임하며 청과의 교섭 사안을 처리

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청의 주한공사관과 대한제국의 외부 사이의 교섭 

사안은 그동안의 양국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위에 전개될 수 있었다. 앞서 

제기되었던 내지통상, 소송, 간도 문제가 이 시기 재차 논의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연속성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외부대신이 빈번하게 교체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대외적 환경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예컨대, 아관파천으로 

김윤식이 면직되면서 친러적 성향을 지닌 이완용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는

데,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231) 민영환이 외부대신

231) 서영희, 앞의 책, 2005,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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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명된 지 불과 4일 만에 侍從武官長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난 것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일이라 생각

된다.232) 한편으로 고종이 군주권 강화를 위해 近衛 기구인 宮內府·元帥府

의 권한을 확대하며 외부대신의 입지는 더욱 축소되었다.233) 이처럼 외부

대신의 불안정한 지위를 지닌 상황에서 제국주의 열강과 교섭해 나가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설령 청의 주한공사관과 대한제국 외부 사이의 교

섭 사안이 진행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

수가 작용하였다. 결국 1906년 청의 주한공사관이 철수하고 대한제국의 

외부도 폐지되어 그 업무가 外事局으로 넘어가면서 양측의 교섭 관계는 종

결되었다.234)

2. 주한공사관·영사관과 주청공사관·영사관의 상응 관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주진사관의 독리 휘하 관원은 속속 귀국길에 올랐

다. 이후 주진사관의 관리는 청국인 張俊 한 명에 맡겨진 채 사실상 방치

되었다. 이는 그가 조선 정부에 수차례 稟帖을 보내 업무 처리의 곤란함을 

호소한 데서 잘 드러난다.235) 이 시기 청과 조선의 공식 외교 관계는 단절

되어 있었다. 더욱이 이 시기 조선에서는 “부녀자들까지 중국인을 淸國狗

라 부를” 정도로 청을 낙후된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널리 확산하였는

데,236) 이는 실제 청국인의 不潔, 牟利 등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더욱 강화

되었다.237) 따라서 주진사관의 복원은 물론이고 관리조차 요원할 수밖에 

232) 이 무렵 주한미국공사에서 물러난 알렌은 민영환에 보낸 편지에서 일본이 대한제국

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음을 토로하였다. 이영미, ｢을사조약 

후 고종의 대미교섭 시도에 대한 알렌(Horace N. Allen)의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

사연구�82, 2017, 100-103쪽 참고.

233) 한철호, ｢일제의 국권강점에 관한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대응과 그 한계｣, �역사와 교

육�11, 2010, 37-39쪽.

234) 외사국이 남긴 일기체 형식의 기록으로는 �外事局日記�(1907~1908)가 있다.

235) �經營在天津朝鮮公館華人張俊稟書� ; �駐淸公使館稟帖�.

236) 권혁수, 앞의 글, 2013, 770쪽. 

237) 백영서는 청일전쟁 이후의 중국 인식은 중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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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대한제국은 해외 각국에 전권공사를 파견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첫

째로는 세계에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보이고, 둘째로는 각국에 공사를 

두면 교제가 친밀해질 것이므로 세계 각국이 조선을 더 자세히 알아 조선 

일을 도와줄 것이며, 셋째로는 조선 관원들이 개명한 세계에 감으로써 학

문과 견문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의 발로였다.238) 대한제국은 러시아

에 이범진을 공사로 임명하고, 이후에도 프랑스에 민영찬, 독일에 민철훈, 

영국에 민영돈을 파견하였다.

