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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港期 朝鮮 主權論 衝突
*

李 相 冕**

序 論

開港期 西勢東漸에 따라 東亞細亞에 려든 主權平等의 大原則에 基礎를 둔 

近代 國際法 體制가, 典禮와 朝貢을 要素로 하는 差等的 宗屬體制에 익숙한 東亞

細亞 諸國에게는 낯선 것이었고, 특히 그 中心에 位置한 淸國과 朝鮮에게는 生疎

한 것이었다. 淸國은 1873년 屬邦 越南이 프랑스의 保護領으로 떨어지고, 러시아

가 朝鮮으로 南進할 氣味가 보이자, 列强에 朝鮮 開港을 勸誘하여 以夷制夷를 하

기로 했다. 日本이 1876년 朝日 丙子修好條規 締結 前에 宗屬關係를 問議하 을 

때, 淸國은 朝鮮이 屬邦이지만 內治와 外交가 自主라고 開港을 勸誘했다. 淸國은 

1882년 朝美條約 周旋時, 丙子修好條規 제1조에서 “朝鮮이 自主之邦으로 與日本

과 保有平等之權이라”고 規定한 것이 屬邦體例에 어긋난다고 보고, 朝美修好條約

에서는 宗屬關係를 規定하고자 하 으나,1) 美國의 反對로 同 趣旨를 條約締結後 

朝鮮 國王이 照會文으로 傳達하는 것으로 妥協을 했다.

朝美條約이 締結된지 두달만에 일어난 壬午軍亂과 이듬해 年末에 發生한 甲申

政變에서 淸國이 武力干涉을 하여, 日本公使館이 불타는 등 被害를 입자, 日本은 

丙子修好規의 自主之邦 條項을 들고 나오며 淸國의 宗主權에 異議를 提起했다. 

朝鮮도 引俄策으로 均勢의 理를 圖謀하고, 西洋諸國에 派使하여 一律平等의 國際

社會 參與고 多者에 의한 自主獨立의 保障을 試圖하 으나, 淸國의 酷毒한 牽制

 * 이 論文을 위하여 서울大學校 法學發展財團 出捐 法學硏究所 基金의 2006學年度 學術

硏究費 支援이 있었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國際法)
 1) 朝貢制度는 周나라와 그 諸侯國과의 관계에서도 그 萌芽를 찾아볼 수 있고, 秦始皇도 

中原을 制覇한 후 天下를 다스리는 制度로 慮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뒤를 이은 漢

나라가 邊方의 나라들과 外臣制度를 만들어 朝貢을 받고 施惠를 베풀어 贈貢國과 受

貢國 간의 敦篤한 關係를 추구한 데서 연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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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다.

日本은 東學亂 鎭壓을 위해 出兵시킨 淸國에게 朝鮮獨立의 名分을 내걸고 宗

主權에 挑戰했다. 宗屬關係는 結局 淸日戰爭의 砲聲과 함께 終焉하 지만, 日本

의 目標는 朝鮮獨立이 아니었다. 以下에서 宗屬關係(tributary) 守護를 내건 淸國

과 朝鮮獨立을 假裝하고 從屬關係(vassalage) 設定을 目標로 하는 日本이 自主獨

立을 希求하는 朝鮮에서 벌이는 法理的 衝突課程을 分析하여 朝鮮에서의 主權意

識 成長 樣相을 考察하고자 한다.

Ⅰ. 開港期 朝淸 宗屬關係와 萬國公法上 國家平等原則의 矛盾

A. 丙子修好條規內 自主獨立 問題의 胚胎

傳統的으로 동아시아에서는, 國家平等思想을 基盤으로 하는 西洋의 萬國公法, 

즉 近代 國際法 體制와 달리2), 中原을 차지한 宗主國과 邊邦間에 宗屬關係를 이

루어 朝貢을 바치고 下賜品을 내리는 字小事大의 禮를 중심으로 하는 差等的 秩

序를 이루고 있었다.3) 朝鮮은 事大交 을 外交의 國是로 하여 明나라에 事大의 

禮를 취하 고, 日本에게는 交隣의 禮로 平等하게 대했으며, 女眞이나 琉球와 같

은 小國으로부터는 事大의 禮를 받고 字小의 禮를 베풀었다. 宗屬關係에 累千年 

젖어온 中國文明을 繼承한 淸國은 西勢東漸으로 나타난 서양의 萬國公法 體制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1860년 英佛聯合軍은 萬國公法에 順應하지 않는 淸國

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고자 首都 北京을 占領했다. 이 소식에 대단히 놀란 朝鮮

은 中華가 멸망하게 되면 小華라도 中原의 法統과 文化를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衛正斥邪를 강화하며 鎖國政策을 더욱 강력하게 취했다. 淸國은 駐淸 러

시아 公使 이그나티에프(Nikolai P. Ignatiev)의 周旋으로 우수리江 東岸 7백리를 

 2) 近代 國際法 體制는 1648年 유럽에서 三十年戰爭이 끝나고 絶 君主들 간에 平等關

係에 기초하여 체결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條約으로부터 시작하 다. 그 이전에

는 서양에서도 로마帝國을 點으로 하는 差等的인 建制度 하에 있었다.
 3) 天子가 天命을 어기면 邊邦이 中原에 挑戰하기도 했고, 邊邦 간에도 勢力의 强弱이나 

狀況에 따라 그 地位가 變動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朝鮮에 대하여 父母의 나라로 事

大하던 女眞이 倭亂을 겪는 동안 상대적으로 强盛하게 되자, 1627년에는 朝鮮을 壓迫

하여 江都之盟을 맺어 兄弟之國이 되었다. 十年後 稱帝建元한 淸國은 丙子胡亂에서 

朝鮮을 侵略하여 伏을 받고 君臣關係를 設定하여 明의 例에 따라 朝貢을 바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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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讓渡하는 代價로 北京 占領軍을 내보낼 수 있었다. 淸國은 不得不 新 

國際秩序에 進入하여야 하겠다는 決意를 다지게 되어, 1854년에 同文館에서 휘튼

(Henry Wheaton)의 ｢國際法要論 Elements in International Law｣을 간추려 번역하

여 ｢萬國公法｣으로 出刊하도록 했다. 이 책은 곧 日本으로 流入 復刊되어 널리 

읽혀졌다. 衛正斥邪의 旗幟 아래 鎖國政策을 굳게 취하고 있던 朝鮮에서는 ‘開國

의 公法’인 ｢萬國公法｣이 斥邪의 對象이 되어 禁書 取扱을 받았다.

朝廷이 ｢萬國公法｣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1876년 2월 丙子修好條規 交涉

時 다.4) 朝鮮 代表 申櫶은 日本 代表 黑田淸隆으로부터 條約 案을 받고, 종래에 

‘約條’를 맺어 通商을 해왔는데 새삼스레 ‘條約’을 체결하자니 ‘條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日本 代表 黑田淸隆는 그간 양국 사이에 阻隔하 던 것은 條

例가 不明했기 때문이니 日本도 各國과 條約을 체결하여 開館하고 있고 모두 萬

國公法으로 廢할 수 없는 것이니 條約을 체결하여 開港하자고 대답하 다. 朝鮮 

代表는 萬國公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했으므로, 日本의 主張대로 條約에 領

事裁判權을 넣게 두었고 심지어는 關稅를 물리지 않는다는 條項까지 揷入케 하

는 실수를 범했다. 丙子修好條規 체결직후 朝廷이 日本에 파견한 修信使 金綺秀

가 歸國 復命한 바에 의하면, 萬國公法은 戰國時代 六國이 會盟한 것과 비슷한 

西法으로 모든 나라가 遵守하는 것으로 감히 違反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했

을 정도 다. 기록상 ｢萬國公法｣이 朝鮮에 전해진 것은 이듬해 日本 公使 花房義

質이 來朝했을 때 朝廷에 贈呈한 것이 처음이었다.5)

1876년 丙子修好條規 締結時, 朝鮮은 日本의 條約締結에 의한 開港 要求에 대

하여 間歇的이던 交流를 保障하던 舊制度를 開港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채용하여 

私人들에게 恒時的인 去來關係를 여는 것 정도로 이해를 했고, 條約上 介在된 萬

國公法의 技術的인 問題點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우선 日本은 國家

平等의 大原則을 기본으로 하는 萬國公法 體制에 따라 修好條約을 체결하는 데

는 淸國과 朝鮮 사이에 傳統的으로 存在하고 있는 宗屬關係가 문제가 될 수 있

다고 보았다. 朝鮮의 開港을 위해 1875년 江華島 雲揚號 事件을 이미 계획하고 

있던 日本은 駐日 淸國公使館에 朝淸 宗屬關係에 대해 문의했다. 淸國은 朝鮮에 

대해 一切 ‘正敎禁令’에 干預한 바가 없으니 “日本國이 欲與朝鮮으로 修好면 亦

當由朝鮮 自行主持”라고 朝鮮이 스스로 決定할 일이라는 뜻을 표명했다.6) 1876

 4) 朝日修好條規, 國 圖書館, 韓末條約彙纂, 上卷 (1964), pp. 3-23.
 5)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硏究, 上卷 (1940), pp. 6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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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朝美修好條規 交涉時 日本 代表 黑田淸隆는 제1조에 “朝鮮은 獨立之邦이니 

與日本으로 保有平等之權이라.”고 規定하고 싶어 했다. 朝鮮 代表 申櫶은 ‘獨立之

邦’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고,  朝鮮은 예로부터 中國에 대해 屬國으로 內治

와 外交를 自主로 해왔다고 말했다. 결국 “朝鮮은 自主之邦이니 與日本으로 保有

平等之權이라.”고 規定했다.7)

B. 矛盾 속에 平等條約의 締結

朝鮮이 鎖國政策을 固守하고 있는 동안, 北學을 통하여 開化에 눈을 뜬 燕巖 

朴趾源(1737-1805)의 孫子 朴珪壽(1807-76) 吳慶錫(1831-79) 劉大治 등 소수의 先

覺者들이 開港의 不可避性에 대하여 認識하 지만, 衛正斥邪라는 國是에 억눌려 

감히 朝廷에 進言을 할 수가 없었다. 1880년 여름 日本을 방문한 金弘集 修信使 

一行이 東京에서 駐日 淸國公使 何如璋으로부터 미국 등 서양 열강에 開港을 할 

필요성에 대하여 조언을 들었다. 당시 淸國은 러시아와 伊犁(Ili) 問題로 고심하고 

있었다.8) 淸國은 러시아 南進의 魔手가 필경 朝鮮에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以夷制夷 方式을 쓰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미국은 서양 열강 중

에서 국의 植民統治에서 獨立한 民主大國으로 淸國과 修交 후 무난한 관계를 

 6)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券1의 (1) 總理各國事務衙門奏日本欲 朝鮮修好摺 (光緖元年12
月21日字) 附件 102와 103 參照. 1876년 丙子修好條規 締結 直前에도, 北洋大臣 李鴻

章과 駐淸 日本公使 森有禮 사이에, 朝鮮이 1871年 淸日 修好通商條規 제1조에 規定

된 “兩國所屬邦土 亦各以禮相待 不可稍有侵越”에 해당하는지 否에 대한 論議가 있

었다. 日本은 淸國과 朝鮮간의 宗屬關係가 萬國公法과 다른 점이 많으나, 朝鮮의 內

治와 外交가 完全히 自主여서 獨立國의 實質을 具備하고 있다고 判斷했다. 淸國은 宗

主國으로서 朝鮮의 領土保全에 重大한 道德的 責任을 진다는 것이었지만, 日本은 이

를 認定하지 않았다. 田保橋 潔, ibid pp. 529-544. 
 7) 朝日修好條規,, 國 圖書館, 韓末條約彙纂, 上卷 (1964), p.12.
 8) 中國 新疆위그루自治區와 옛 러시아 南部, 현재의 카자흐스탄 共和國 사이를 흐르는 

伊犁江 沿岸의 都 . 淸末 陝西省과 甘肅省에서 回亂(1862-73)이 일어나 러시아의 邊

境貿易이 打擊을 받게 되자, 러시아 政府는 1871年 伊犁(Ili)을 占領하 다. 러시아는 

回亂이 平定되면 撤軍하겠다고 宣 하 다. 淸國政府가 1877年 伊犁地方을 除外한 新

疆全域을 回復하 다. 淸國政府는 1879年 佐都御使 崇厚를 러시아에 파견하여 이 문

제를 協商하도록 하 다. 그해 9月에 리바디아(Livadia)條約이 成立되어, 淸國은 伊犁

는 返還받게 되었으나 그 外 一部 領土를 割讓하고 貿易特權을 러시아側에 許容하게 

되었다. 1880年 1月 崇厚가 歸國하여 이를 報告하자, 廷臣 議에서 그 條約은 越權行

爲로 締結되었다고 해서 拒否되었고, 崇厚는 處罰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兩國關係

는 極度로 緊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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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해왔고 他國의 領土를 탐하지 않는 나라로 생각되었다. 일찍이 日本과 淸國

을 開港시키는데 성공한 미국은 1878년부터 朝鮮과의 修交에 관심을 두고 슈펠

트(Shufeldt, Robert W.)提督을 파견하 으나, 朝鮮은 中國의 屬國이니 北京에 가

서 물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交易할 物資가 없다는 둥 이유를 대기도 하며 매번 

거절하 다. 1880년 봄에도 슈펠트 提督은 東萊에 왔다가 역시 거절당했다. 日本

의 周旋을 試圖해보았지만 虛事 다. 失意에 찬 슈펠트는 長崎 淸國領事館을 통

하여 直隸總督 北洋大臣 李鴻章의 招請狀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는 곧 天津으로 

향했다. 양력 8월 26일 슈펠트는 北京에서 李鴻章과 역사적인 첫 대면을 했다. 

슈펠트는 朝鮮에 세 번이나 갔었는데 屬國이라며 中國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더

라고 말문을 열었다. 李鴻章은 朝鮮이 屬國이지만 內治와 外交는 自主라고 말했

다. 內治와 外交가 自主인데 獨立國이 아니란 말인가 獨立國이라는 말인가, 혹시 

英聯邦(British Commonwealth)와 비슷한 것인가, 슈펠트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

고 보았다. 슈펠트는 미국 국무성에 이 사실을 타전했고, 국무성에서도 宗屬關係

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었다.

1880년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修信使 金弘集(1842-96)은 駐日 淸國公使 何

如璋과 여러 차례 면담했다. 떠날 무렵 參贊官 黃遵憲(1848-1905)은 ｢朝鮮策略｣

이라는 소책자를 지어주면서 朝鮮이 나아가야 할 길은 “親中國하고 結日本하며 

聯美國하는 것”이라고 조언하 다.9) 淸國 公使館에서는 개항과 관련하여 중국에

서 평판이 좋은 鄭觀應(1841-1932)의 ｢易言｣도 주었다. 金弘集 一行은 추석 무렵 

귀국길에 올라 10월 2일 (음력 8月 28日)) 國王께 復命하고 黃遵憲의 ｢朝鮮策略｣

에서 권유한 對美 開港의 必要性을 上奏했다.

그로부터 열흘 후인 庚辰 9월 8일에는, 景福宮 重熙堂에서 御前會議를 열고 

黃遵憲의 ｢朝鮮策略｣을 중심으로 對美 修交 與否를 논의하 다. 領議政 李最應

(1815-1882)이 防俄를 위해 미국과의 修交가 필요하다고 上奏했고, 國王도 賀納

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兵曹判書 劉元植과 前正言 許元拭이 上疏하여, 黃遵憲의 

｢朝鮮策略｣을 攻駁하 다.10)  黃遵憲의 所說은 단지 聯美만이 아니고 朝鮮의 國

力培養을 위해 대대적으로 新敎育에 힘써 人材를 養成하고 農商工鑛 實業을 장

려하여 利源을 개척하고 武備를 연마하여 疆土를 堅固하게 해야 한다는 忠告

 9) <朝鮮策略>의 影印本은, 歷史學 , 韓國史資料選集 V( 近世編)(1973) pp. 119-130 參

照.
10) 承政院日記 高宗17年 10月 2日條, 12月 17日條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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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衛正斥邪를 固守하며 鎖國政策을 취하던 朝

廷이 갑자기 開港으로 急旋回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儒林이 反撥했다. 退溪 後孫 

李晩孫이 製疏하고 前禮曹參判 姜晋圭가 疏頭로 慶尙儒生들이 萬人疏를 올리며 

衛正斥邪 斥洋斥倭를 외쳤다.11) ｢萬國公法｣과 ｢朝鮮策略｣이 邪書이니 모두 불태

워버리라며 開港에 반대하는 擧疏運動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근 일년에 걸친 

전국적인 擧疏抗爭은 1881년 5월 15일 國王이 斥邪綸音을 頒給하고, 이에 항거

하여 反開港疏를 올리고 ｢萬國公法｣을 불태워버리라고 極言을 한 洪在鶴을 陵遲

處斬하는 등 一罰百戒의 嚴斷政策을 취하자 다소 누그러졌다. 日本의 文物制度를 

視察하기 위해 파견하기로 한 紳士遊覽團이 辛巳 正月 초하루 (1881년 1월 30일) 

辭陛한 이래 朝鮮의 일부 지역을 둘러본 다음, 日本으로 떠나 東京, 大阪 등 각

지의 여러 部門을 4개월가량 視察하고 歸國하여 8월 30일 復命했다. 朴定陽, 魚

允中, 沈相學, 洪英植, 趙秉稷 등 12인의 定式 委員과 그들의 隨員, 通事, 從人으

로 구성된  60명의 紳士遊覽團의 귀국 보고는 衛正斥邪에 젖은 保守 儒林에 적

지 않은 향을 주었다. 더러는 開港政策에 부응하여 ‘參西의 疏’를 올리는 자들

도 나타나게 되었다.12)

北洋大臣 李鴻章(1823-1901)은 庚辰 9月 6日 皇帝를 拜謁하고 防俄策을 上奏

하는 가운데 슈펠트 提督을 接見한 사실을 말하고 “美國은 尙無用兵하여 逼勒之

意요, 但俄人이 已費巨餉하며 勢必不肯中止리니 若不圖中華면 恐逐倂呑朝鮮하오

리라.”하여  朝鮮의 對美修交가 필요함을 강조하 다. 그는 이어서 “朝鮮의 與西

人通商一節은 實係謀援助라 與練兵製器로 相補而行하오리라.”고 修交斡旋과 軍備

擴充을 竝行推進할 것을 주장하여 皇帝가 賀納하 다. 淸廷의 基本方針이 서자, 

李鴻章은 辛巳 2月 2日 上奏에서 正月에 朝鮮에 武備學習事로 內津한 委員 李容

肅이 전하는 領議政 李最應의 奏章에 去年 6月 美國來使를 堅拒한 것을 자못 後

悔하면서 修好條約 및 通商章程 稅則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아뢰

었다. 그는 또한 朝鮮이 外交事情에 어두워서 日本과 5년이나 通商을 하고서도 

“尙未設關收稅하고 不知稅額重輕이라.”고 慨嘆하고 泰西諸國과 締約을 한다고 해

도 역시 속게 되면 無益有損할 것이니 일일이 開誨碩畵해주어 할 것이라고 進言

11) 日本外交文書 第14券 9, 朝鮮關係雜簒, 文書番號 155 附屬書 1881年(明治14年) 4月 

13日付 <花房公使報告幷朝鮮鎖國黨ノ論策> ‘嶺南疏草,’ 參照.
12) 紳士遊覽團 隨員 가운데는 後日 開化에 크게 貢獻한 兪吉濬(26세)과 李商宰(31세)도 

있었고, 年 로 尹致昊(17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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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李鴻章이 가장 强調하여 上奏한 것은, 1876년에 朝日간에 체결한 丙子修好

條規 제1조에 日本이 書稱하여 規定된바 “朝鮮은 自主之邦이니 與日本으로 保有

平等之權이라.”13)는 문구가 ‘屬邦體例’를 混同하여 障碍가 있으니, 今後에는 비록 

朝鮮의 國政이 自主라고는 할지라도 “庶不失屬邦之名”하도록 해야 한다고 進言했

다.14) 李鴻章은 ‘屬邦體例’를 朝美修好條規의 條文으로 揷入하는 것을 최대의 목

표로 삼았다.

朝鮮 政府는 그해 6月 齎咨官 李應俊을 天津에 파견하 다. 李應俊은 道臺 鄭

藻如, 馬建忠이 北洋大臣 李鴻章의 지시로 만든 條約 草案을 鄭藻如으로부터 받

고, 朝美條約을 交涉할 全權 使節을 派遣해달라는 要請을 받아 귀국하 다. 朝廷

에서는 儒林의 反撥을 의식하여 一切를 秘密에 부치고, 魚允中으로 하여금 日本

을 경유하여 上海를 거쳐 天津에 가서 李鴻章과 면담하고, 다시 日本을 경유하여 

제3차 修信使 趙秉鎬와 합류하여 돌아오도록 하 다. 李鴻章의 全權 使節 派遣 

要請에, 朝廷은 아직도 儒林의 反撥을 意識하여, 條約 交涉을 위한 全權 使節을 

淸國에 派遣하지 못하고 新式兵器 製造 技術 習得을 위해 生徒들을 天津으로 引

率하는 領選使 正使 金允植에게 使命을 僞裝하여 派遣했다.

金允植은 辛巳(1881)年 11月 17日 天津에 도착한 후에 달포를 기다려 12月 26

日에 北洋大臣 李鴻章과 面談했다. 金允植은 全權委任狀을 所持한 全權代表가 아

니었으므로, 朝美 修好通商條約 締結을 위한 交涉을 周旋하는 李鴻章과 豫備會談

을 하게 된 것이었다. 金允植은 統理機務衙門 參謀官 李東仁 草案을 제시했다.15) 

13) “朝鮮國自主之邦 日本國保有平等之權,” 丙子修好條規, 第1款, 韓末條約彙纂, 上卷 

(1964), p.12.
14)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券2, pp. 32-33, 文書番號 72 <直隸總督李鴻章奏報開 朝鮮外交

竝代擬通商約章摺>.
15) 李東仁은 東萊 梵魚寺 출신의 僧侶로 부산에 와 있던 日本 本願寺 僧侶의 도움으로 

日本에 1879년 6월 上旬 密航하여, 京都의 本願寺에 약 10개월 체류하면서 일본말을 

익히며 開化 日本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 후 그는 東京에 가서 本願寺 소속의 淺草別

院에 기숙하면서 語學習得에 전념하 다. 開化思想家 福澤諭吉과 朝鮮의 開化問題를 

論議하기도 하 고, 日本 朝野 政治家들과도 交分이 있었다고 한다. 이때 東京에서 

그는 金玉均의 향을 받아 開化派가 된 僧侶 無不 卓挺埴을 만났고, 또 修信使 金弘

集 一行과도 만나게 되어 함께 귀국하게 되었다. 귀국후 金弘集이 王命을 받들어 

美 修交問題를 더 論議하기 위하여 駐日 淸國公使 何如璋에게 派遣하는 密使로 無不 

卓挺埴과 함께 李東仁을 1880년 10월 6일 (庚辰 9月 3日) 渡日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年末에 귀국하 다. 李東仁은 1881년 초에 서울에 와서 歸國 復命하 다. 그는 양력 

3월 4일 (음력 2月 5日) 統理機務衙門 參 官으로 任命을 받아 양력 3월 9일 (辛巳 2
月 10日) 統理機務衙門 參劃官 李元 와 함께 다시 渡日하게 되었는데, 양력 3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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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鴻章은 “語義가 頗爲簡括이나 但美使가 未必盡允”이라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第

1款에 “朝鮮은 久爲中國屬邦”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金

允植은 이른바 黃遵憲 草案 第1款에 “朝鮮이 奉中國政府命” 云云 한 것에 대하

여 “在我에 亦旣自主之國하니 恐難仍用이라.”고 반대하 다.16) 그는 또 “天下人

이 見中國之擔任我國이면 則各國輕我之心이 亦從而小阻할 것이요, 且於其下에 以

均得自主로 繼之하니 是則與各國으로 相交無害하여 用平等之權이요 不觸失權之忌

며 不背事大之義니 可謂兩得”이라고 하면서, 李鴻章이 別款으로 聲明하여 “朝鮮

이 久爲中國屬邦이나 而外交內政事宜는 均得自主”라는 뜻을 別款에 넣자는 의견

에 贊同하 다.17)   

朝鮮側의 贊成을 확인한 李鴻章은 양력 3월 25일부터 슈펠트(Shufeldt, Robert 

W.) 提督과 朝美修好通商條約 交涉을 위해 첫 번째 會談 席上에서 만났을 때, 

朝鮮이 淸國의 屬邦이라는 宗屬關係를 第1款에 넣은 草案을 제시했다. 슈펠트 提

督은 宗屬關係는 淸國과 朝鮮간의 특유의 관계일 뿐이며, 미국이 간여할 바 아니

므로 이를 조약문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李鴻章의 宗屬關係 

規定 趣旨는 “朝鮮이 中國의 屬邦으로 內治外交는 그 自主에 歸하며, 만약 他國

이 不公輕 之事가 있을 時는 助力保護에 이르고, 또한 完全한 平和維持를 위한 

調停을 위해 勞力한다.”는 것이었다.18) 양력 4월 5일 제2차 會談에서, 슈펠트는 

朝鮮이 內治外交에 自主權을 갖는 獨立國이라면 미국은 中國의 宗主權과 관계없

일경 日本으로 出發하기도 전에 行方不明이 되었다. 그는 물론 紳士遊覽團 嚮  役割

도 하지 못했다. 朝美修好條約 交涉에 사용된 李東仁 草案은 그가 行方不明 되기 전

의 어느 時點에 作成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가 密使로 日本에 派遣되었던 기간은 

이미 朝鮮이 美 修交를 旣定事實化하고 있었을 때 으므로, 條約에 規定해야 할 具

體的인 事 을 駐日 淸國公使 何如璋과 論議하 을 것이다. 李光麟, 開化黨硏究 

(1973), p. 93-110.
16) 金允植, 陰晴史, 高宗18年(1881) 12月 26日條.
17) Ibid. 12月 27日條.
18) 제4조에서 그는 美國을 방문하는 朝鮮臣民에게는 美國의 管轄權에 복하되, 美國은 그

들에게 惠國待遇에 의해 特權과 免除를 포함한 모든 權利를 賦 하여야 하며; 朝鮮

開港場에 온 美國 民은 歐美各國이 承認한 國際法에 의거하여 朝鮮官憲의 法權에 服

하여야 하며, 다만, 朝鮮이 歐美에 相應하는 法制 改革을 할 때까지 臨時的으로 領事

裁判權을 賦 한다는 文句를 넣어, 朝鮮이 領事裁判權에 의한 不平等條約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 다. 條約의 末尾에 批准과 관련해서는 朝鮮國王은 中國의 禮部에 條

約文을 付하고, 미국 대통령은 上院에 恣意承認을 얻어, 批准公 한다고 하여 宗主

國의 批准權을 포함한 것이 特異했다. 李鴻章 草案은 奧平武彦, 朝鮮開國交涉始末

(1969), pp. 103-108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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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對等하게 取扱할 權利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런 規定을 中國이 論及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분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朝鮮의 

共同 保護者로 美國과 中國을 連結시킬 權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완강히 반대

하 다. 李鴻章은 이를 熟議하기 위하여 4일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구는 朝鮮王이 願해서 넣은 것이니 그의 意見을 다시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했으나, 슈펠트는 거절했다. 양력 4월 10일 제3차 會談에서 슈펠트가 

李鴻章 草案과 슈펠트 草案을 添削하여 屬邦條項이 없는 제3안을 만들었는데, 李

鴻章은 屬邦條項의 삽입을 주장했다. 슈펠트는 李鴻章이 그토록 완강하게 屬邦條

項을 주장하는 뒷면에는, 제3국의 侵略이 있을 경우에 淸國과 朝鮮이 結合할 것

을 이 條約에 規定하여 國際的으로 確認받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간

파했다. 前次 會談에서 李鴻章은 朝美修好條約 체결후에 朝鮮國王이 미국 대통령

에게 本 條約이 中國政府의 承認 하에 성립된 것이라는 照會文을 보낼 것을 暗

示的으로 提議한 바 있었다. 슈펠트는 李鴻章의 이 두 가지 提案 중에 첫 번째 

것인 屬邦問題를 削除하는 경우에 그 代案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照會文을 보내자는 案을 拒否하지는 않았다. 李鴻章이 宗屬關係를 條文에 넣자고 

계속 완강히 주장하자, 슈펠트는 그런 문제가 最惠國待遇條項에 저촉될 수 있다

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했다. 슈펠트는 이 문제를 國務省에 打電해보기는 하겠다

고 말했다. 열흘이 가까이 지나도록 答電이 오지 않았다.

양력 4월 19일, 슈펠트와 李鴻章의 마지막 제4차 會談에서도 國務省 答電이 

없었다. 결국 李鴻章은 屬邦條項 削除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答電이 끝내 

오지 않는 경우에는 次善策으로 宗屬關係 趣旨를 조약체결 후 朝鮮國王이 미국

대통령에게 照會文으로 보내는 案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19) 屬邦問題

를 除外하고 條約文이 完成이 된 셈이었으므로, 슈펠트는 國務省으로 이런 사실

과 함께 條約締結을 위해 朝鮮으로 渡海한다고 打電했다.

슈펠트와 李鴻章 간의 天津會談에서 정작 朝鮮代表는 참가하지 않았다. 領選使 

19) 後에 慮하던 草案으로 “第1款 朝鮮爲中國屬邦而內治外交向來歸其自主 今 大朝鮮

國大美國彼此明允定議 大朝鮮國主允此條約內各款按自主公例必要認眞照辦 大美國主允

定認明朝鮮國爲中國屬邦 嗣後永遠不相于 .” <美總兵薛擬 朝鮮約稿> 光緖八年 三月; 
그에 앞선 비슷한 草案으로는 “第1款 朝鮮爲中國屬邦而內治外交向來均得自主 今 玆立

約後大朝鮮國君主大美國伯里璽天德俱平行相待兩國人民永敦和好 若他國偶有不公及輕侮

之事  必彼此援護或從中善爲 調處 俾獲永保安全.” 李文忠公全書 譯署函稿 券十三, 參

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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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允植은 條約交涉을 위해 僞裝된 使命은 있었을지언정, 全權委任狀이 없었기 때

문이었다. 朝廷에서도 條約交涉을 예상하고 問議官 魚允中과 李祖淵 統理機務衙

門 主事를 시급히 天津에 派遣하 으나, 아직 현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金

允植은 天津에 있으면서 會談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단 한번도 슈펠트를 만나지 

않았다. 會談의 歸趨는 李鴻章을 통하여 듣고 意見을 개진하는데 그쳤다. 李鴻章

은 天津에 있는 堂上 首席 譯官 李應俊에게 最終 草案을 건네주고 이를 朝鮮 政

府에 전달하도록 淸國 軍艦으로 압록강 하구까지 전송케 했다. 李鴻章이 大院君

의 兄인 領議政 興寅君 李最應(1815-1882)에게 보내는 書翰에는 條約 交涉 經過

를 상세히 보고하면서 馬建忠, 丁汝昌의 赴鮮을 알리고 美使와 함께 歡待해 줄 

것을 依囑했다. 李鴻章은 이 書翰 속에서 宗屬關係에 관하여 “惟第一款에 聲明貴

國爲中國屬邦이나 而政治向來歸自主云云하되 美使가 未敢遽定已電商本國하니 將

來若於正約中刪去면 必須別行聲明하시라.”20)고 하여, 條文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

우에 照會文으로 별도로 보낼 것을 당부했다.

슈펠트 提督이 1882년 5월 12일 (壬午 3月 25日) 仁川에 도착하여, 이튿날 이

미 5월 8일에 와있었던 馬建忠 道臺와 丁汝昌 提督과 만났다. 朝鮮 全權 申櫶은 

그 다음날인 5월 14일에 당도하여 먼저 淸國 軍艦으로 馬建忠 道臺와 丁汝昌 提

督을 禮訪한 다음, 스와타라(Swatara)艦으로 슈펠트 제독을 방문하 다. 軍艦은 

세발의 禮砲를 발하여 迎接하 다. 和氣가 어린 대화가 오갔다. 條約締結日을 5

월 21일로 잡았다. 그날 朝鮮측이 國旗를 가지고 오지 않아 난처하 는데, 馬建

忠은 淸國의 靑龍旗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申櫶 全權代表는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하고 國旗를 가져오겠으니 하루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5월 22

일 (陰曆 4月 6日) 朝鮮측은 밤새 준비한 靑龍旗를 가져왔다. 화급한 나머지 淸

國의 黃龍旗에다 朝鮮을 일컫는 靑丘를 따라 쪽빛으로 물을 들여 靑龍旗를 가져

온 것이었다. 靑龍旗와 星條旗가 휘날리는 가운데 제물포에서 朝美條約 調印式이 

열렸다.

朝鮮 側에서는 美國務省에서 宗屬關係를 第1款에 넣자는데 諒解하는 電報를 

보내오지 않는 경우에, 朝鮮王이 條約 締結 後에 미국 대통령 앞으로 그 취지를 

담은 照會文을 發送하도록 하자는 李鴻章과의 諒解를 받아들여, 同 條約이 調印

된 翌日에 다음과 같은 照會文이 슈펠트 提督에게 傳達하 다.21)

20) 奧平武彦, 朝鮮開國交涉始末 (1969), p. 121에서 再引用하고 筆 가 懸吐하 다.
21) 照 文은 國 圖書館, 韓末條約彙纂, 中卷 (1965), p. 287에 있으나 誤字脫字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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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朝鮮國君主                  爲

照 事竊照朝鮮素爲中國屬邦而內治外交向來均由

大朝鮮國君主自主今

大朝鮮國大美國彼此立約俱屬平行相待 

大朝鮮國君主明允 約內各款必按自主公例認眞照辨至 

大朝鮮國爲中國屬其一 分內應行各節均

大美國毫無干涉除派員議立條約外相應備文照 至照

右    照    

大美國伯理璽天德

大朝鮮國開國四百四十八年卽光緖八年三月二十八日移

이 照會文의 作成 날짜가 壬午年 3月 28日, 양력으로는 1882년 5월 15일로, 

條約締結 7日前에 作成된 것이었다. 원래 天津에서 李鴻章과 슈펠트는 條約締結 

後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 는데, 날짜를 앞당겨 작성한 이유는 조약 체결 

후에 同 照會文을 作成하여 보내면 美國側이 宗屬關係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약

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앞당겨 作成하도록 淸國側에서 要

않다. 條約文과 解說도 pp. 280-305에 있으나 역시 誤字脫字가 許多하다. 照 文 漢文 

正本의 寫眞은 奧平武彦, 朝鮮開國交涉始末 (1969) 圖版 XI 參照.