이윽고 대한제국과 청은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한청통상조

약이 체결된 후에도 청으로의 공사 파견은 다소 지연되었다. 그리고 이들 

공사가 청에 머무른 기간은 상당히 짧았다. 주청공사의 임면 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239)

1899年 1900年 1901年 1902年 1903年 1904年
12月       1月 1月    11月

朴齊純 閔泳喆

        └沈相薰

<表3-14> 駐淸公使의 임면

1899년 고종은 沈相薰을 주청공사로 임명하였으나, 곧 이어 심상훈은 

宮內府特進官에 임명되어 실제 청으로 파견되지는 않았다. 이는 의화단운

동으로 베이징의 정세가 불안정해진 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

라 주청공사는 한동안 공석으로 비어 있었다. 고종은 1902년 말이 되어서

야 박제순을 새로운 공사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240) 이때 고종은 박제순

의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賤한 淸’이라 개념화하였다. 백영서, ｢大韓帝國期 韓國言論의 淸國 認識｣, �역사학보�

153, 1997 참고.

238) �獨立新聞�(1897年 3月 23日).

239) �高宗時代史� ; �高宗實錄�을 참고로 하여 작성.

240) 서영희는 초대 주청공사 박제순의 부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청이 대한제국과 대등

한 외교를 펼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나, 청은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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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견하면서 “4천 년 만에 동등한 나라가 된 것은 기쁜 일이기는 하지

만 오늘날 힘써야 할 것은 교제를 잘하는 것”이라고 당부하는 등, 청과의 

새로운 외교 관계 구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베이징에 도착한 박제순 

일행은 미국공사관으로 쓰던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미국공사관의 사정으로 

바로 입주하지는 못하고 崇文門 근처의 부서진 가옥을 수리하여 임시로 머

물렀다.241) 결국 해를 넘긴 1903년 공사관 건물에 입주하였으니, 이는 한

청통상조약이 체결된 지 무려 4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충분한 재정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청공

사관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렸다. 첫해 주청공사관을 개설하여 운영하

면서 3만원 넘게 지출하였으나 2만원도 되지 않는 재정만을 지원받을 수 

있었고,242) 그 이후에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243) 이에 박제순은 일본군이 의화단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진사

관을 파괴한 것을 항의하여, 그 보상금을 공사관 운영 경비에 충당하였

다.244) 이는 주청공사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을 잘 보여준

다.

1904년 박제순의 뒤를 이어 閔泳喆이 새로운 주청공사로 임명되었

다.245) 그러나 곧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기 

어렵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대한제

대한제국의 주청공사 파견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 서영희, ｢대한제국기 韓·中 외교와 주

청 한국공관의 설치｣,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발표문, 2008, 60

쪽 ; ｢外務部奏韓使來京呈遞國書請定覲見日期摺｣(光緖 28年 9月 29日), �淸光緖朝中日

交涉史料�, 1268쪽 참고.

241) ｢報告 第1號｣(光武 6年 10月 28日), �駐淸來去案�, 1면.

242) ｢報告 第19號｣(光緖 7年 10月 6日), �駐淸來去案�, 75-76면.

243) ｢報告 第22號｣(光武 7年 10月 26日), �駐淸來去案�, 82면 ; ｢報告 第23號｣(光武 7年 

11月 10日), �駐淸來去案�, 83면.

244) 1900년 말 일본군은 의화단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진사관을 점거하고 房屋을 훼손

하였는데, 이는 청국인 張俊이 보내온 서함을 통해 대한제국에 알려졌다. �在天津韓國公

館差弁張俊稟書� ; �交涉局日記�(光武 4年 11月 29日), 263쪽 ; ｢報告 第16號｣(光武 7

年 8月 6日), �駐淸來去案�, 73면 참고.

245) ｢外務部奏韓國更換使臣到京請覲呈遞國書摺｣(光緖 30年 1月 25日), �淸光緖朝中日交

涉史料�, 1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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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주외공관 철수를 추진하였다. 주한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각국에 산재한 대한제국의 공관을 폐쇄한다고 통보하는 한편, 주외공사들

에게는 조속히 귀국할 것을 종용하였다. 특히 주청공사였던 민영철은 가장 

먼저 소환되었는데, 이는 그가 러시아와 결탁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었

다. 박태영이 대리공사를 맡으며 귀국을 거부하였으나, 통감부가 재정 지

원을 끊으면서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외교권 상실이 기정사실이 되자 박태영도 귀국길에 오를 수밖

에 없었다. 베이징에 남은 주청공사관 건물은 곧 일제에 의해 매각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주청공사관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단명하였다.