   His Majesty the King of Chosen herewith makes a communication. Chosen has been 
from ancient times a state tributary to China. Yet hitherto full sovereignty has been 
exercised by the Kings of Chosen in all matters of internal administration and foreign 
relations. Chosen and the United States in establishing by mutual consent a treaty are 
dealing with each other upon a basis of equality. The King of Korea distinctly 
pledges his own sovereign powers for the complete enforcement in good faith of all 
the stipulations of the treat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regards the 
various duties which devolve upon Chosen, as a tributary state to China, with these 
the United States has no concern whatever. Having appointed Envoys to negotiate a 
treaty, it appears to be my duty, in addition thereto, to make this preliminary 
declaratio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y 15th, 1882
 

Dennett, Tyler, Americans in Eastern Asia: A Critical Study of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ference to China, Japan and Korea in the 19th Century, (New 
York, 1922), p. 460.



2006. 6.] 開港期 朝鮮 主權論 衝突

請했기 때문이었다. 道臺 馬建忠은 슈펠트가 天津을 떠나 朝鮮으로 향하기 전에 

芝 에 도착하 을 때까지도 미국 國務省으로부터 答電이 오지 않자, 不可不 照

會文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朝鮮으로 渡海하여 슈

펠트보다 4일이나 일찍 仁川에 도착하여, 朝鮮측에게 照會文 作成을 서두르도록 

요청했다.22)

照會文은 “竊照朝鮮素爲中國屬邦이나 而內治外交問來均由라”고 하여 朝鮮이 中

國에 朝貢을 바치는 나라(a tributary state)로서 內治와 外交에서 自主로, 이제 

“彼此立約하여 俱屬平行相待하니,” 조선 국왕은 “將約內各款을 必按自主公例認眞

照辨이오”라 하여 조약의 각 규정은 自主公例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선언하 다. 미국은 宗屬關係가 淸國과 朝鮮의 관계일 뿐이므로, 淸國과 朝鮮을 

둘 다 똑같이 獨立國으로 대하겠다는 것이었으므로, 照會文이 條約締結 前에 作

成되었던 條約締結 後에 作成되어 傳達되던 關係가 없는 것이었다. 미국측에서는 

이 照會文을 公表하거나 回答하지 아니하고 그냥 파일에 넣어두었다. 결국 死藏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 으므로, 淸國이 意圖한 效果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

다. 朝鮮은 그 후 국, 독일, 프랑스 등 서양 열강들과 國交를 樹立하면서 朝美

修好通商條規의 경우와 같은 취지의 照會文을 相對國에 보내어 朝淸 宗屬關係를 

聲明했다.23) 朝鮮과 修好通商條規를 체결한 이들 西洋 列國들도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淸國과 朝鮮을 똑같은 獨立國으로 대했고, 同 照會文에 대하여 관심

이 없었다. 물론 淸國이 意圖하던 效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淸國은 朝美修好條規가 締結된지 불과 수개월 후에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여, 旣存의 租貢에 基礎한 宗屬關係를 유지하면서, 종래에 실시되던 海禁

令을 革罷하고 私人들로 하여금 開市와 開港에서 列强에 준하는 교역상의 이익

을 향유하게 하려고 하 다.24) 同 章程 第2條에서 淸國은 朝鮮과 法律制度가 비

슷하면서도 餘他의 帝國主義 列强들이 後進國에게 요구하는 領事裁判權과 비슷

한 常務委員審判制度를 규정하 다. 同 章程 前文에서 規定한 中國優待屬邦之意

라고 한 優待의 취지를 담은 條項은 하나도 없었다. 淸國이 朝鮮과 체결한 비슷

22) “薛使  囊在煙臺答中 書時 許令朝鮮設法聲明 玆旣不列入約中則亦無所不可 忠因思

此 照 內必寫明係於未經立約之前先行聲明 則美國於此條雖未允列約內而約先旣許聲明

似旣 認明朝鮮爲我屬邦無異.” 馬建忠, 適可齊記行, 券4 ‘東行初 .’
23) 이를테면 1884년 7월 7일에 체결된 朝露修好通商條約 締結時에도 거의 同一한 照

文을 付하 다. 國 圖書館, 韓末條約彙纂, 下卷 (1965), p. 55.
24) Ibid., pp. 3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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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지의 中江通商章程과 吉林貿易章程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다.25)

Ⅱ. 淸國의 干涉政策과 淸 自主獨立意識

A. 開化派의 淸觀과 自主獨立意識의 疏生  

朝美修好條規가 체결 된지 두달만인 1882년 7월 23일 (陰曆 6月 9日)에 壬午

軍亂이 勃發했다. 舊式軍隊의 新式軍隊 別技軍에 대한 差別待遇로 말미암은 反撥

이 폭발한 것이었다. 軍亂 主動勢力은 日本公使館에 불을 지르고 騷擾民衆과 合

勢하여 昌德宮에 돌입했다. 高宗을 戚臣들로 에워싸고 開港을 誘導하여 失政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진 明成王后 (閔妃)와 그를 追從하는 姻戚勢力의 逐出해야 한

다고 외쳤다. 明成王后는 몰래 宮城을 빠져나가 忠州 方面으로 避身했다. 危機에 

처한 國王은 지난 8년간 野에 있던 大院君을 다시 擁立하여 政局을 수습하려고 

하 다. 大院君은 차제에 反目關係에 있던 政敵 明成王后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

녀의 行方이 杳然한 것을 기화로 하여 거짓으로 昇遐를 알리고 國葬까지 頒布했

다. 衛正斥邪를 주장하며 擧疏抗爭하다가 투옥된 인사들이 大恕 釋放되었고 斥倭

論者들이 모여들어 大院君을 중심으로 保守勢力이 集結하게 되었다.

淸軍을 이끄는 道臺 馬建忠은 大院君을 壬午軍亂의 背後로 지목했다. 大院君은  

며느리 明成王后 閔氏의 影響下에 戚族 中心의 勢道政權이 鎖國政策을 해온 것

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러시아 南進을 염려하여 開港을 勸誘한 淸

國 側에서는 時勢와 逆行하는 大院君은 淸國의 政策에 背馳되는 행동을 하는 인

물로 보 다. 馬建忠은 8월 26일 (陰曆 7月 13日) 大院君을 淸軍 陣營으로 유인, 

납치하여 軍艦 편으로 天津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大院君의 權座가 33日만에 무

너진 것이었다. 忠州 方面에 避身했던 明成王后가 돌아와서 淸國 側의 협조 하에 

穩健 開化를 標榜하는 戚族中心의 事大保守政權을 세웠다.  親日的 少壯 急進 開

化派가 閑職으로 려났다.26) 大院君 系列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流配刑을 받거나 

死刑을 당하기도 하 다. 强力한 王權의 威勢를 보인다는 名分下에 벌어지는 政

25) Ibid. pp. 407-420.
26) 壯 急進 開化 勢力의 參 長格이라고 할 수 있는 金玉均이 朴泳孝 修信使의 一員

으로 日本에 파견되었다가 一行보다 늦게 도착하자 東南諸島 開拓使 兼 捕鯨使라는 

職責을 만들어 내보냈다. 魚允中은 西北經略使로 임명하여 역시 邊方으로 보냈다. 朴

泳孝 역시 廣州留守라는 閑職으로 左遷되었다.



2006. 6.] 開港期 朝鮮 主權論 衝突

策들은 戚族勢道의 報復으로 보 다.

日本政府는 軍亂時 日本公使館이 불에 타고 적지 않은 日本人이 被害를 입은 

데 대하여 朝鮮政府에 賠償을 요구했다. 朝廷에서는 朴泳孝 修信使를 日本에 파

견하여 陳謝의 뜻을 전했다. 朴泳孝 修信使는 東京에 체재하는 동안에 金玉均 등 

開化派 同志들과 함께 당시 日本의 代表的인 開化思想家 福澤諭吉을 만나게 되

었다. 그는 일찍이 ｢西洋事情｣ 등 啓蒙思想 관련 서적을 저술하여 日本人들에게 

서양의 제반 사정의 소개하면서 특히 國家平等思想과 國家의 獨立權을 강조했다. 

그는 朴泳孝 金玉均 등 開化派에게 丙子修好條規에 의하여 日本이 朝鮮의 獨立

을 承認한 이상, 그에 기초하여 朝鮮의 文明開化를 助長하는 것은 日本의 責任이

고, 淸國이 宗主權을 내세우며 朝鮮의 內治外交에 干涉하는 것은 政治上 許容될 

수 없는 罪惡이라고 强調하 다. 福澤諭吉은 全世界 文明國은 日本을 위시하여 

完全한 主權을 갖고 있는데, 惟獨 朝鮮은 역사 오랜 나라로서 淸國의 藩屬에 處

해 있는 實情을 개탄했다.27)

日本에서 돌아온 朴泳孝, 金玉均 등 急進 親日開化派는 竹添進一郞 不在中에 

長期間 代理公使 役을 한 島村久 書記官이 朝鮮의 內政改革을 위해 협조를 하겠

다고 밝히는데 鼓舞되었다. 國王이 日本軍의 新式兵制 親覽한 것과 洪英植이 郵

政局 總辦으로, 徐光範이 承政院 同副承旨로, 徐載弼이 操鍊局 士官長으로 임명

되는 것 등을 開化派에 대한 회복의 기운으로 파악했다. 그들은 1884년 11월 4

일(甲申 9月 17日) 朴泳孝 집에서 島村久 書記官과 함께 모여 戚族中心의 事大保

守政權을 무너뜨리고 獨立開化政權을 세우기로 했다.28)  金玉均은 擧事 6일전에 

國王을 拜謁하고, 淸國과 日本의 極限 對立에 속에 장차 開戰을 예상하여, 만일 

프랑스의 협조를 얻게 된다면 日本의 勝利 可能性이 있다면서, 朝鮮 獨立을 위하

여 事大政權의 無用論을 上奏하여 賀諾을 얻었다고 했다.29)

27) 福澤諭吉, 福澤諭吉傳 (1932), 券3, pp. 276-284, 289 參照.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史

ノ硏究, 上卷 (1940), pp. 907-908.
28) 당시 日本에서는 朝日 兩國의 문제는 곧 日本과 淸國간의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이

므로 세심히 접근했다. 우선 壬午軍亂 후 朝鮮에서 파견한 修信使 朴泳孝와 金玉均이 

日本政府에 대해 開化派를 적극적으로 援助해 달라고 要請한데 대하여 探問한 결과 

開化派가 極 數라서 이들을 믿고 積極的인 政策을 推進하기에는 時機尙早라고 보았

다. 淸國에의 朝貢關係가 健在하는 이상, 이들 開化派가 國王의 支持를 받고 있는 것

으로 말하고 있지만, 極 數인 이들에게 積極的인 援助를 하다가는 所期의 成果를 達

成하기 어렵다고 보아, 朴泳孝, 金玉均 등에 명확한 日本의 方針을 表明하지 않고 事

態를 靜觀하기로 하 다. 田保橋潔, ibid, pp. 9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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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 開化派는 과연 1884년 12월 4일 (甲申 10月 17日) 郵政局 落成式 披露宴

을 機會로 하여 事大黨 要人을 제거하는 甲申政變을 일으켰다. 쿠데타 主導勢力

이 要職을 차지하는 親日政權이 들어섰다. 14個條의 革新的 施政要綱이 頒布되었

다. 그 제1조에 壬午軍亂 이래 淸國에 拉致되어 가있는 “大院君을 不日 陪還하고 

淸國에 대한 朝貢의 虛禮를 廢止할 事”를 規定하 다. 제2조에는 “門閥을 廢止하

고 人民平等의 權을 세워 人材를 登用할 事”를 宣言하 다. 제3조의 地租法 改革

과 제4조의 內侍府 廢止 및 제5조의 貪官汚吏 治罪 등 改革 綱領들이 國家 改革

의 當面 課題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었으나, 淸國의 입장에서는 屬邦體例를 뒤엎

는 對淸 獨立宣言만큼은 도저히 過할 수 없었다. 淸國 駐箚軍은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昌德宮을 공격하 다. 불과 수시간만에 親日 쿠데타 勢力을 掃蕩하고 

國王을 그들의 세력 하에 두게 되었다. 甲申政變은 ‘三日天下’로 끝장이 났고, 金

玉均, 徐光範, 朴泳孝 등 開化派 要人들은 日本으로 亡命했다. 淸國은 日本과 

1885년 4월 18일 天津條約을 체결하여 向後 必要時에는 相互 文書通報 後에 朝

鮮에 出兵하기로 했다. 당장은 淸國이 朝鮮에서 相對的으로 優勢한 地位에 서게 

되었으나, 日本은 相互 事前文書通告를 條件으로 하는 同時 出兵權 마저 따내어, 

마치 宗主國인 淸國과 對等한 地位에 있는 것처럼 보 다. 淸國이 優勢한 立場에 

있었으면서도 이처럼 日本으로 하여금 對等한 位置에 서게 한 것은, 당시에 러시

아의 南進을 막기 위해서는 日本과 손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기 때문

이었다. 淸國 代表는 會談場에서도 對러 共助를 제안하 을 정도 다.

淸國은 開化派와 연결되어 있는 明成王后를 지지하는 閔氏 戚臣들을 견제하기 

29) 金玉均이 쓴 甲申日  11月 29日條에 의하면: 召命을 받들어 國王을 入 하자 마침 

傍聽하는 자가 없어 淸日 立 등 天下大勢와 國家危機를 上奏하자, 國王과 王妃가 일

본과 淸國간 戰爭이 터지는 경우에 勝敗를 물어 만일 日本이 프랑스와 聯合하면 日

本이 이길 것이라고 아뢰었더니, 國王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獨立策도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고 물어 그렇다고 答하 다고 한다. 金玉均이 陛下 肺腑의 臣下들이 모

두 淸國에 推仰하니 日本이 비록 獨立의 도움이 되고자 한들 어찌 道理가 있겠나이

까 하고 한탄하니, 明成王后가 “臣의 말은 아마 나를 疑心하는 듯하나 일이 나라의 

存亡에 관계 되는 지라, 내 一個 婦人으로서 어찌 大計를 그르치게 할까보냐? 卿은 

隱諱치 말라.”고 하셨으며, 國王 역시 “나는 卿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무릇 나라의 

大計와 危急한 때를 당하여 卿의 籌 에 一任할 터이니 다시 疑心치 말라.”하시었다

고 했다. 그래서 金玉均이 親書의 密勅을 내려주기를 仰請하니, 즉시 勅書를 쓰시어 

劃寶하시고 兼하여 大璽를 찍어서 내려주셨다고 했다. 金玉均은 明成王后의 말씀을 

“實과 虛를 알 수 없다.”고 評하고 高宗의 말씀을 “此는 實心實語라.”고 적었다. 閔泰

瑗, 甲申政變과 金玉均 (1947),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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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壬午軍亂 이래 淸國에 끌려가 억류되어 있던 大院君을 귀국시켜 다시 

옹립시키는 편이 났다고 판단했다. 淸國과 함께 러시아 南進을 두려워한 日本 역

시, 러시아와 연결하여 自主獨立을 찾으려는 明成王后와 그녀를 追從하는 閔氏 

姻戚들을 牽制하고 안정적인 정권을 세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駐淸 日本

公使 本武揚은 李鴻章에게 朝鮮政治改革8條를 전달케 하고 1883년 9월 부임한 

總領事級인 總辦朝鮮商務 陣樹棠을 解任하고 좀더 유능한 거물급 관리를 파견할 

것을 건의하 다. 淸國은 總辦朝鮮商務 陳樹棠을 소환하고 1885년 10월 地位를 

격상시켜 甲申政變에서 武勳을 세운 28세의 袁世凱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으로 임명했다.30) 袁世凱는 단순한 外交使節이 아니라 駐紮朝鮮 欽派大臣으로서 

朝鮮王과 同級이라면서 마치 總督과 비슷한 地位에 있는 것처럼 行勢했다.31) 그

는 마치 宗邦의 監國大臣이라도 되는 것처럼 駐紮朝鮮總理로 불러주기를 원하여 

보통 袁總理로 통했다. 그는 여느 外交使節의 公館長과 달리, 심지어 轎子를 下

馬碑를 지나 御殿에 대게 했고, 高宗과 마주 앉아 大等한 地位에서 面談했다.

宗屬體制下에서 宗主國인 淸國의 皇帝가 임명한 王級大臣이 朝鮮에 와서 國王

과 同級으로 대하여 온 先例가 있다고 하더라도, 列國의 外交官들은 獨立國에서  

萬國公法上 容納될 수 없는 일이라고 批判했다. 淸國이 朝鮮의 政敎禁令과 內治 

外交에 대해서 干預하지 않는다는 宗屬關係의 大原則을 버리고, 內政干涉을 일삼

으며 帝國主義的인 態度로 돌변한 데 대하여, 朝鮮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朝廷

은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32) 결국 이러한 淸國의 變質된 帝國主義 政策

을 恣行한 袁世凱는 그의 傍若無人한 태도로 인하여 朝廷과 駐朝 外交使節들의 

憎惡心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B. 多 間 獨立保障論

淸國이 安南戰爭에서 프랑스에 敗北하여, 1884년 5월 天津條約 締結에 의해 

越南이 保護國으로 전락한 다음에, 프랑스 軍隊가 10월에 臺灣의 基隆을 占領하

30) 1886년 2월에 朴齊純이 駐箚天津督里通商事務에 임명되었다.
31) 이를테면, 그는 ‘Resident General’이라고 인쇄한 명함을 사용했다고 한다. 긴 그의 직

함은 어로 ‘Director-General Resident in Korea of Diplomatic and Commercial 
Relations’라고 번역하 다.