대한제국이 주청공사관을 개설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청영사관의 개설이 더욱 난망하였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00년 대한제국은 朴承祖를 煙台영사로 임명하였지만, 그는 부임도 하지 

않고 사임하였다.246) 그러나 산둥반도를 왕래하는 상인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옌타이에 영사를 파견하는 일은 시급하였다. 이에 1901년 대한

제국은 프랑스와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하여, 주청프랑스영사 게랑(Guerin)

에 영사 업무 대행을 부탁하였다.247) 그러나 주청프랑스영사는 명목상으로

만 존재하였을 뿐, 대한제국이 위임한 영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

였다. 이는 한국인이 銅鐘을 훔치다 적발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청이 대한

제국에서 파견한 영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인천감리서로 송환하여 처리

하도록 하였던 것에서 잘 드러난다.248)

결국 대한제국의 주청영사관은 개설되지도 못한 채 사산되었다. 대한제

국은 주청공사관을 개설한 직후, 톈진에 부지를 매입하는 등 주청영사관 

설치에 의욕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외교권을 상실하여 주청공사관이 철수

하는 상황에서 주청영사관을 개설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기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행한다는 명분으로 주청프랑스영사의 권한을 톈진

246) �承政院日記�(高宗 37年 7月 14日) ; �高宗實錄�(光武 4年 8月 8日).

247) 김종성, 앞의 글, 2010, 90쪽.

248) ｢朝鮮人冒裝日人强拿銅佛銅鐘事｣(02-35-011-05), �駐韓使館保存檔案� ; ｢報告 第6

號｣(光武 6年 11月 24日), �駐淸來去案�,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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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재하던 일본총영사 오바다 유키사(小幡酉吉)에게 이양하도록 하였다. 

곧 이어 대한제국이 톈진에 마련해둔 영사관 부지 또한 소유권의 혼선 속

에 프랑스인 마르뗄(Martel)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249)

이처럼 대한제국의 주청공사관은 상당히 짧은 기간 존속하였고, 주청영

사관은 제대로 개설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청에 주외공관 

제도를 실험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윽고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

교권을 박탈하면서 한청관계는 일청관계로 대체되어 갔다. 곧 이어 청 또

한 멸망하면서 한청관계는 종언을 고하였다.

249) 홍인근, �대한제국의 해외공관�, 나남, 2012, 9-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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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結

제3부는 청일전쟁 이후 총상동·총영사·주한공사·한국총영사의 위상과 역

할, 청의 주한공관의 변천 과정을 살피고, 이를 대한제국의 주청공사관·영

사관과 비교해 보았다. 이 시기 청의 주한공관은 합리성을 더욱 보강하여 

대한제국, 일본의 제국성에 대처하는 수세적 특징을 띠었으므로, 한청 근

대외교는 비록 단명하였으나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청일전쟁 이후 총상동·총영사 당소의는 옛 주조선상무서를 복구하여 주

조선영사서로 삼고, 청 상인을 보호하고 수교 요구를 저지하는 활동을 전

개하였다. 한청수교 이후 주한공사 서수붕·허태신·증광전은 한청통상조약과 

서양 국제법을 활용하여 대한제국과의 교섭 사안을 처리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한국총영사로 임명된 마정량은 청 상인의 보호를 주된 임무로 삼았지

만, 일본과의 교섭 사안에 개입하는 등 사실상 주한공사의 역할을 함께 수

행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주조선상무서가 주조선영사서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청은 

조선과의 관계 변화를 확정하지는 않으려 하였으므로, 주조선영사서는 어

디까지나 비공식 기구에 머물렀다. 그러나 한청수교가 이루어진 후 주한공

사관과 주한영사관이 공식 설립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제국이 외교

권을 상실하면서, 주한공사관이 철수하고 주한영사관이 그 역할을 대신 맡

았다. 청일전쟁 이후 주한영사관에는 증남포·신의주영사관이 추가되었고, 

그 밖에 목포·군산·마산·평양 등으로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다.