32) 袁世凱가 赴任 2개월 후 本國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韓廷은 群 持政하여 賄賂公行

하고 上下營私하여 民盡爲盜라. ... 凱는 反覆勸 하나 亦面從心違하여 極不願中國干涉

이라. ...... .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券9, p. 25 (447) <北洋大臣來電>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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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日本은 親佛政策으로 急旋回했다. 日本은 종전에 朝鮮半島 問題에 대해 消極

的인 政策을 취하던 立場을 바꾸어 積極的인 政策을 취할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朝鮮에 대한 淸國의 干涉을 排除하는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朝鮮

政府 일각의 開化獨立派를 積極的으로 支援하여 自主獨立을 스스로 宣布하게 하

거나, 적절한 시기를 보아 日本이 淸國과 直接 談判을 벌이든가, 아니면 日本과 

淸國이 미국, 국, 독일, 프랑스 등 西洋列國과 協力하여 朝鮮의 獨立을 共同으

로 保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었다.33) 參議院 議長 伊藤博文은 

朝鮮의 對淸 獨立이 緊急하다고 보고 이를 支援하여 朝鮮 스스로 獨立을 宣言케 

하고 國王이 修交條約 締結時 列國에 보낸 照會文을 撤回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積極論을 지지했다. 당시 日本의 주요 신문들이 논설에서도 적절한 시

기에 日本이 淸國과 朝鮮 및 국, 미국, 프랑스, 독일 6개국 代表들을 東京으로 

초대하여 朝鮮의 獨立을 共同으로 保障하자고 積極論을 폈다. 러시아 南進을 염

려하여서 는지, 러시아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별로 없었다.

乙酉(1885)年 2月 1日 駐朝 獨逸 總領事館 副領事 부들러(H. Budler:卜德樂)가 

朝廷에 永世中立方案을 권고했다. 그에 의하면 朝鮮과 隣接하고 있는 淸國, 러시

아, 日本 3國이 朝鮮의 中立을 承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침 朝鮮에 온 

日本 外務省 井上馨 外務卿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東北亞의 平和를 위하여 朝鮮

의 永世中立國 成案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淸國과 日本이 天津에서 甲

申政變 후 同時撤兵 問題 등을 協議하는 天津條約 交涉 중에도 獨逸政府는 李鴻

章에게 역시 朝鮮의 永世中立化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建議했다. 李鴻章도 이러한 

獨逸政府의 建議를 淸廷에 보고했으나, 朝鮮에서 宗主國의 地位를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淸國으로서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脣亡齒寒의 隣邦이며 屬邦 가운데서 가장 忠直한 朝鮮이 宗屬關係를 벗어나 

러시아나 日本 등 어느 列國의 影響 下에 들어가는 것은, 淸國의 立場에서는 도

저히 容納할 수 없는 것이었다. 淸國이 壬午軍亂과 甲申政變에 武力干涉을 한 것

도 日本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朝美條約 締結後 러시아가 李鴻章에게 朝鮮

과의 修好通商條規 締結을 周旋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절한 것도 不凍港을 찾

는 러시아의 南進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간파한 러시아는 李鴻章의 薦

擧로 朝廷에서 일하고 있는 묄렌도르프를 買受하여 마치 李鴻章의 推薦이 있는 

33) 伊藤博文, ‘伊藤參議ニ奇セタル意見,’ 伊藤博文編, 秘書類纂-朝鮮交涉史料, 上卷 

(1936), pp. 251-254.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史ノ硏究, 上卷 (1940), pp. 9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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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僞裝하여 1884년 여름에 朝鮮과 修好通商條規와 通商章程을 電擊的으로 

締結하는데 성공했다.34) 이에 자극을 받은 국이 1885년 4월 15일 (乙酉 3月 1

日) 巨門島를 占領했다.

1885년 봄에 大院君 세력에 린 明成王后와 閔氏 姻戚 一派가 러시아와 秘密

交涉을 벌 다는 소문이 있었다. 淸國과 日本이 朝鮮에서 각축을 벌여 두려움에 

휩싸인 朝廷이 淸國과 日本을 견제할 제3의 세력으로 러시아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國王이 묄렌도르프와 상의한 후, 廟堂과 統理衙門, 심지어는 묄

렌도르프도 모르게 國王이 블라디보스토크로 密使를 派遣했다는 것이었다. 러시

아가 이미 매수한 묄렌도르프를 내세워 淸國과 日本이 對立하고 있는 틈을 비집

고 朝鮮에 接近하여, 天津條約에서 淸國과 日本이 相互通報後 派兵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이, 同等한 派兵權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설도 있었고, 심지어 묄렌도르프

가 外交루트를 통해서 러시아에 朝鮮의 保護를 요청했다는 설도 있었다. 이러한 

소문 가운데는 駐日 러시아 公使館의 스페예르(Alexei de Speyer: 士貝耶) 書記官

이 甲申(1884)年 11月 13日 朝鮮을 방문하여 外務督判 趙秉鎬를 방문한 다음 國

王까지 謁見하고 돌아갔고, 이어서 이듬해 정월에 묄렌도르프가 日本을 방문하여 

다비도프(A. Davidov)러시아 公使와 여러 차례 면담한 후에 묄렌도르프가 귀국하

여 高宗께 引俄拒淸을 上奏하여 允許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묄렌도르프

는 다시 巨門島 事件으로 국 艦隊 司令官을 만난다고 長崎에 가서, 國王의 允

許事實을 駐日 러시아 公使에게 전보로 알렸다는 것이었다.

스페예르 書記官이 正式協約을 締結하기 위하여 朝鮮에 가게 되었는데, 그의 

도착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 密派되었던 자들이 歸國하여 復命을 마친 후, 그 

事實이 漏泄이 되어 朝野에 큰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실제로 스페예르 書記官은 

乙酉(1885)年 4月 27日 다시 서울에 와서, 이미 合意한 軍事敎官 招聘 件에 관한 

條約草案을 작성하여 國王의 內諾까지 받아놓고 나서, 外務督判 金允植에게 제시

하며 調印을 요청했다. 外務督判 金允植은 淸國 總理直隸總督 陣樹棠과 高平小五

朗 代理公使와 상의하 으나 찬성할리가 없었다. 領議政 沈舜澤과 左議政 金弘集

과 상의하여, 秘密裏에 引俄策을 試圖한 묄렌도르프를 糾彈했다. 國王과 戚臣들

도 事實關係를 얼버무리며 金允植 外務督判이 말하는 政府施策에 따르기로 하

다. 朝廷은 묄렌도르프의 解任을 李鴻章에게 건의하 다. 李鴻章도 淸國이 꺼리

는 引俄策을 함부로 성안하여 비 리에 추진할 그를 解任하는데 同意했다.35)

34) 朝露修好通商條約, 韓末條約彙纂, 下卷(1965), p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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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津條約에 따라 淸日兩國軍이 乙酉(1885)年 6月에 朝鮮에서 撤收한 다음, 마

치 그 공백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듯이, 러시아 代理公使 兼 總領事 웨베르

(Waeber, Karl I)가 추석이 지난 8月 28日 부임했다. 웨베르와 閔泳翊 등 明成王

后를 따르는 開化派들이 가까워졌다. 袁世凱가,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직함

을 가지고 乙酉 10月 11日에 大院君과 함께 入國하자마자, 前年度에 있었던 朝

러密約事件을 상기하며 웨베르 代理公使의 擧動에 신경을 썼다. 그는 특히 淸日

間의 對立 속에 ‘均勢의 理’와 多者間 保障을 통해 對淸 朝鮮 獨立을 추구하려는 

明成王后와 閔氏 戚族들의 러시아 公使館 接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朝廷은 年前에 報聘使의 隨員으로 미국에 파견되었다가 進學을 위해 잠시 現

地에 있다가 1885년 말 귀국하여 軟禁狀態에 있는 兪吉濬에게 中立論에 관한 意

見書를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兪吉濬은 朝鮮을 위하여 永世中立이 바람직하다고 

判斷하면서도, 淸國의 內諾을 얻는 것이 急先務라고 말했다.36) 그는 中國과 日本 

및 러시아 가운데, 누백 천년간 奉貢, 受冊을 해온 中國이 隣國으로 親附해 온 

관계가 깊었고, 믿고 의지해온 바가 敦篤하 으므로, 中國에 依存하는 것이 保國

의 길이라고 믿었다. 비록 中國이 時務에 다소 떨어진 점이 있다고 하여도, 壬午

軍亂과 같은 內亂에도 救援해준 바 있었거늘, 朝鮮이 外憂存亡에 처하는 경우에

는 필경 自國의 患亂으로 알고 援兵을 보낼 것이니, ‘箕星의 餘風’을37) 지켜온 

우리가 마땅히 親信할 나라는 中國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의 國際情勢로는 

中國에 청하면 日本과 러시아와 約條하여 中立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렇게 된다면, 中國은 軍隊를 쓰지 않고도 동쪽 러시아와의 변경에 대한 

우려를 원히 끊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長城을 얻은 것과 같아서 앉은채 ‘萬歲

의 利得’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38) 그는 朝鮮을 터키에 朝貢하는 불가리

아에 비교하면서, 불가리아는 外國과 條約締結權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이 있

으니 우리의 형편이 낫다고 말하면서, 贈貢國이라도 自主權만 있으면 가히 獨立

35) 朝廷은 國家安保를 위해서 러시아 勢力을 끌어들여 列强과 均勢를 이루게 해야 한다

고 판단하여, 러시아로부터 武器購入등 비교적 政治性이 輕微한 商業的 契約을 締結

하는 것을 始發로 하여 友好關係를 敦篤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36) 日本에 있는 金玉均도 1886년 7월 兪吉濬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兪吉濬, <中立論>, 

兪吉濬全書編纂委員 , 兪吉濬全書 (一潮閣, 1971) 第IV券 所收 參照.
37) 箕聖은 箕子의 稱이다. 箕子는 殷나라 紂王의 친척으로 <史記>와 <漢書>에 의하면 

나라가 망하자 朝鮮에 들어와 , 禮義, 田蠶, 紡織과 八條의 敎를 가르쳤다고 한다.
38) 兪吉濬, <中立論>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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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일리(伊犁; Ili) 問題로 러시아와 실강이를 벌여온 淸國으로서는 

간단히 約條를 하여 朝鮮 獨立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어느 경우나 淸國의 宗主

權이 보장이 되어야 했다. 袁世凱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朝鮮이 1886년 7월에 

淸國의 宗主權 離脫과 一律平行之禮로의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러시

아에 武力干涉을 요청한바, 러시아가 이에 대해 朝鮮 國王이 獨立을 宣布하는 것

을 지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었다. 情報에 의하면, 러시아 측에서 朝鮮

側에 文憑을 요구하자, 總理內務府事 沈舜澤 名義로 駐朝 러시아 公使 웨베르(韋

貝)에게 “與天下各國으로 一律平行이나 或他國이 有所未 하니 望貴國이 派兵艦

相助하여 期以妥當을 深所景仰貴國也라.”고 하는 覺書를 작성하여 國寶와 總理大

臣의 圖書(印章)까지 捺印하여 송부했다는 것이었다.39) 이러한 情報는 이런 문서

가 作成된 것에 대하여 미리 알고 우려를 표명하던 王室의 最側近인 閔泳翊이 

袁世凱에게 密報하자 事件은 중대한 국면으로 치달았다.

袁世凱가 노발대발하며 朝廷에 책임을 추궁했다. 當該 文書를 발송한 당사자로 

지목되었던 內務總理大臣도, 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웨베르 러시아 公使

도, 모두 이를 否認하 다. 大院君이 趙大妃와 洪大妃에 泣奏케 되니, 國王과 明

成王后도 크게 당황하여 領議政 沈舜澤과 判中樞府事 金弘集 및 署理外務督判 

徐相雨 등이 상의케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袁世凱에게 文憑과 國寶, 圖書 등

이 모두 僞造된 것이고 國王은 引俄策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게 했

다. 袁世凱는 朝廷에 대하여 問題의 文書를 러시아 公使館에서 回收하라고 요구

했다. 그는 웨베르 公使에게도 역시 返還을 요청했다. 웨베르 公使가 그런 事實

을 否認하며 內政干涉에 抗議했다. 袁世凱는 더욱 노발대발하며 淸國이 朝鮮을 

合倂하여 吉林省처럼 하나의 省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그는 淸國에 軍艦派遣을 요청하는 등 武力干涉을 不辭하겠다고 威脅했다. 결국 

이 문제는 朝鮮 政府가 公使館에 보냈다는 覺書가 僞造된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 

했고, 러시아 公使館에서도 그런 文書를 받은 事實조차 없다고 잡아떼어 8월경에 

진정되었으나, 淸國의 疑懼心은 여전했다.

袁世凱의 干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高宗에게 이른바 喩言四條와 

時事急務十款을 제시하면서 金玉均 등이 일으킨 甲申政變을 예로 들며 富國强兵 

39) 李文忠公全集 海軍函稿, 券2, 光緖2年 7月14日 袁道來電으로 <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

景> p. 102,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硏究, 下卷(1940), p. 36에서 再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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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强之計니 自主之謀를 進言하는 자들을 임용하면 變亂을 招來할 것이라고 威脅

했다. 喩言四條에서 그는 朝鮮을 破舟나 病者에 비유하고 先修內政하고 後務外觀

할 것을 주문하 다. 時事急務十款에서는 國王이 內治에서 유의할 사항을 나열하

고, ‘親所親’이니 兩國間의 中東關係가 數百年 以來 맺어온 바이니 輕率히 他國

과 親近히 하지 말라고 警告하 다.40) 심지어 袁世凱는 러시아密書 事件에 관하

여 丙戌 7月 1日 淸國에 朝鮮 國王 廢位까지 建議했다. 袁世凱의 建議에 접한 

李鴻章은 解明차 淸廷에 온 外務協辦 徐相雨 편에 高宗에게 書翰을 보내어 정중

한 어투로 宗屬關係를 擁護하 다. 그는 첫째로, “中國之待藩屬也는 以禮維繁하

여 務從寬大라 絶未嘗小侵其權利하고 一旦有事면 則救患恤 하여 同於內服이라”

고 하여, 藩屬待遇를 甘受하는 것이 朝鮮에 得이 된다고 忠告했다. 둘째로, 그는 

西洋諸國의 소위 “凡所保護之邦은 終不能一律平行이라 其威脅勢逼하며 有求爲附

庸”하여 中國과 朝鮮間의 宗屬關係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그

는 朝鮮은 脆弱한 나라로 잘못하면 泰西之囚國이 될 지도 모르는 것이므로, 中國

과 結付되어 있는 것이 安全하다고 하면서, “若一旦自離中國이면 則是鋌險之鹿으

로 人人이 得而遂之하리니 豈復有自全之地리오.”라고 警告했다.41)

C. 歐美 派使에 의한 自主獨立 高揚 摸索

丙戌(1886)年 3月 5日 이래 묄렌도르프(Moëllendorff) 後任으로 外衙門 堂上에 

올라 法律顧問 역할을 해온 데니(Owen Nickerson Denny, 1838-1900)가 自主獨立

國으로서의 面貌를 세우기 위하여 歐美 列强에 常駐使節을 派遣하기로 했다. 데

니는 判事 經歷에다가 淸國에서 外交官으로 근무한 경력까지 갖춘 國際法에 該

博한 사람이었다. 그는 明成王后(閔妃)와 1883년 報聘使로 미국에 다녀온바 있는 

閔泳翊 등 姻戚勢力이 自主獨立國으로서 朝鮮이 萬國公法上 對淸 一律平行의 禮

를 達成하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歐美派使 案을 起案하여 國王의 內諾을 받았

다.42) 袁世凱는 丁亥(1887)年 5月에 朝鮮이 都承旨 閔泳駿을 駐日 公使로 임명하

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달후인 6月에 朴定陽을 駐美 公使로 임명하

40) 李瑄根, 朝鮮 近政治史 (1950), pp. 313-315.
41) 淸光緖中日交涉史料, 券10, p.14 (485), 北洋大臣來電 參照.
42) 데니(Owen Nickerson Denny, 德尼)는 미국 오레곤洲 출신으로 포틀랜드(Portland)에서 

判事까지 지낸 사람으로 天津과 上海에서 外交官 생활을 한 法律家로서 李鴻章의 推

薦으로 朝鮮에 와서 丙戌(1886)年 3月부터 庚寅(1890)年 2月까지 4年 동안 外交顧問

으로 일했다.