한청수교 이후 대한제국은 주청공사관을 설립하였다. 주청영사관의 설립

도 함께 추진되었으나 주청프랑스영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데 머물

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 의해 외교권을 상실하면서 주청공사관·영사

관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따라서 주청공사관·영사관은 청의 주한공사

관·영사관과 비슷한 외형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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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論

19세기 말 청은 전통외교와 근대외교의 교차점에 서 있었다. 그동안의 

전통외교에서 상하관계의 국가 간 일회성 사절을 통한 조공과 책봉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근대외교에서는 평행관계의 주권국가끼리 조약을 체결

하고 이를 토대로 상주사절이 대외 교섭, 자국민 보호, 정보 수집 등의 활

동을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한동안 청은 서구 열강에 근대외교

를 허용하면서도, 동아시아 주변국에는 전통외교를 적용하는 이중외교로 

대응하였다. 이처럼 청은 상대 국가에 따라 적절한 외교 방식을 선택하면

서도, 때때로 하나의 국가에 두 가지 외교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기도 하였

다. 이 과정에서 전통외교와 근대외교가 중첩되는 중간지대가 생겨났고, 

그 속에서는 양쪽 모두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이 상호작용하였다. 청

의 주한공관은 이러한 독특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청이 아편전쟁을 계기로 駐外公館 제도를 수용

한 후, 이를 조선·대한제국에 적용하여 주한공관을 설립하고 운영한 경과

를 규명하였다. 청의 주한공관을 크게 전통외교에서 근대외교로 나아가는 

과도기인 商務署 시기, 근대외교를 단일 표준으로 삼은 公使館·領事館 시

기로 구분하여, 주한공관의 구조와 인적 구성, 주요 업무와 현안 처리 방

식의 변화상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의 주한공관 설립과 운

영을 통해 한청 근대외교의 제도화 과정을 밝히고, 전통외교와 근대외교 

양쪽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을 분석 도구로 삼아 한청 근대외교의 진

전 양상을 고찰하였다. 

청에 주외공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두 차례의 아편전쟁을 그 계기로 하

였다. 청이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함에 따라 상하이 등 5개 항구에는 서

구 열강의 주청영사관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는 청

의 수도 베이징에 외국공사관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

은 미국 선교사 마틴이 서양 국제법 서적을 번역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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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공관 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처럼 청의 주외공관 수용 과정에

는 불평등조약이라는 外因은 물론이고, 서양 국제법 서적의 번역이라는 內

因이 함께 작용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후 청의 주외공관 제도 이해는 지속적으로 심화하였다. 먼저 청이 열

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에는 주외공관 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

었다. 그리고 이들 불평등조약에 따라 설립된 열강의 주청공관은 청과의 

외교 협상을 신속하게 전개하고 서양의 선진 제도를 소개하는 등 합리성을 

과시하는 동시에, 영사재판권이나 砲艦外交를 통해 정치·경제적 이권을 획

득하는 등 제국성을 표출하였다. 이처럼 열강이 설립한 주청공관은 청이 

주외공관 제도를 直觀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 대상이 되었다. 