2006. 6.] 開港期 朝鮮 主權論 衝突

고, 沈相學을 英, 德獨, 俄, 義, 法 5개국 駐在 公使로 임명한다는 사실이 알려졌

을 때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駐日 公使 閔泳駿과 金嘉鎭 參贊官이 赴任

하 을 때도 역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해 여름에 駐韓 미국公使 딘스모어(Hugh A. Dinsmore)가 日本으로 휴가를 

떠나자, 袁世凱는 갑자기 派使 無用論을 폈다. 外貨도 없는 朝鮮이 해외에서 무

슨 일이 있으면 淸國公館을 이용해도 될 터인데, 미국에 常駐 公使를 파견하려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격앙된 논조로 본국에 전보를 쳤다. 그는 朝鮮政府

에 대해서도 財政도 困難하고 屬邦의 體例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즉각 常駐使節 

派遣을 그만두라고 윽박질렀다. 高宗은 袁世凱 面談을 拒絶하고, 公使 朴定陽, 參

贊官 李完用, 書記官 李夏榮, 李商宰, 飜譯官 李采淵과 미국인 의사 알렌(Horace 

N. Allen, 安連)을 參贊官으로 임명하 다. 袁世凱는 1887년 9월 26일 (丁亥 8月 

7日) 領議政 沈舜澤에게 照會文까지 보내어 常駐使節 派遣 中止를 강력히 勸告했

다. 朝廷은 당일로 朴定陽 公使 一行을 出城 赴任케 하 다. 그러나, 國王께 辭陛

하고 南大門 밖으로 나가 壯途에 오르려 하 으나, 袁世凱가 보낸 淸國人들이 가

로막아 出發을 中斷하지 않을 수 없었다.43) 이 무렵 英, 德, 俄, 義, 法 5個國 駐

在 公使로 발령을 받았던 沈相學을 代身하여 任地로 赴任하려 출발한 趙臣熙는, 

淸國人의 눈을 피해 용케 都城을 빠져나가 홍콩에 이르렀으나, 淸國 官憲의 制止

로 발길이 막히고 말았다. 袁世凱가 北洋大臣 李鴻章으로부터 派使 沮止를 지시

하는 電文을 받았다. 李鴻章의 電文에서 西方諸國에 代表를 파견하기에 앞서 朝

鮮은 반드시 淸國의 指示를 청해야 되며, 淸國의 同意가 내린 후에야 代表들이 

떠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屬邦에 적용되는 諸般 規則을 존중해야 된다고 訓

示하 다. 長崎에서 여름휴가를 즐기다 뒤늦게 귀임한 미국 公使 딘스모어도 袁

世凱의 행동으로 第3國의 外交까지 干涉하여 한다고 詰難하고 淸國의 帝國主義

的 干涉을 막아야 한다고 본국에 건의했다. 미국 정부는 駐淸 公使 덴비(C. 

Denby)에게 訓令을 내려 淸廷에 대하여 이미 淸國이 斡旋하여 체결한 朝美修好

條規에 의하여 常駐使節을 파견하는 하는 것인데 朝鮮이 日本에 派使할 적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美國에 派遣한다고 하니 새삼스레 容喙하는 것은 타당하지 

43) 袁世凱는 朝鮮政府에게 朴定陽 公使 派遣을 中止하라면서 만약에 不應하고 派使하게 

되면 處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llen to Welch, September 21, 1887, and to 
Mason, October 19, 1887, in the Allen Manuscripts, New York City Library, 
hereinafter cited as Allen Manuscripts; Dinsmore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5, 
9; November 11, 1887, Dispatches, in the U. S. State Department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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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항의하 다. 日本 公使 近藤眞鋤도 딘스모어를 성원하면서 淸國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公使 웨베르도 淸國의 干涉을 개탄하 다.

淸國은 論理的 對應이 불가능해지자, 한발 물러섰다. 淸國이 駐外使臣에 대하

여 全權(Plenipotentiary)稱號를 붙이지 않으니, 朝鮮도 그리하도록 하여 駐箚公使

(Resident Minister)로 해두자고 제안하 다. 마치 外交上 全權이 행사할 權限을 

留保하려는 듯한 語調 다. 朝鮮은 外務督判 趙秉式이 關係國에 이미 通牒한 터

라 변경하기 어렵다면서 간곡히 이를 允許하여줄 것을 청하 다. 高宗은 淸國 皇

帝에게 미국과 유럽에 각각 사절을 파견하고자 하오니 각별한 恩寵을 베풀어 允

許해주기 바란다는 글월을 올렸다. 朝鮮이 宗屬關係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표명

한 것을 확인한 李鴻章은 9월 25일 派使에 朝鮮이 준수해야할 約三端을 下達

하는 다음 電文을 보냈다.44)

첫째, 朝鮮公使가 駐箚國에 처음 가게 되면 先赴中國公使館하여 報告하고 그를 

經由하여 同赴外部한다. 

둘째, 朝 나 公私宴  같은 交際席上에서 朝鮮公使는 마땅히 中國公使 다음 

자리에 앉는다.

셋째, 重大 交涉事件이 있을 경우에는, 朝鮮公使는 마땅히 미리 中國公使와 密

議할 것이니, 이는 모두 屬邦分內의 應行할 體制로 各國과는 無干한 일이며, 各

國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朴定陽 公使 一行은 드디어 1887년 11월 16일 (丁亥 10月 2日 ) 濟物浦港을 

떠나 赴任途上에 올랐다. 隨行員에는 參贊官 李完用, 書記官 李夏榮, 親軍後營文

案 李商在, 그리고 飜譯官 電報局 主事 李采淵 과 隨員으로 姜進熙, 李憲用, 李鐘

夏, 金老美, 許龍業, 그리고 의사이며 선교사인 미국인 알렌이 參贊官으로 同行하

게 되어 모두 열명이나 되었다.45) 朴公使 一行은 日本을 경유하여 태평양을 건너 

44)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券10, p. 29 以下: (542) 北洋大臣來電, (552) 北洋大臣來電 一, 
(553) 北洋大臣來電 二, (558) 收北洋來電,, (563) 北洋大臣來電, (576) 附件 一, 二, 
(578) 北洋大臣來電. Denny, "China and Corea," Congressional Record, 50 Congress, 
1st Session, p. 8138; Dinsmore to the Secretary of State, November 11, 17, 1887, 
with enclosures, dispatches, U. S. State Department Archives.

45) 高宗은 朴定陽 公使가 信任狀을 贈呈하고 나서 당분간 체류하다가 한 단계 낮은 辨

理公使와 교체하여 귀국하도록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해 

高宗은 딘스모어 公使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朴定陽 公使를 

書記官으로 수행하게 된 미국인 의사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도 이 문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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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亥 11月 18日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 다. 이날은 바로 양력으로 1888년 1

월 1일이었다. 일행은 팔레스(Palace) 호텔에 투숙하 다. 며칠 휴식을 취한 후 

일행은 열차편으로 대륙횡단을 하여 1월 9일 (丁亥 11月 26日) 와싱톤에 도착하

다. 朴定陽 公使 一行은 淸國公使館에 예방하지 않았다. 駐美 淸國 公使 張陰

桓이 즉각 朴公使 一行의 擧動을 監視하고 淸廷의 訓令에 따라 信任狀 捧呈式에 

先導하겠다고 주장했다. 朴定陽 公使는 주저하다가 淸國의 압력에 信任狀을 捧呈

하기 전에 淸國 公使를 예방하라는 約三端을 따를 생각을 하기도 하 으나, 알

렌이 外交慣例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사코 이를 말렸다. 이에 朴定陽 公使가 난

색을 표명하자 알렌은 국무성에 연락하여 이를 확인시켜주었다. 베이야드(Thomas 

Francis Bayard) 국무장관도 미국은 淸韓兩國의 관계를 알바가 아니므로 兩國을 

같이 獨立國으로 대우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결국에 朴定陽은 淸國公使館

을 예방하지 않게 되었다. 淸國公使는 이러한 사실에 접하고 베이야드 국무장관

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88년 1월 17일 (丁亥 

12月 5日) 백악관에서 淸國外交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대통령에 대한 信任狀 捧呈式이 열렸다.46)

朴定陽 公使가 約三端을 遵守하지 않은 事件은 淸國의 노여움을 사기에 충

분했다. 淸國 정부의 電文을 접한 袁世凱는 이러한 違約이 高宗의 ‘授意’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將來를 誡하기 爲한다.”는 오만한 어조로 强拍하며 朴公使에 

대한 問責懲戒를 요구하 다. 高宗은 하는 수 없이 朴定陽 公使를 얼마 후에 소

환하여 再議處理하겠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47) 朴定陽 公使는 일년여 정도 

근무하다가 1889년 봄에 소환을 당하여 귀국하고서도 約三端을 어긴 죄로 한

동안 都城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己丑 7月 24日에야 復命을 할 수 있었다.

하여 아무런 사항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朴定陽 公使가 使節團이 全權

을 가진 特命全權公使라는 것을 장담했기 때문이었다. 알렌은 직함으로는 書記官에 

불과하 지만, 公使館을 경 하는 위치에서 고문 역할을 수행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

다. 알렌은 朴定陽 公使를 친근한 의미로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추어 朴公

使의 무한한 총애를 받았으면서, 그를 輔弼하여 公使館의 일체의 대소사 일을 장악하

다고 한다. Allen to Dye, April 15, 1889, in the Allen Manuscripts; see also, Allen, 
Horace N., Things Korean: A Collection of Sketches Missionary and Diplomatic (New 
York, 1908), pp. 164-165.

46) Allen Diary, January 13, 1888; Secretary of State Bayard to Dinsmore, January 26, 
1888, Instructions, State Department Archives.

47)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券10, p. 39 以下: (581) 北洋大臣來電 1, (582) 北洋大臣來電 2 
同 p. 40 (587) 北洋大臣來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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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廷은 常駐 使節 派遣을 推進하면서 여러 차례 兪吉濬에게 자문했다. 정부가 

문서를 보내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고, 자청하여 意見書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朴定陽 公使의 偉端 問題는 朴 公使가 召喚당해 온 다음에도 淸國과 계속하여 

쟁점이 되어 淸國의 疎明 要請에 朝廷은 세 차례나 答辯書를 제출해야 했다. 이

들 答辯書는 兪吉濬이 製述한 것이었는데, 朴定陽 公使가 직접 그가 연금되어 있

는 翠雲亭으로 찾아오기도 했다. 朴 公使는 兪吉濬에게 違端의 事由를 말했다.

“本 公使가 원체 外交에 어두우면서 외람되게 全權의 命을 받았으므로 不得不 

外國의 輿論을 듣고 萬國公例에 따라야 하겠기에 美合衆國에 도착한 뒤에 조심

해서 들어본즉, 國命을 받들어 使節로 가는 자는 마땅히 먼  그 나라의 外務

部에 가야하며, 만약 먼  다른 나라의 公使館에 간다면 이는 그 나라를 輕視

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 使節이든지 제3국의 使節과 함께 外

務部에 가서 國書의 副本을 올리는 법이 없으며, 만약 자기들의 禮法 로 하지 

않고, 제3자를 請해서 紹介하게 하여도 역시 그 나라를 蔑視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交涉하는 데에는 禮節과 恭敬이 主가 되는데, 自立하는 나라가 남의 

輕蔑을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恥辱으로 여겨서 公

例를 違反하는 것이라 하여 國書를 받지 않을 것이라 하 습니다. 그러므로 만

약 中國의 大臣과 함께 갔다가 謝絶을 당한다면, 朝鮮만의 욕이 아니라 中國에

도 한 羞恥가 될 터이니, 이 한번의 擧措로 兩國이 他邦의 侮辱을 自招하여 

함께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本 公使가 가만히 생각건 , 職務로 外國

에 나온 자가 먼  나라의 利益을 計略할 것이요, 君命을 욕되게 함은 죄가 큰 

것이니, 朝令을 違反함은 些 한 것이라, 진실로 輕重을 參酌하여 便宜任行한 

것이오니, 公例에 벗어나는 行動으로 中國과 朝鮮의 體面을 모두 깎이게 하기

보다는, 權道를 따라 擅함으로써 使節의 任務를 온 히 하고 그 罪責을 자신

이 받는 것이 옳겠다는 所見이었던 것이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48)

兪吉濬은 朝廷에서는 이상과 같은 朴 公使의 陳述에 대하여 李鴻章에게 “本 

政府에서는 바닷길이 멀어서 매양 알지 못할 일이 많기로, 朴 公使가 망령되게 

그르친 줄 여겼더니, 이제 그의 陳述을 들으매, 實로 故意로 違端한 것이 아니고 

일의 형편이 그럴만하다고 여겨집니다.”라고 짤막하게 形式的인 答辯을 하라고 

製述하 고, 朝廷은 그대로 施行했다.49) 그러나, 淸國정부가 노발대발하고 다시 

48) 兪吉濬, <答淸使照 >, 兪吉濬全書編纂委員 , 兪吉濬全書, 第IV券.
4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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照會文을 보내오자, 兪吉濬은 違端의 事由를 다음과 같이 좀더 상세하게 答辯하

도록 製述하 다.

“朝鮮과 中國은 본래부터 同等하지 않은 體例가 있으나, 各國에 하여서는 同

等한 體例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各國과 同等한 條約을 締結하고 同等한 禮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本國이 여러 나라와 체결한 條約文의 제2조를 보면 全

權大臣을 相互 派遣한다는 문구가 있고,  本國이 內治 外交가 모두가 自主的

이라 함은 中國에서도 公認한 것으로서 各國에서 照 한 回答에 분명히 기재되

어 있습니다. 오로지 中國과 朝鮮 두 나라 사이의 體例만은 서로 정한 것이 있

어서 朝鮮의 中國에 한 응분의 행동 차는 다른 나라가 털끝만큼도 干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朝鮮이 다른 나라를 할 때에 그들을 억지로 굴복

시켜서 내 생각만을 따르게 할 수 없듯이 本國으로서도 中國에 해서 大國을 

섬기던 禮節을 다하고 各國에 해서는 交隣하던 情誼를 다할 것이오니 事大와 

交隣은 各各 別個의 것입니다.”50)

前 時代에 弊邦이니 뭐니 하며 謙讓體로 쓰던 文句는 本國이라는 당당한 文句

로 바뀌었다. 이 達文의 答辯書에서는 約三端에 대하여서도 年前에 閔泳翊이 

報聘使로 미국에 파견되었을 때나 閔泳駿이 일본에 駐箚公使로 파견되었을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約三端이 條約締結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修好條

約 體制와 크게 거리끼는 바가 있어서 奉遵하기 어려웠다는 사연을 말하 다. 위

의 答辯書는 비장한 어조로 “外交의 自主는 中國의 각별한 恩惠로 萬國 사이에 

한 國家의 體制를 保全하도록 한데서 생긴 것인데, 中國이 約三端으로 인하여 

本國과 各國과의 平等權을 破壞하고 이미 締結한 條約을 破棄시켜서 全權大臣을 

서로 파견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反駁하며 結論을 내렸다. 句

句節節 論理로 가득 찬 이 反駁文에 대해서 李鴻章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淸國은 法的인 論爭에서 리게 되자, 政治的인 壓力을 계속했다. 朝廷은 朴公

使에게 約三端을 어긴 것에 대해 問罪하라는 袁世凱의 강요에 못 이겨 그를 

免職處分할 수밖에 없었다. 免職 處分 후 상당 기간 그를 再起用하지 못해 書記

官 李夏榮이 署理公使 역을 하는 駐美 朝鮮公使館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웠다. 

朴公使를 再起用하고자 한 高宗의 노력은 실현되지 못했다. 朴齊純을 駐美公使로 

발령하 으나 역시 淸國의 干涉으로 부임이 좌절되었다. 그해 연말에는 參贊官 

5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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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도 동반하여 사임하게 되었다.51) 1890년 초에는 1887년 朴定陽 公使와 비슷

한 시기에 용케 都城을 빠져나가 유럽을 향해 登程하 다가 홍콩에서 淸國관리

에 의해 制止당해 病을 빙자하여 현지에 머물러 있었던 趙臣熙 公使가 歸國하여, 

역시 淸國의 壓力으로 처벌을 받았다. 朝野에서는 이러한 前轍을 밟을까 저어하

여 駐外 公使로 奉命하려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Ⅲ. 淸 自主獨立의 理論과 現實

A. 朝鮮의 主權에 한 論爭

淸國의 干涉은 東洋的 名分論에 기초한 것으로서 經濟的인 權益보다는 주로 

傳統的인 政治的 體面에 관련되는 것이었다. 특히, 對外關係에 있어서 體面問題

나 文書 儀式 등에 있어서 尊卑先後와 같은 절차에 각별히 신경을 곤두세웠다. 

李鴻章이 袁世凱의 건의를 받아 朝鮮 國王에게 韓露密約說로 책임을 추궁하는 

書翰에서 “壬午甲申之變에도 全力相赴하되 未始言勞하니 名分所在로 義不得不爾

也”라고 하여, 淸國은 名分을 위하여 義를 내세워 武力干涉을 하 던 것이라고 

실토한 바 있었다.52) 袁世凱는 外交使節의 會合이나 宴會 같은 데서도 總理衙門 

등에서 온 朝鮮 官吏를 屬邦體例에 의해 賓客으로 접대할 수 없다며 末席에 앉

히기 일쑤 다. 그의 이런 行態가 屬邦體例에 비추어보아도 前例가 없고 萬國公

法상 外交慣例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各國 外交使節의 빈축을 샀다.

(1) 데니의 淸韓論
1886년 봄부터 묄렌도르프 後任으로 外衙門 堂上에 부임해 온 데니(Owen 

Nickerson Denny, 德尼: 1838-1900)는 朝鮮의 地位를 西洋의 從屬國(vassal state)

과 비슷한 것으로 본 그의 前任者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oëllendorff, 穆

51) 알렌은 이듬해인 1889년 12월 24일에 돌아와 새해부터 駐朝 美國 公使館 書記官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가 본 朝鮮은 더욱 淸國에 굴복되어가는 느낌이었다. 袁世凱는 전

보다 더욱 傍若無人했고, 朝鮮의 外衙門이라는 것은 淸國 公館의 支部처럼 보 다. 
그의 館員들은 朝鮮 官吏를 때리고 侮辱하는 것을 보았다. 淸人들이 朝鮮人의 목을 

자르는 것을 보기도 했다. 그의 名分은 러시아와 日本에 抗하기 위하여 東北3省에 

대한 粧冊인 朝鮮에 대한 干涉을 强化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Allen to Gillespie, 
October 7, 1889, in the Allen Manuscripts.

52) 淸光緖中日交涉史料, 券10 pp. 16-17(492), 附件1 <李鴻章致朝鮮國王書>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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麟德: 1847-1901)와 달리, 朝鮮이 비록 贈貢國(tributary state)일지라도 內治와 外

交가 自主이고 條約締結權과 派使權이 있는 등 主權國家로서 손색이 없다고 보

았다. 그는 壬午軍亂과 甲申政變을 거치면서 거세어진 淸國의 干涉을 批判했다. 

데니는 미국 오레곤洲 출신으로 포틀랜드(Portland)주에서 判事까지 지낸 사람으

로 天津과 上海에서 外交官을 역임하여 國際法에 造詣가 깊었다. 그는 1886년 3

월부터 2년 가까이 外衙門 堂上으로서 朝廷의 法律顧問 役割을 해오면서 관찰한 

바를 정리하여 朝鮮의 法的地位 問題와 淸國의 不法的 干涉에 대하여 비판하는 

이른바 ｢淸韓論 China and Korea｣을 1888년 1월 3일에 탈고하여 2월에 上海에

서 出刊했다.53) 그에 의하면, 朝鮮이 비록 中國의 贈貢國(tributary state)이라고 하

여도, 이는 朝貢과 典禮에 기초한 동아시아의 특유의 전통적인 제도로서, 朝貢을 

받는 受貢國인 淸國은 오히려 贈貢國에게 더 후하게 下賜品을 내려 친 한 관계

를 부각시켰다. 贈貢國은 이처럼 受貢國의 處事가 후하고 관대할 때 朝貢關係의 

지속을 바랬다. 사실, 동아시아의 경우 贈貢國은 대개 朝貢을 受貢國에서 원하는 

것보다 더 여러 번 바치기를 원했다. 그는 朝貢을 바친다는 것은 主權이나 獨立

權에 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며, 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54)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서 淸國이 마치 朝鮮을 단순한 舊例에 기초한 贈貢國으

로 대하지 않고, 마치 어느 한 主權國家의 國內法에 의해서 統治되고 條約締結權

과 派使權이 없는 西洋의 從屬國(vassal state)처럼 취급하고 싶어 하는 것은, 朝

鮮이 미국 등 서양열강에 平等條約을 締結하여 開港을 하도록 周旋까지 해준 주

제에 스스로 矛盾이 되는 行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淸國과 朝鮮

이 체결한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에 비록 宗屬關係에 관한 언급이 있다고는 하여

도, 全體 8개 條文은 여느 修好通商條約에서 찾아볼 수 있는 一般的인 規定들이

라고 評했다. 그 가운데 어느 規定도 서양의 從屬國(vassal state)에서 볼 수 있는 

要素는 단 하나도 없다고 闡明했다. 이것은 이 條約이 締結될 당시에 兩國은 그

러한 從屬國的인 要素와 地位를 排除한다는 것이 彼此間에 諒解가 되어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55)

데니는 더욱이 淸國 人民이 朝鮮에서 治外法權을 누리고 通行證이 필요하다는 

規定이 있는 것 역시 從屬國的인 要素를 排除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本 章程의 

53) Denny, Owen Nickerson, China and Korea (Shanghai, 1888. 2).
54) Id., p. 8.
55) Id.,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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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文에서 “惟此次所訂水陸貿易長程은 系中國優待屬邦之意로 不在各與國一體均沾

之例니 玆定各條如左라”고 선언하 고, 이는 바로 5개월 전에 中國의 周旋으로 

체결한 朝美修好通商條規 제14조에 규정된 最惠國待遇 條款에 적용을 받는 것이

니, 엄 한 의미에서 朝鮮의 宗主國이 條約을 체결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난다는 

矛盾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56) 데니는 또 李鴻章이 朝鮮의 朝美修好

通商條規 締結時 屬邦에 관한 照會文을 送付한 사실을 들어 朝鮮이 中國의 從屬

國(vassal state)인 것을 是認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비판했다. 데니는 바로 

그 照會文의 내용을 보면 朝鮮은 中國에 朝貢을 바치는 나라(a tributary state) 이

상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로 그 照會文에서 朝鮮 政府가 “竊照朝

鮮素爲中國屬邦이나 而內治外交問來均由라.”고 하여, 지금까지 內治와 外交의 모

든 면에 있어서 朝鮮이 完璧히 主權을 行使해왔다고 하 고, 朝鮮 國王이 “將約

內各款을 必按自主公例認眞照辨이라.”고 宣言하여, 自主的으로 國際法에 따라 條

約의 모든 規定을 誠實하게 行使할 主權(sovereign powers)을 闡明한 것이니, 세

상에 그 누가 이 단순 솔직 명백한(plain, candid and unmistakable) 문구를 놓고

서, 朝鮮이 從屬國(vassal state)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여하히 惡意的으로 曲

解를 하려고 얼마나 많이 試圖를 하든지, 미국 정부는 그 어귀와 정신에 따라 엄

격히 해석하여 同 條約을 締結하 다는 것은 明白하다고 言明했다.57)  더욱이 朝

鮮의 國王은 締約國에 公式 使節을 派遣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朝鮮에 대한 從屬

國 地位(vassalage)를 주장하는 자에 대한 치명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58) 그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비추어 이제 淸國이 朝鮮 問題에 대한 虛僞의 假面을 벗

어버리고 朝鮮半島에 대한 확실한 어휘로 솔직하게 발표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갈파했다.59) 

데니가 ｢淸韓論 China and Korea｣을 저술하게 되었던 것은 학문적인 취향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실은 朝鮮의 自主獨立을 위해서 派使와 均勢를 圖謀하려는 政

策에 반대하여 朝鮮이 從屬國(vassal state)이라고 貶下하는 발언을 일삼는 李鴻章

의 二重人格을 고발하고 그에게 從屬國 理論을 부추기는 묄렌도르프를 論著로 

56) Id., pp. 16-17.
57) Id., pp. 18-19.
58) Id. p. 43. 朝鮮에 대한 從屬國地位(vassalage)를 주장한 사람은 李鴻章의 추천을 받아 

1882. 12. 22. 朝鮮에 와서 統理衙門의 協辦에 올라 1884년말 外交 및 財政 顧問 역

할을 했던 묄렌도르프를 指稱하는 것으로 보인다.
5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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壓倒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淸韓論은 西洋이 아닌 上海에서 出刊되었

다. 그것도 그의 朝廷과의 契約이 滿了되는 時點에 이르러, 朝美修好通商條規 周

旋時만 해도 朝鮮의 內治 外交가 自主라며 開港條約 締結을 부추기던 中國이 矛

盾的인 言辭와 行動으로  朝鮮의 內治와 外交에 干涉하는 것을 攻駁했다.

(2) 묄렌도르프의 從屬國論
묄렌도르프는 李鴻章의 천거를 받아 1882年末 壬午軍亂으로 어수선한 朝鮮에 

와서 守舊 事大政權에 協助했다. 그는 甲申政變에서 親日開化派가 쿠데타를 일으

키는 현장을 목격했던 탓인지, 데니처럼 朝鮮의 法的 地位를 傳統이나 條約文에

서 찾지 않고, 淸國이 積極的인 干涉을 하고 있는 現實에서 直視했다. 그는 朝鮮

은 淸國의 從屬國(vassal state)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朝鮮이 獨立國

이 되려면 列强과 外交關係를 맺어야 한다면서 淸國의 반대를 무릅쓰고 1884년 

朝러 修好通商條規와 通商章程을 체결했다.60) 그는 러시아 公使館이 서울에 設置

되기도 전에 朝廷이 러시아의 협력을 얻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다. 1885년 7

월 20일 天津條約에 의해 淸日兩國 軍隊가 朝鮮에서 철수하는 공백을 이용하여 

러시아 개입을 우려하는 때에,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은 淸國과 日本의 共同 

關心事인 防俄 政策을 害하는 것이었다. 淸日兩國이 朝廷에 항의하여 李鴻章이 

그의 解任에 同意하는 형식을 취하여, 부임한지 2년여 만인 乙酉(1885)年 6月 16

日 參判職에서 解任되었다. 그의 後任으로 묄렌도르프 반대자들이 추천한 인물이 

바로 앞에서 살핀 바 있는 데니(O. N. Denny) 다.61) 國王은 오랫동안 데니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引俄策에 의한 ‘均勢(balance of power)의 理’나 中立策을 

圖謀하려던 묄렌도르프가 다시 오기를 원했다. 결국, 묄렌도르프는 그의 또 하나

의 직분인 海關總稅務司 職을 두어 달 더 유지하다가 내놓은 다음에도, 연말에 

데니의 부임이 확실해질 무렵에야 淸國으로 돌아갔다. 부임이 늦어진 데니는 그

해 말에야 朝鮮에 와서 1886년 초엽부터 묄렌도르프가 하던 海關業務를 除外한 

外交業務를 담당하는 外衙門 堂上으로 顧問役割을 담당하게 되었다.

묄렌도르프는 淸國에 돌아가서도 항시 朝鮮에 돌아가기를 희망하여, 그의 後任

者 데니가 하는 일을 늘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李鴻章의 

추천을 다시 받아 적당한 시기에 데니를 어내고 外衙門 協辦에 復歸하는 것이

60) 國 圖書館, 韓末條約彙纂 下卷(1965), pp. 1-55.
61) Denny, Owen Nickerson, China and Korea,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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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데니의 고용 계약이 만료되는 1888년말을 겨냥하여 復歸 運動을 폈다.  

그는 1887년 데니가 淸廷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列强에 常駐 使節을 파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李鴻章에게 이를 막아야 한다고 反對 建議를 하며 李鴻章

의 寵愛를 다시 얻어 데니를 어내고 外衙門 協辦職에 다시 오르기를 소망했다. 

그는 李鴻章의 추천을 다시 받는데 성공했고, 朝廷에서도 그를 다시 기용할 뜻을 

비쳤으나, 1888년 초에 막상 朝鮮에 다시 왔다가 데니의 契約이 更新되었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실망했다. 

묄렌도르프는 데니의 ｢淸韓論 China and Korea｣이 출판된 후,62) ｢데니씨의 淸

韓論 小冊子에 대한 答辯書 A Reply to Mr. O. N. Denny's Pamphlet entitled: 

China and Korea｣를 썼다.63) 묄렌도르프도 역시 학창시절에 中國語와 함께 法學

을 전공하 고 外交官職에 있으면서 실무에 종사하 으므로, 여러 가지로 데니와 

비슷한 점이 있었다. 묄렌도르프는 데니가 “朝鮮의 獨立을 위해 世界가 淸國에 

대해 偏見을 갖게 하는 것이다.”라고 포문을 열고, “사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었고, 논리가 부족하며, 더구나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고 공박했다.64) 그는 데

니가 자신을 천거한 淸國에 대하여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한 감정을 격앙된 목소리로 토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하면서, 反論을 쓰

는 목적이 “朝鮮이 지금까지 수백년간 中國의 從屬國(vassal state) 다는 것을 밝

히는데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65) 그 答辯書가 미망인 로잘리에(Rosalie)

가 1930년에 라이프치히에서 출판한 묄렌도르프의 傳記(P. G. von Moëllendorff: 

Ein Lebensbild)의 뒤편에 附錄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作成 時點은 알 

수는 없으나, 데니를 경쟁자로 하여 그가 복직운동을 벌이던 시기로 보인다.

묄렌도르프는 朝鮮이 歷史上 中國의 단순한 屬國 내지 朝貢國(tributary state)이 

아니라 從屬國(vassal state) 다는 것을, 唐나라(618-907)가 朝鮮半島를 征服하

62) Id.
63) 묄렌도르프, 데니 씨의 <淸韓論>에 한 答辯書, 묄렌도르프, 도르  自傳(外)(신

복룡, 김운경 역주)(한말 외국인 기록 9) pp. 151-166 참조. 原著는 von Moëllendorff, 
Paul G., A Reply to Mr. O. N. Denny's Pamphlet entitled: China and Korea (Otto 
Harrassowitz, Leipzig, 1930)로, 역시 10餘面의 소책자(pamphlet)이다, 答辯書는 英文으

로 작성되었다. 그의 婦人 Rosalie가 쓴 묄렌도르프 傳記, R. von Moëllendorff, P. G. 
von Moëllendorff: Ein Lebensbild (Otto Harrassowitz, Leipzig, 1930)와 같은 해에 같

은 出版社에서 刊行된 附 으로 되어있다.
64) Id.
65)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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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元나라 初에 高麗는 완전히 隸屬狀態에 있었으며, 明나라 때도 高麗王은 明

의 臣下처럼 행세했고, 1368년에 朝鮮의 王은 使節을 보내어 冊封을 받았다는 

것을 예로 들어 證明하려고 試圖했다.66) 그는 또 朝鮮이 從屬國(vassal state) 다

는 決定的인 例로 1637년 丙子胡亂 때 朝鮮이 降伏을 하여 仁祖가 三田渡에서 

淸太宗에게 三 의 禮를 취하여 降伏하고 臣下임을 自認했던 것을 들었다.67) 이

때 淸國이 내린 城下之盟을 받들어 從屬國(vassal)이 되어 매년 定時에 朝貢을 바

쳤고, 淸國 使臣이 오면 國王이 南別宮에 나아가 네 번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

고 읍을 하고 일어서며 ‘皇帝陛下 萬歲’를 외쳤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

했다.68) 그는 이어서 淸國에서 朝鮮을 부르는 屬國이라는 말을 외국인들이 무분

별하게 從屬國(vassal state)이니 贈貢國(tributary state)이니 하고 번역하는데, ‘屬’

이라는 字는 “한 사람의 麾下에 있는 部下들과 같이, 어떤 民族에 從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이런 설명으로 그의 숱한 주장

은 무너지고 만다고 했다.69)

묄렌도르프는 丙子胡亂 때 城下之盟에서 맺은 君臣關係로 보나, 壬午軍亂을 진

압하고 甲申政變을 타도한 淸國의 武力干涉으로 보나, 朝鮮과 淸國의 宗屬關係는 

사실상 從屬關係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데니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있었더라도, 中國에서는 朝鮮의 政敎禁令과 內治外交에 干涉하지 않았으

며, 근자에 이르러서도, 淸國은 朝鮮의 內治와 外交가 完全히 自主라는 것을 日

本과 미국에 표명하고 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게 周旋하 고, 그에 따라 常駐 外

交使節을 交換하고 있으므로, 朝鮮은 條約締結權과 派使權, 宣戰權 등을 갖는 어

엿한 獨立國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근자에 들어서서 宗屬關係의 法理와 舊例에 

걸맞지 않게 淸國이 朝鮮에 대해 內政干涉을 일삼고 派使問題에까지 견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데니는 자신을 朝鮮에서 일하도록 천거한 李鴻章에게

까지 法理的 論駁을 가하며 淸國의 主張이 온당치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이에 비하여 묄렌도르프는 1882년 12월 5일부터 朝鮮에 外交顧問으로 들어와 일

하는 동안에 때로는 朝鮮의 獨立을 위한답시고 引俄策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했고, 때로는 朝廷이 朝美條約의 규정에 따라 미국공사 푸트의 부임에 대한 答禮

66) Id.
67) Id.
68) Id.
6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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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式으로 報聘使를 파견하려는 것조차도 은근히 막으려고 했다. 그의 행동은 일

견 모순되는 점이 있으나 대체로 그를 추천한 淸國의 입장을 존중하려고 했던 

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朝鮮이 독일 러시아와 협력하여 중국과 日本의 

지나친 향을 견제하여 ‘均勢의 理’를 圖謀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 다가 李

鴻章의 미움을 받아 해임 당했으면서도, 그 후에 다시 李鴻章에게 접근하여 朝鮮

은 단순한 屬國(tributary state)이 아니라 從屬國(vassal state)에 해당한다고 조언

하며 그의 천거를 다시 받아 朝鮮에 돌아가 한때 화려하던 外衙門 參判職 등 權

力의 班列에 오르고 싶어 했다. 70)

B. 兪吉濬의 主權 理論

兪吉濬(1856-1914)은 福澤諭吉(1834-1901)의 ｢西洋事情｣과 마찬가지로 西洋의 

事情을 소개하고자 하는 계몽적인 목적에서 ｢西遊見聞｣을 저술하 다.71) 그는 

1882년 여름 閔泳翊 報聘使의 隨員으로 미국에 갔다가 보스톤 근교 더머

(Dummer) 아카데미에서 잠시 진학준비를 하다가 甲申政變 발발로 모든 것을 단

념하고 유럽을 거쳐 1885년 말 귀국하 다.72) 그는 귀국후 開化派라는 이유로 

捕盜大將 捕盜大將 韓圭卨의 집에 연금되어 있었다. 연금중에도 그는 정부의 요

70) 묄렌도르프는 심지어 淸日戰爭 후에 淸國세력이 朝鮮에서 물러간 다음에도 줄곧 朝廷

에 연락하여 復歸하고 싶어 했다. 國王은 그에 대해서 好意를 보이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가 갑자기 사망한 1901년에 가까워 올 무렵에 이르러

서는, 日本과 심지어 러시아 측에서도 그의 朝鮮 歸還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은 

전해 듣고 失意에 빠졌다. 묄렌도르프, 도르  自傳 (外), op. cit., 속에 실린 그의 

日記 1899年 12月 9日字 參照.
71) 兪吉濬은 1881년 그가 紳士遊覽團의 一員으로 日本에 파견되어 약 3개월간의 公式日

程을 마치고 一行과 헤어져서 慶應義塾에서 잠시 福澤諭吉에게 師事했다. 그는 福澤

諭吉의 ｢西洋事情｣ 등 啓蒙的인 著作에 感銘을 받아 朝鮮에서도 이러한 책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어 저술을 결심하게 되었다. 
72) 兪吉濬은 1883년 報聘使의 隨行員으로 美國에서 워싱톤과 뉴욕을 거쳐서 보스톤에서 

하버드(Harvard)大學을 시찰하게 되었는데, 그가 2년 전에 紳士遊覽團으로 파견되었다

가 慶應義塾에 남아서 수개월 동안 英語와 日本語를 공부했던 것처럼, 하버드大學에

서 남아 留學을 하고 싶어서 正使인 閔泳翊의 承諾을 얻어 현지에 남기로 했다. 그는 

수개월 동안 보스톤(Boston)에서 가까운 샐럼(Salem)시의 피바디(Peabody) 博物館長 

모스(Edward S. Morse, 1838-1925)씨의 집에 留宿하면서 어와 과학을 배웠다. 1884
년 가을 학기부터는 진학 준비를 위해 더머(Dummer)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修學했으

마, 겨우 2개월여가 지난 12월 4일 朝鮮에서 甲申政變이 일어나, 쿠데타 주도 세력인 

開化派의 金玉均, 徐光範 등이 甲申政變이 三日天下로 실패하여 日本으로 亡命했다는 

소식을 듣고, 開化派인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유럽을 거쳐 귀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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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따라 <中立論>을 製述하는 등 政府의 諮問에 응했다. 1887년 가을 지금의 

삼청공원 근처의 白鹿洞 翠雲亭으로 옮겨 연금되면서 약간 자유를 얻게 되어 본

격적으로 ｢西遊見聞｣ 저술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는 1889년 늦은 봄 ｢西遊見聞｣

을 脫稿하 다고 한다.73) 이 시기는 朝鮮이 派使 問題로 淸國과 어려운 관계에 

있었고, 外務衙門에서 法律顧問 역할을 하고 있던 데니(Denny)가 근무하던 시기

다. 兪吉濬도 ｢西遊見聞｣에서 朝鮮의 萬國公法上 地位를 포함하여, 邦國의 權

利, 中立論 등 시대적 주요 쟁점에 관하여 서술하 다.