한편, 서양 국제법 서적은 청이 주외공관 제도를 조약질서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토대가 되었다. 마틴이 번역한 �만국공법�, �

성초지장�, �공법편람�, �공법회통� 등은 주외공관의 역할, 권리, 의무 등

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非서구에 대한 영사재판권과 포함외교를 정

당화하였다. 이를 통해 청은 주외공관에 내재한 합리성과 제국성의 이론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의 입장에서 열강의 주청공관은 불평

등조약에 따른 피해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곧 청이 주외공관을 설

립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조약을 통한 가해로 변모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청의 주외공관 설립은 다소 지연되었다. 청의 입장에서는 외국과 

평행한 반열에 위치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강과 신속히 교섭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청 관료층 사이에서는 상주사절 파견론이 대두하였다. 단지 외교사절을 일

회적으로 파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상주시켜 교섭 활동에 적극

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보수파 관료의 반발을 불러

오기도 하였으나, 청의 대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주사절 파견론에

는 점차 힘이 실렸다. 결국 청은 영국을 시작으로 해외 각국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싱가포르 등 청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별하여 영사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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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였다. 이들 주외공관은 현지에서 교섭 사무, 자국민 보호,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청이 주외공관 제도를 수용·이해·실행한 결과물이었던 주한공관

은 합리성과 제국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전 조선

은 속국이면서도 약소국이었고, 청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은 속국 관계를 청

산하였으나 곧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으므로, 청의 주한공관에서 합

리성과 제국성이 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역동

적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청의 주한공관은 이 시기 한청 근대외교를 설

명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청의 첫 번째 주한공관은 전통외교와 근대외교의 과도기에 설립된 주조

선상무서이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의 조선 정책은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에 집약된 바와 같이, 정치·경제적 방면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바뀌었다. 1883년 청은 진수당을 총판상무위원으로 임명하고 주조선

상무서를 개설하였다. 청은 진수당에 총영사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조선

에 대한 상국 지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총영사라는 직함은 고의로 회피하

였다. 1884년 청프전쟁을 통해 조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 

이홍장은 진수당의 직함을 총판조선각구교섭통상사무로 바꾸었다. 이는 진

수당에 청 상인을 보호하는 총영사는 물론 외교 사안을 처리하는 공사의 

역할까지 기대한 것으로, 청이 조선의 외교를 주지함으로써 근대적 속국으

로 삼으려는 징후로 주목된다. 그러나 이 시기 진수당의 제국성은 주로 청 

상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표출되

었는데,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합리성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 시기 한성을 비롯하여 인천·부산·원산 등지에 설립된 주조선상무서는 

진수당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1885년 진수당의 후임으로 원세개가 파견되었다. 이때 청은 원세개의 

직함을 총리교섭통상사의로 바꾸었는데, 이는 총영사에 공사의 지위가 더

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원세개의 공사 등급이 4등공사로 설정된 것

은 청이 상호 대등한 국가에 2등공사를 파견하고 있음을 감안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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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세개의 지위는 상국을 대표하여 속국의 외교를 주지하는 공사로

서, 일부 선행 연구에서 규정된 ‘監國’이나 ‘總督’과는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세개는 외교를 주지한다는 명분으로 내정에까지 깊숙

이 간여함으로써 ‘감국’, ‘총독’과 유사하게 활동하였다. 조러밀약을 빌미로 

고종의 폐위를 획책하고 박정양의 주미공사 파견을 방해하였으며, 신정왕

후의 장례 절차에 칙사를 보내 청의 상국 지위를 널리 선전하였다. 청 정

부는 원세개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유임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제국성

을 추인하였다. 이처럼 원세개가 전방위로 제국성을 표출함에 따라 조선의 

자주는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한편 주조선상무서에는 용산상무서가 신설되

고 관원이 대거 보강되어 원세개의 활동을 뒷받침하였다.