兪吉濬은 ｢西遊見聞｣에서 나라의 權利를 國內的 主權과 國外的 主權으로 나누

어, 前者는 “國內에서 施行되는 모든 政治 및 法令이 모두 政府의 立憲的 機能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며, 後者는 “獨立과 平等의 原理에 따라 外國과 正

當한 交涉을 갖도록 노력하는 일”이라고 하 다. 그는 이어서, “한 나라의 主權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形勢의 强弱이라든가, 국가 기원의 좋고, 좋지 않음이

라든가, 土地의 大小, 國民의 多寡 등을 불문하고, 다 국내외 관계의 진정한 형상

에 의거하여 단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權利를 侵犯하지 않을 때는 獨立되고, 自主的

인 기초에 의거하여 主權의 權利를 行使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나라에 딸린 權利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道理를 위하여 現實的

으로 가장 要緊한 措處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措處를 立本 즉, 

根本을 確立하는 일이라”고 갈파했다. 그는 立本을 위한 權利로서 現實維持와 自

國保護의 權利, 獨立하는 權利, 産業 및 土地에 관한 權利, 立法하는 權利, 交涉

과 使臣派遣 및 通商의 權利, 講和와 條約締結의 權利, 그리고 中立의 權利로 구

분하여 설명하 다.74)

｢西遊見聞｣은 총20편 가운데 제3편을 ‘邦國의 權利’에 할애하 다. 萬國公法의 

基本原則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 ‘나라의 權利’는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 도리

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요긴한 조처이며 이 조처가 바로 근본을 확립하는 

立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國家의 主權이 “한 나라를 관제하는 最大의 權

利”라고 정의하면서, 弱小國 가운데 朝貢을 하는 贈貢國과 强大國의 保護를 받는 

受護國이 있다고 하면서 弱小國이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權利는 각기 主權을 확

보하고 있는 정도에 따르기 때문에 獨立된 主權國에 누리는 權利를 行使하여 修

73) 兪吉濬, 西遊見聞(東京, 交詢社, 1895).
74) Id., 제3편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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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條約, 航海條約 및 通商條約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체결한다면 保護를 받거나 

貢物을 바친다는 관계만으로 그 主權이나 獨立權에 何等의 損傷도 받지 않는다.”

고 갈파했다.75)

兪吉濬은 1889년 늦은 봄 ｢西遊見聞｣을 脫稿하고서도 軟禁狀態에 있었기 때문

에 이를 국내에서 出刊할 수가 없었다. 守舊事大派가 得勢하던 당시에 開化派의 

一員으로 福澤諭吉이 말한바 ｢나라 위에 나라 없고 나라 아래 나라 없다｣는 國

家平等의 思想을 記述한 ｢西遊見聞｣을 朝鮮에서 出刊한다는 것은 屬邦體制에 어

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76) (｢西遊見聞｣은 淸日戰爭으로 淸國의 세력이 韓半

島에서 敗退한 후에 1895년 4월 25일에서야 日本 東京의 交詢社서 출판되었다.) 

그는 1892년 11월에, 그간 7년 동안의 軟禁生活 중 謹愼하며 국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朝廷의 諮問에 誠實히 응하여 貢獻한 功勞로, 金弘集, 朴定陽 등 衆臣들

이 幽閉解除를 奏請하여, 都城을 벗어나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C. 朝鮮의 現實的 地位

데니(Denny)가 보기에는 朝鮮이 中國의 屬邦이라고는 하여도 內治와 外交가 

自主이며, 朝鮮과 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한 列國들이 인정하는 어엿한 獨立國 다. 

그러나, 묄렌도르프가 甲申政變 이래 朝鮮의 現實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淸國이 

朝鮮의 內治와 外交가 自主라고 한 것은, 西洋 列强을 끌어 들여 以夷制夷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修好條約上의 美文에 불과한 것이었고, 淸國이 1637년 朝鮮을 降

伏시키고 君臣關係를 맺은 역사적 사실로 보나, 壬午軍亂과 甲申政變에서 淸國의 

武力干涉을 한 事實과 駐紮朝鮮 欽派大臣 袁世凱를 파견하여 監國大臣처럼 內治

와 外交를 干涉하는 現實에서 보나, 朝鮮이 적어도 淸國과의 관계에서 萬國公法

上 과연 獨立國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의아하게 여겨지는 점이 있었다. 兪吉

濬이 말한 대로, 朝鮮이 屬邦이던 贈貢國이던 條約締結權과 派使權 등 內治와 外

交上를 基本的인 國家의 權利만 있으면 自主獨立國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인

가? 淸國이 朝鮮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운데는 內治와 外交에 대하여 自主

라는 허울좋은 美名에도 불구하고 內政干涉에 해당하는 것이 많았고, 修好條約을 

締結한 列强들과의 正常的인 外交 關係에서 찾아볼 수 없는 奇異한 典禮가 적지 

75) Id.
76) 福澤諭吉, 學問のすすめ(1873), 三編 <國は同等なる事>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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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文明國의 眼目에서 容納하기 어려웠다. 

淸國이 宗主國으로서 屬邦에 대한 厚意와 禮를 다한다면서, 朝鮮에서 恣行한 

無禮한 作態의 代表的인 例가 1890년 6월 4일 (庚寅 4月 17日) 趙大妃 昇遐時에 

擡頭되었다. 海路로 仁川을 경유하여 問喪을 왔다는 淸國의 弔賻使節은 朝鮮 國

王을 禮防하는 대신 迎恩門에 動駕出迎하여 屬邦의 禮로 使節을 맞으라고 했다. 

朝鮮은 自主國의 威信을 세우기 위하여 動駕出迎의 舊例를 廢止하려 하 으나, 

袁世凱의 威脅 喝에 國王은 그만 굴복하여 駐朝 外交使節을 놀라게 했다. 朝廷

이 美國水兵 50명을 美國公使館을 통하여 파견 받아 護衛케 하려고 하 으나, 袁

世凱는 屬邦體例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극력 반대하여 이를 좌절시켰다. 그는 

심지어 美國水兵이 國葬의 行列이 山陵으로 향할 때 동대문 밖에서 도열하여 軍

禮를 表하는 것까지 屬邦의 體例를 내세우며 항의했다.

駐美 朝鮮公使館 參贊官으로 근무하다가 朴定陽 公使 召喚時 辭任한 알렌

(Allen)은 1890년 초부터 駐朝 美國 公使館 書記官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朝

鮮의 駐美 公使館 書記官으로 일했을 때 朝鮮의 獨立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이제는 駐朝 美國 公使館 書記官으로서 淸國의 宗主權 行使를 막기 위해

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게 되었다. 알렌의 눈에 朝鮮은 그를 때리는 손에 키스하

는 비굴한 여자처럼 보 다.77) 알렌의 헌신적인 노력은 高宗의 각별한 호의를 얻

었다. 高宗은 “나는 항상 美國을 위급할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사심 없는 友好國

으로 보아왔다.”고 말하곤 했지만, 미국정부는 생각이 달랐다. 국무장관 그레샴

(Walter Q. Gresham)은 不答이었고 그 후 애디(Alvey A. Adee) 국무차관은 

상황에 따라 好意的인 態度를 可及的 自制할 것을 지시하 다.78) 국은 淸國을 

돕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프랑스나 독일은 朝鮮을 도와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느낀 것으로 보 다. 日本은 겉으로는 朝鮮의 獨立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는 朝鮮에서의 勢力擴張에 여념이 없었다. 러시아는 朝鮮에서 不凍港을 얻으려는 

속셈에서 好意的인 態度를 견지했다.

77) Allen to Ellinwood, April 24, 1890; letters to the Secretary of State from Heard, June 
8, 11, October 15, 21, November 17, 18, 1890, January 22,24, 1891, and from Allen, 
November 23, December 20, 1893 in dispatches, U. S. State Department Archives.

78) “國務省은 귀하에게 公使館이 競爭國間의 利害關係로 서울에서 일어나는 적절하지 못

한 陰 에 대해 表情으로도 好意를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Gresham to Allen, 
including Adee's statement, February 5, 1894, in Dispatches, U. S. State Department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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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宗屬體制의 崩壞와 獨立의 誓告

A. 淸國의 宗主權에 한 日本의 挑戰 

(1) 日本의 相應한 權利 主張
1894년 봄 斥洋斥倭 旗幟를 든 東學農民軍이 官軍을 擊破하고 全州를 占領하

자, 다급해진 朝廷에서는 淸國에 援軍을 요청했다. 李鴻章은 天津條約上 相互通

報制度에 따라 駐日 淸國 公使 汪鳳藻를 통해 日本政府에 “派兵援助는 乃我朝保

護屬邦舊例라”고 짤막한 行文照會를 보냈다. 派兵 照會文을 받은 日本 政府는 

“派兵은 諒悉이나 保護屬邦은 不認이라.”고 짧은 照覆을 보낸 다음, 朝廷의 反對

에도 불구하고 自請해서 援軍派兵을 서둘렀다. 1894년 6월 8일 (甲午 5月 5日) 

淸國軍 2천 1백명이 牙山灣에 상륙했다. 같은 날 日本軍 5백명이 仁川에 상륙했

다. 이튿날 日本公使 大鳥圭介가 海兵 420명과 大砲 4門을 이끌고 인천에 상륙

하여, 다음 날 先發隊인양 서울에 入城했다. 다시 이틀 후에 日本軍 混成旅團 先

發部隊 8백명이 仁川에 도착했다. 日本은 內政改革을 요구했다. 東學農民軍은 사

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全州에서 철수했으나, 日本軍은 京仁 간에 진을 치기 시작

했다. 仁川港에는 日本 軍艦28隻이 集結해 있었다. 袁世凱가 歸任人事차 찾아온 

日本公使 大鳥圭介를 붙잡고 兩國軍隊의 同時撤兵을 제의했다. 大鳥圭介 公使는 

찬성하는 척했다. 日本軍은 “外交上으로는 恒常 被動的인 位置를 취하더라도, 一

旦 有事時에는 軍事上으로는 機先을 制해야 한다.”는 陸奧 外務大臣의 僞裝戰術

로 임하고 있었다.79) 日本軍은 朝廷의 철군요구에도 불구하고 入京할 기회를 노

렸다. 6월 15일 (음력5월 12일) 日本 閣議는 朝鮮과 淸國의 撤兵要求를 일축하고 

淸國과 정면대결을 각오하며 朝鮮에 대한 武力干涉의 決心을 굳혔다.80) 6월 21

일 (음력 5월 18일) 淸國은 日本이 제안한 共同干涉案에 대하여 “可由朝鮮自行釐

革이니 中國이 尙不干預其內政이어늘 日本은 素因朝鮮自主라 尤無干預其內政 之

權”이라며 반대하 다.81) 바로 다음날 6월 22일 (음력 5월 19일)  日本 外務大臣 

陸奧는 淸國이 共同干涉에 불응하는 한 單獨干涉을 斷行한다고 淸國에 통보했

79) 陸奧宗光, 蹇蹇  (1895) (岩波書店, 1933), p. 28.
80) 日本外交文書 第27券 第2冊 pp. 206-207, 文書番號 551, 閣議案인 <朝鮮國變亂ニ ス

ル我ガ態度並ビニ 來ノ行動ニ關スル件> 參照.
81) Ibid, pp. 234-235, 文書番號 567, 汪淸國公使가 陸奧 日本外務大臣에게 보낸 光緖20年 

5月 18日字 (1894년 6월 22일) 照 文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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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2) 또한 그는 당일 陸奧 外務大臣은 大鳥 公使에게 日淸 兩國의 衝突 不可避

하니 인천주둔 병력의 서울 入城을 지령하는 비 문서를 加藤增雄 書記官에게 

휴대하고 서울로 출발케 했다. 翌日 6월 23일 (음력 5월 20일) 그는 문전보로 

이런 취지를 타전했다.83) 22일 大鳥 麾下의 旅團兵力이 서울에 집결했다. 6월 26

일 (음력 5월 23일) 大鳥 日本公使는 國王을 謁見하고 內政改革論을 上奏하고 文

書를 提出했다.

日本 公使 大鳥는 6월 27일 (음력 5월 24일) 입경하여 陸奧 外務大臣의 開戰 

誘導하라는 指令을 內訓으로 접했다. “今日의 形態로는 종래의 관계로 보아 戰爭

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그러니 責任을 我方이 지게 되지 않는 限, 如何한 手段이

라도 취하여 開戰이 口實을 만들게 하라.”84) 大鳥 公使는 이미 淸國과 共同撤兵

을 단념하기로 한 다음날인 6월 17일 (음력 5월 14일)부터 朝鮮과 淸國간의 宗

屬關係를 淸日戰爭 引火材로 쓰는 것이 上策이라고 請訓하고 內訓을 기다리던 

차에, 이 指令을 접하고 지체없이 導火線에 불을 붙이기로 결심했었다. 그는 6월

28일 (음력 5월 25일)자로 趙秉稷 外務督判에게 淸將 士成이 牙山에서 愛恤屬

國이라고 檄文을 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東京駐在 淸國 欽差出使 汪鳳藻 公使의 

來文에 派兵援助가 保護屬邦이라 하니, 이는 淸國과 宗屬關係가 丙子修護條規에

서 朝鮮이 自主之邦임을 明載한 바와 전혀 反對여서 實로 意外라 여겨지니, 朝廷

도 保護屬邦이라는 四字를 스스로 認定하는지를 査照하여 明日 이내로 確答하라

고 요구했다.85) 이에 朝廷은 難局에 빠졌다. 廟堂이 大會議를 열어 논의한 바, 

“有日本은 旣聲明我國之獨立하니 則當以此로 答之之論하고, 又有我淸이 有關係之

事는 徵諸歷史에 難以獨立으로 答之之論하다.”는 것이 자명의 사실이라고 중론을 

모아 李鴻章에게 문의하기로 했다.86) 袁世介가 朝廷이 “據稱에 備兵兩萬이니 如

認屬國이면 則失和라” 하며 進退兩難이라 타전하자, 李鴻章은 만일 朝廷이 “如畏

倭하여 竟認非華屬으로 擅立文據하면 華必興師問罪云”하라고 答電하여,87) 만약에 

82) Ibid, pp. 235-237, 文書番號 578, 陸奧外務大臣이 淸國公使에게 보낸 6月 22日字 <淸

國政府ノ回答ニ スル日本政府ノ態度通告ノ件> 參照.
83)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冊 p. 558, 6月 22日字 文書番號 370, <京城ニ兵力ヲ集結セ

シムベキ廟議一決セル旨通達ノ件> 參照.
84) 杉村濬, 在韓苦心 , 明治二十八年 (1932), p. 24.
85)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ノ硏究, 下卷 (1940), p. 362.
86) 鄭喬, 大韓季年史, 國史編纂委員 , 上卷(1955), p. 84.
87)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券13, p. 28 (1045) 北洋大臣 來電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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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邦을 否認하는 경우에는 武力으로 죄를 묻겠다고 喝하 다. 朝鮮은 其勢兩難

으로 실로 ‘독틈의 湯罐’이 된 격이었다.