이 시기 청의 주조선상무서를 조선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진사관과 

비교해보면 한청 근대외교의 비대칭성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조선 정

부가 주조선상무서에 대한 교섭 창구와 상응 기구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한청 근대외교가 쌍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조

선상무서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서양 국제법을 근거로 삼아 조선 측과 

교섭하면서도, 이것이 난항을 겪을 때는 언제든지 청의 종주권을 활용하는 

등 전통외교와 근대외교를 선택적으로 구사하였다. 이는 전통외교와 근대

외교가 착종된 과도적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청의 제국성은 이와 같은 탄

력적인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철되었다. 한편 이 시기 조선의 통리교

섭통상사무아문에는 친청적 경향을 지닌 독판이 주로 재임하였고, 주진사

관의 대원과 독리는 안정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청이 조선과의 

교섭 사안에서 주도권을 지닐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청은 주조선상무서를 철수시키는 대신, 영사 업무를 위해 

비공식 사절로서 총상동·총영사를 파견하였다. 먼저 1896년 당소의가 총상

동으로 임명되었다. 당소의는 한동안 옛 주조선상무서 건물을 수리하는 데 

집중하였고, 총영사로 고쳐 임명된 다음에도 조선 측에 자신의 부임 사실

을 알리지 않고 비공식 사절임을 자임하였다. 이는 조선 측의 수교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청 상인 보호에는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함이었다. 청이 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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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우위에 설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일종의 편법을 통

해 실리만을 챙기려는 것이었다. 비록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한청수교가 추

진되면서 당소의는 곧 귀국하고 말았지만, 이 시기에는 청 정부 차원의 수

교 전략이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주한공사관·영사관이 개설될 수 있는 토

대가 갖추어졌다. 따라서 당소의가 비공식적이나마 총상동·총영사를 지낸 

시기는 한청수교의 준비 단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청의 두 번째 주한공관은 근대외교를 표준으로 삼은 시기의 주한공사관·

영사관이다. 1899년의 한청수교는 청의 제국성이 더 이상 공식적으로는 

표출되기 어려워진 상황을 잘 보여준다. 당초 청은 원세개의 사례를 참고

하여 서수붕의 직함을 주찰조선국4등공사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열강과 

대한제국의 반발에 따라 주찰조선국흠차대신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전권

대신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서수붕의 역할은 조약 체결로만 한정되었

고, 조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후 주한공사로 재차 임명되었다. 이처럼 서수

붕의 직함이 바뀌고 그 역할이 분리된 것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의 선행 연

구에서 주목되지 않았던 것으로, 한청수교 이후 양국 간의 근대외교가 곧

바로 시작될 수 있었던 토대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청은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주한공사관과 주한영사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청과 대한제국은 비로소 근대외교를 정식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 

시기 청의 주한공사 서수붕, 허태신, 증광전은 전통적 유교 지식인 출신이

었으나, 모두 주외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주

한공사는 서양 국제법과 한청통상조약에 근거한 합리성을 토대로 대한제국

과의 교섭 사무를 처리해 나갔다. 한편 이 시기 청에서는 외무부가 설립되

어 외교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주한공사의 인사권이 회수되었으며, 

주외공관 관원이 實職으로 승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청의 주외공관 제

도 개편은 한청 근대외교가 비록 단명하였다고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질적

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시기 청의 주한공사관·영사관은 대한제국 외부를 교섭 창구로 하였고, 

주청공사관·영사관과는 상응 관계에 놓여 있었다.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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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상실하고 瓜分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공사관·영사관은 한

청통상조약과 서양 국제법을 토대로 교섭 사안을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었

다. 이처럼 청의 주한공사관·영사관이 지닌 합리성은 청일전쟁 이전처럼 

제국성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기는 어려워졌고, 간도 문제를 둘러싼 협상

에서 잘 드러나듯 대한제국이 표출하기 시작하는 제국성에 대처하는 데 활

용되었다.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한 후인 1906년, 청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주한공사관을 철수시키면서도 주한영사관을 강화하여 그 공백

을 메우려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총영사 마정량이 새롭게 파견되어 주한

공사와 마찬가지로 외교 사안을 처리해 나갔고, 주한영사관은 더욱 확장되

어 청이 해외 각지에 설치한 주외공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한편 이 무렵 청 정부가 주외공관 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주한영사관의 

관제가 개편되고 관원에 대한 대우도 개선되었다. 이처럼 을사조약에 따라 

한청 근대외교가 단명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 시기에도 청의 주한공관에

는 합리성이 보강되었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는 을사조약을 한청 근대외교

의 종점으로 간주해 왔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행사한 시기라 

하더라도 그 아래에서는 근대외교의 속성이 계속해서 보강되었으므로, 이

는 신해혁명 이후 한중 근대외교를 파악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시기 주한영사관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매개로 표출하는 제국성에 대응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주

한영사관은 청일행선통상조약에 근거하여 주조선영사관으로 명칭만을 바꾼 

채 존속하였고 여기에 신의주영사관까지 신설되었다. 그러나 한청관계가 

일청관계로 변모함에 따라 주조선영사관의 위상은 점차 약화하였고, 이는 

곧 중화민국 시기 주조선영사관이 주일공사관의 관할 아래 들어가는 상황

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본 연구가 청의 주한공관을 토대로 한청 근대외교를 고찰한 것은 

중국외교사와 한중관계사의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 연구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를 각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자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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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먼저 중국외교사 방면에서, 그동안의 선행 연구는 중앙 정부 차원의 외

교 정책이나 외교 관념, 그리고 개인 차원의 일부 외교관에만 관심을 기울

여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기구와 제도까지 포

괄하는 외교 인프라인 주외공관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본국 정부와 현지 주

외공관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명하는 한편, 이를 외교학의 용어·개념과 운

영원리까지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다룬 개척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청이 

영국·독일·일본·미국·프랑스 등에 설립한 주외공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가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주한공관으로 좁

혀 보더라도, 특정 시기의 개별 시기를 다룬 선행 연구가 있을 뿐이므로, 

본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체 시기를 관통하는 전통외교와 근

대외교의 작동 원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고의 주외공관 연구는 중앙 정부의 외교 정책

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개별 외교관의 

활동을 규정·지원·제한하는 현실적 토대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외교사를 

더욱 발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학계를 

중심으로 청말 외교는 신해혁명의 前事로서 그 발전성이 간과되는 한편, 

‘反帝’라는 키워드를 통해서만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청

은 근대외교는 계속해서 진전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외공관, 심지어 

옛 번속에 설치한 주한공관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났다.

한편 한중관계사 방면에서, 그동안의 선행 연구는 청의 조선 정책을 전

통적인 속방 체제의 강화 또는 근대적 제국주의 어느 한 쪽으로 규정하는 

데 치중하면서, 이 시기 주한공관이 지닌 근대외교의 성격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청의 조선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였던 주한

공관이 전통외교는 물론 근대외교를 함께 활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외

교와 근대외교 모두에서 유래한 합리성과 제국성이 상호작용하였음이 규명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과 조선의 관계를 전통외교와 근대외교가 착

종된 새로운 형태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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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청일전쟁 이후에도 한동안 나타났지만, 한청수교 이후에는 근대외교

가 단일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심지어 을사조약에 따라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청의 주한공관이 지닌 근대외교의 속성은 계속 

보강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청과 조선 간의 관계로 국한되어 온 한중관계

사의 관심 범위는 청과 대한제국 간의 관계로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핵심 소재인 청의 주한공관은 비교적 짧은 기간, 그것

도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시공간적 狹

域性을 지닌 청의 주한공관을 통해 한청 근대외교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어

느 정도 위험이 뒤따른다. 따라서 청의 주한공관을 중화민국, 더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한 주한공관과의 단절성과 연속성 위에서 검토하는 

것은 물론, 같은 시기에 운영된 주일공관 등과 비교하여 그 위치성을 조정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청의 주일공관 연구는 본고의 논지를 확

충해가는 후속 연구의 일차적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는 향후의 연구 과제

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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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way in which Qing dynasty had 

introduced the diplomatic office system through unequal treaties and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and figured out relevance 

between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and Sino-Korean modern 

diplomacy. In particular, this article paid attention to the 

manifestation that rationality and empireness of the diplomatic 

offices appeared and the aspect that the traditional diplomacy and 

modern diplomacy competed.

In premodern times, traditional diplomacy based on tributes and 

installation was widely practiced in East Asia. But traditional 

diplomacy shook and modern diplomacy spread after the Opium War. 

In particular, the diplomatic offices of Western powers were symbol 

of modern diplomacy. 

Qing’s understanding of the diplomatic office deepened through 

unequal treaties and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The unequal 

treaty that Qing dynasty signed with the Western power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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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s related to the diplomatic offices.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introduced by Qing also included contents related to the 

diplomatic offices.

In short course, the idea of dispatching resident envoys emerged 

in the Qing government. In this situation, Qing started to set up 

legations and consulates abroad. The diplomatic offices of Qing 

dynasty carried out various tasks, including negotiation affairs, 

protection of citizens, and gathering information. These diplomatic 

offices were based on the reference of the Western powers' 

diplomatic offices and Western international law books, therefore 

they contained both rationality and empireness of modern diplomacy. 

Paradoxically, rationality and empireness were fully expressed in 

the East Asian country.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rationality and empireness, and the change of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periods.

The first phase is the founding period of the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In this period, Qing aimed at making the Chosun 

her vassal state through the Commercial Affair Office. The General 

Commissioner of Trade Chen Shu-Tang established several 

Commercial Affair Office. In fact, the Commissioner of Trade was 

equal to the consul, and the Commercial Affair Office was equal to 

the consulate. But Qing avoid the term ‘consul’, ‘consulate’ to 

emphasize the vassal status of Chosun. Yuan Shi-Kai as a 

successor to Chen Shu-Tang corresponded to diplomatic minister. In 

this period, Qing and Chosun experimented the modern diplomacy 

through the diplomatic offices, but the traditional diplomacy was still 

valid. Qing made a use of modern diplomacy and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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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lomacy arbitrarily.

The second phase is the completing period of the Qing’s 

diplomatic offices in Korea. In 1896, Qing established the consulate 

in Korea to protect the Chinese and avoid Chosun’s call for 

diplomatic ties. After deciding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Qing 

planned to dispatch the fourth minister, and soon changed it to the 

minister plenipotentiary. This phenomenon symbolically shows the 

shift from traditional diplomacy to modern diplomacy. In 1899, Qing 

established a legation and consulates after concluding Sino-Korean 

treaty of commerce. The ministers of Korea treated the negotiation 

with Korea on the basis of the Western International law and 

Sino-Korean treaty of commerce. At that time, Qing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o reform diplomatic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increased, but the 

empireness of modern diplomacy was difficult to appear. In 1906, 

Qing decided to withdraw legation of Korea by request of Japan, 

and the consulate then dealt with task of the legation. Accordingly, 

consul general of Korea Ma Ting-Liang came close to minister of 

Korea, and the consulate grew in size. At that time, Qing 

government reformed the diplomatic office institutions, so consulates 

of Korea were reformed and diplomat treatment improved. After 

Japan-Korea Treaty of 1910, Sino-Korean relations ended, but the 

consulate of Korea still maintained changing its name to consulate 

of Chosun. In short, the consulate of Korea had developed in a way 

that enhances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but had to 

defend against Japanese empirenes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meanings in terms of supplementation 

of prior research and expansion of research horizon. Firs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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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vealed that Qing’s empireness before Sino-Japanese War 

had come from both traditional diplomacy and modern diplomacy. 

Therefore preceding researches which have judged Qing’s Chosun 

policy traditional or modern need to be reconsidered. Second, this 

article discovered the rationality from modern diplomacy in 

proceeding of Sino-Korean relations. Several preceding researches 

didn’t stress on the development of Sino-Korean relations. It is 

clear that the rationality of modern diplomacy increased in this time. 

Keywords : Diplomatic Office in Korea, Sino-Korean Relation, 

Traditional Diplomacy, Modern Diplomacy, Rationality, Empireness

Student Number : 2016-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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