朝廷에서는 日字를 연기하며 논의 끝에 兪吉濬이 기안하고 法律顧問 그레이트

하우스(Greathouse, C.,具禮)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袁世凱와 相議를 거쳐, 5월 27

일 다음과 같이 回信하 다.

査丙子修好條規第一款에 內載朝鮮自主之邦으로 保有 日本國平等之權一節인 

바, 本國은 自立約以來로 所有兩國交際交涉事件에 均安自主平等之權하여 辦理

라. 此次請願中國도 亦係我國自由之權利也니 朝日條約에 豪無違礙라. 本國은 

但只遵守朝日定立條約하여 認眞擧行이요, 且本國內治外交에 向有自主는 亦位中

國之素知라 至中國汪大臣照 의 逕庭 否는 應 本國으로 無涉이요 本國은 

貴國으로 交際之道에 只可認照兩國條規하여 辦理爲妥라.88)

朝鮮은 이 照會文에서 우선 丙子修好條規에서 規定한 바 自主之邦으로 日本과 

平等之權을 향유하는 것이므로, 修交이래로 양국간에 조약을 준수함에 있어서 自

主平等의 權利에 따라 실천해왔다는 대의를 선언한 다음, 中國에 請兵한 것은 바

로 그 自主的인 ‘自由의 權利’이니 丙子修護條規에 저촉되는 바 없고, 日本과의 

條約에 規定된 바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니, 內治外交를 自主로 해나간다는 것

을 中國도 역시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간단히 말하여 ‘汪大臣 文來件’은 朝鮮

이 干預할 바 아니고, 朝鮮은 오로지 朝日 條約을 성실히 준수해왔다는 것이므

로, 日本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

(2) 挑戰의 名分: 朝鮮의 內政改革과 自主問題
陸奧 外務大臣은 屬邦問題를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內政改革에 관한 具體案을 

提示하여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政務局長 栗野愼一郞에게 상세한 內政改革案 

등 기 사항을 휴대케 하여 서울로 파견하 다. 大鳥 公使는 7월 3일 (甲午 6月 

1日) 內政改革 5個條項을 제시하는 일방, 동시에 本野 參事官과 福島步兵中佐를 

日本政府에 파견하여 “日淸의 衝突이 不可避하게 된 이상, 하루라도 속히 戰端을 

여는 것이 日本에 有利하다.”면서 “開戰의 口實은 朝鮮의 自主問題를 除外하고서

는 別方法이 없다.”고 請訓하면서, “自主問題는 公明正大한 것으로, 各國에 대하

88) Ibid, 券14, p.2 (1063) 北洋大臣 來電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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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日本의 義擧를 보이기에 足하다.”고 주장했다.89) 이 機密請訓은 陸奧 外務大

臣과 樞密院 議長 陸軍大將 山縣有朋에게 전달되었다.

日本의 內政改革 勸告에도 불구하고, 朝廷에서 별반 신통한 案이 나오지 않자, 

1894년 7월 10일 (甲午 6月 8日) 大鳥 公使는 本國에 다시 두 가지 案을 請訓하

다. 그 첫째 案은 “朝鮮政府는 內政이 整頓이 못되어 자주 變亂이 도발하는 동

시에 外兵을 초래하여 日本國에 위험을 끼치고 있다.”면서 “日本은 政事 및 貿易

上 朝鮮國과의 관계가 甚深하기 때문에 自衛上 朝鮮의 內政改革을 촉구하여 變

亂의 根源을 단절할 수밖에 없다.”는 구실을 내걸고 병력의 위협으로 그 必行을 

촉구할 것이었다. 둘째 案은 “朝日條約中 ‘朝鮮國은 自主之邦 云云’의 主義를 推

進擴充시켜 종래 淸國과 朝鮮간에 있어온 宗屬關係를 모조리 革除시키는 것”이

고, 아울러 “最惠國條款에 의하여 淸國과 그 人民에게 許與한 權利 및 特典을 우

리 日本에게도 달라고 要求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 實行을 保證할 때까

지 日本側은 軍兵을 派遣하여 漢城과 王宮의 諸門을 守備한다는 것을 請訓하

다.90) 그는 또 당일 內務督辦 申正熙, 同協辦 金宗漢, 曹寅承으로 구성된 三人委

員會와 남산 기슭 老人亭에서 會合하여, 內政改革案의 綱領細目과 그 施行方案 

등 두 가지 文書를 제시하고 그 실시를 요구했다. 그 案이 방대하고 상세했으므

로 다음날 7월 11일 (음력6월 9일) 오후에 再開했다. 改革案은 勢道執權의 弊制

를 廢止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中央과 地方의 制度改革을 필두로 하여 財政, 法

律, 敎育을 改革하고 民亂抑制와 秩序維持를 위한 兵備 警察 改革의 件이었다.91) 

우선 勢道執權의 弊制를 廢止라는 것은 閔氏 戚族勢力을 위주로 한 王室의 몰락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日帝는 “3일내에 議決하고 10일내에 決行하라.”는 ‘當行之

事’ 가운데는 ‘勢道執權 廢止’와 鐵道敷設 및 電信架設 등이 들어 있어 戰爭準備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미 7월 9일 (음력 6월 7일)에 北京에서 駐淸 英國代理公使 오코너가 總理衙

門 王大臣와 駐淸日本公使 小村壽太郞 間의 斡旋을 試圖하 으나 淸國側이 日軍

撤兵을 先決條件으로 주장하여 決裂된 바 있었기에, 日本政府는 7월 12일 (음력 

6월 10일) 閣議에서 朝鮮에서의 日軍撤兵을 先決條件으로 고집하는 경우에 開戰

89) 杉村濬, 在韓苦心 , 明治二十七, 八年 (1932), p. 29,
90) 日本外交文書 第27券 第1冊 pp. 592-593, 文書番號 398. <朝鮮內政改革ノ勸告拒絶セ

ラレタル時我ガ執ルベキ手段ニ付伺ノ件>, 7月 10日字 機密 第122號 參照.
91) Id. 文書番號 396 <內政改革案提出ノ件>中(附屬書3) pp.558-591 ‘內政改革方案綱目,’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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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方針을 정해놓고 있었다. 이날 駐朝 大鳥公使에게 本國 政府로부터 英文 

暗號電文이 날아들었다. “이제야말로 斷乎한 處置가 必要하게 되었다. 그러니, 貴

官은 世界眼目에 非難을 惹起하지 않을 程度의 某種의 口實을 擇하여 積極的인 

運動을 開始하라.”92)

朝鮮에서는 7월 15일 (甲午 6月 13日) 제3차 老人亭會談에서 三人委 首席代表 

申正熙가 “大軍을 駐屯시켜놓고 期限을 作定해서 改革의 實行을 督促한다고 함

은 內治에 干預하는 嫌疑가 있어, 丙子修好條規 第1條의 趣旨에도 不適하게 된

다.”고 말하면서, “請求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有約各國이 均沾의 例에 의하여 

별의별 注文을 다하게 될 터이니, 朝鮮國은 自主의 體面도 損傷될 憂慮가 있다.”

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음날 外務督判 趙秉稷이 大鳥公使에게 “先撤留兵하여 

以表信睦이면 則我政府는 自可盡心講究하여 取次措辦하리라.”고 于先撤兵을 주장

하 다. 大鳥公使는 7月 18日字 (음력 6월 16일) 回翰에서 于先撤兵論에 대하여 

“內政不治면 則 亂根不殄이요 亂根不殄이면 則 駐兵을 不可撤이라.”며 거부하면

서 “我政府勸勉之言이 不爲貴政府所允納者는 非獨爲貴歸國深惜之라 易爲東洋大局

하여 浩嘆不已라.”고 위협했다.93)

大鳥公使가 密旨請訓을 지니게 하여 東京에 보냈던 本野 參事官과 福島 步兵

中佐가 秘密指令을 휴대하고 7월 19일 (甲午 6月 17日) 서울로 돌아왔다. 공교롭

게도 當日 袁世凱에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歸國 請願의 許可 電文이 날아왔다. 

그는 卽日로 임무를 唐紹儀에게 맡기고, 翌日 18일 새벽 仁川을 경유하여 歸國했

다. 當日 大鳥 公使는 朝廷에 당장에 日本軍 兵舍를 營繕하고, 京釜간 電信架設

을 하라고 다그쳤다.94) 罔知所措하고 있는 朝廷에 대하여, 大鳥公使는 淸兵을 退

出시키라고 命令調로 要求했다.

“淸國政府가 그 兵隊를 派 함에 際하여 ... 愛恤屬國이니 혹은 保護藩屬 등의 

92) “After the failure of British mediation in Peking it is necessary to take decisive steps; 
consequently you will commence active movement on any pretext taking care to 
choose what is least liable to the criticism in the eyes of the world.” 日本外交文書 
第27券 第1冊 p. 596, 文書番號 403. <英國ノ調停失敗セル故斷然タル處置ニ出ヅベキ

旨訓令ノ件> 7月 12日字 英文電報.
93) 日本外交文書 第27券 第1冊 pp. 605-610, 文書番號 412號의 (附屬書 4) 丁號 <內政改

革委員ニ スル回答書 參照.
94) Ibid, p. 625, 文書番號 422號, <內政改革案拒絶ニ付朝鮮政府ヘ卦合並ビニ大院君執政ノ

件> 中(部屬書 1)의 第80號.



2006. 6.] 開港期 朝鮮 主權論 衝突

字句를 사용한 것은 明瞭히 貴國의 獨立을 無視하고 自主의 權利를 損傷한 것

이라 ... 貴國政府가 右와 같은 不正한 名義로 派來한 淸兵을 貴境內에 오래 駐

屯시킴은 貴國의 獨立自主의 權利를 侵害하고, 따라서 朝日條約에 記載된 바 

‘朝鮮國은 自主之邦이니 保有 日本國으로 平等之權이라.’고 한 一節도 無視하

는 것이므로, 속히 此를 貴境外로 去시켜 貴國政府가 守約하는 義務를 完遂

하기 바란다.”95)

大鳥公使는 淸兵의 退去야말로 急速을 요하는 것이므로 7월 22일 (음력 6월 

20일)까지 회답하기 바라며, 만일에 回答이 遷延된다면 스스로 決意한 바가 있으

니 짐작하기 바란다고 협박하 다. 그는 또 淸國과 朝鮮 사이에 그간 체결되었던 

一切의 通商章程을 廢棄하라고 요구했다.

 
“貴國과 淸國간에 종래에 성립되었던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 中江通商章程, 吉林章程 

등은 그 어느 것이나 貴國을 淸國의 藩封 혹은 屬邦視하여 淸國의 君主權 으로 此를 

制定한 것이라고 認定되는 것인바, 이는 貴國의 과거나 현재가 스스로 內治外交를 主

宰한 實情에 비추어 全然 事實과 相違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日本政府는 지금까지 該

各章程을 空文에 屬하는 것으로 看過하고 介意치 않았던 것인데, 今般 淸國政府는 ‘保

護屬邦’이라 일컬어 그 兵隊를 貴國에 進入시키므로 비로소 該 各章程은 空文이 아니

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該 各章程이 과연 空文이 아니요 사실로 現行하는 것

이라면, 이는 全然 貴國의 自主獨立의 權利를 侵害할 뿐 아니라, 朝日修好條規의 一節

을 無視한 것이라고 確認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貴 政府는 自主權利를 保護하며 

日本에 대한 條約遵守의 義務상 至急히 淸國정부에 대해 該 各章程의 廢棄를 宣言하

고 그 趣旨를 日本政府에도 통지해주기 바란다.”96)

이것은 朝鮮政府에 대한 最後通牒이었다. 朝廷은 당황했다. 袁世凱마저 歸國

해버린 상태에 北京으로의 電信마저 不通이었다. 外務督判 趙秉稷이 駐朝代理交

涉通商事宜인 唐紹儀와 숙의하여 마감날 7월 22일 (음력 6월 20일) 밤에 回答을 

보냈다.

“我國이 自主之邦으로 保有 貴國國平等之權은 已載朝日條約이요 我國의 內治

外交가 由自主라 함도 亦爲中國之素知라. ... 此次에 聶軍門告示一節은 本督判所

95) Ibid, (部屬書 3)의 第83號 參照.
96) Ibid, (部屬書 4)의 第84號 參照.



李 相 冕 [서울 학교 法學 제47권 제2호 : 96～148

未及聞知로 貴公使가 旣照 袁總理니 質詢眞僞를 則仍問袁總理하여 卞論이 可

也라. 至淸軍의 久在境內는 寔因我國請願하여 而來인 바, 南匪稍平之後로 已屢

請其撤回나 而未旣 는 亦如貴兵之尙住留也니 方更要當代辨하여 轉請中國政府

의 從速 兵이라.”97)

東學亂이 平定이 되었어도 淸軍이 撤軍을 하지 않는 것은 日本軍이 안나가고 

눌러있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는 말에 日本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었지만, 日本軍은 

이미 景福宮 占領作戰을 개시했다. 大鳥 公使는 趙督判의 照會文에 즉각적인 反

駁 公翰을 새벽 1시(丑時)에 보내왔다.

“‘ 本國無涉’이니 혹은 ‘未及聞知’ 등의 語句로 그 責任을 免코자 함은 卽 貴

國 스스로 自主獨立의 權利를 墜損하고 나아가 朝日條約의 一切을 無視하는 것

이므로 本公使는 斷然코 同意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此際에 貴政府로 하여

 條約明文을 遵守시키기 하여 滿足한 回答을 要求함은 日本國 政府가 당연

히 취할 일이라고 確信함으로 右에 해서 至急 回答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貴

政府로부터 滿足한 回答이 없을 때에는 時宜에 따라 日本國의 權利를 保護하기 

하여 兵力을 사용하는 일도 있을 터이니 짐작하기 바란다.”98)

B. 景福宮 占領과 宗屬關係 斷絶 宣   

日本軍은 7월 22일 (甲午 6月 20日) 5천 병력을 서울에 진주시켜 밤부터 이튿

날 未明에 걸쳐서 景福宮을 점령했다. 그들은 武器庫를 奪取했고, 朝鮮軍을 武裝

解除시켰다. 日本軍은 國王과 王妃를 軟禁 狀態에 두고, 閔氏 戚族中心의 守舊派 

政權을 붕괴시켰다. 그들은 일단 大院君을 擁立하는 척하며 民心을 얻으려 획책

하 다. 7월 24일 (甲午 6月 22日)에는 國王은 闕內 咸和堂에서 大鳥 日本公使를 

召見한 다음, 緊重한 庶務와 軍事와 관련해서는 大院君에 前하여 決裁하도록 하

겠다는 것과 內政改革을 斷行하겠다는 것을 宣言했다. 실제로 國王은 臣僚들에게 

“萬機는 國太公을 經由하여 奏하라.”고 分付했다. 權座에 다시 오른 大院君은 

“朝鮮은 爾後 自主의 國으로서 다시 朝貢하지 않는다.”는 詔書를 내렸다. 온종일 

承政院에서는 王命出納으로 奔走했다. 이 날이 甲午更張 첫날이었다.

97)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券15 p. 9 (1201) 北洋大臣 來電 1. 日本外交文書 第27券 第1
冊 p. 625, 文書番號 422號(附屬書 3) 第18號 p. 627,

98) 日本外交文書 第27券 第1冊 p. 625, 文書番號 422號,(附屬書2)의 第85號 pp. 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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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7월 25일 (음력 6월 23일) 朝鮮은 淸兵 驅逐을 日本에 委任했다. 牙山

灣 入口 豊島 海上에서 淸國海軍이 大敗했다. 日本 側의 强要에 의하여 外務督判 

趙秉稷이 唐紹儀에게 照會文을 보내어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등 세 가지 通商章

程을 廢罷한다고 聲明했다. 朝廷은 심지어 牙山에 駐屯하고 있는 淸兵을 驅逐해 

달라는 照會文을 大鳥 公使에게 보내야 했다. 비록 强拍에 의한 것이었으나, 日

本이 淸國에 國交斷絶을 한 것보다 朝鮮이 淸國에 國交斷絶을 사실상 먼저 宣言

한 것이었다. 袁世凱가 歸國한 다음 代理로 일을 보던 唐紹儀도 仁川을 경유하여 

비 리에 귀국하 다. 이로써 朝淸 宗屬關係는 사실상 終焉을 告했다.

7월 27일 (甲午 6月 25日) 軍國機務處가 설치되었다. 흡사 明治初期에 超政府

的인 議決機關으로 元老院과 樞密院이 설치되었던 것을 연상케 하는 것이었다. 

親日派 金弘集을 總裁로 내세우고 17명의 會議員이 임명되었다. 大鳥 日本公使와 

杉村 書記官의 指導下에 親日 革新分子 金嘉鎭, 安 壽, 兪吉濬 등이 大典會通 

六典條例등을 참조하며 近代 內閣制度를 成案해 낸 것이었다.99) 불과 이틀 후에 

議政府官制가 채택되어 朝鮮 5백년 이래의 舊制度가 革罷되고 近代國家의 新體

制가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內政改革은 淸日戰爭의 開戰을 위한 구실을 

찾는 “政治的인 必要 以外에 何等의 意味가 없는 것”이었다고 陸奧는 回顧했

다.100) 7월 29일 (음력 6월 27일)에도 牙山에서 移動한 淸國軍은 서울에서 南下

한 日本軍과 成歡驛 戰鬪에서 또 大敗했다.  이튿날 7월 30일 軍國機務處는 종

래의 六曹를 革罷하고 內務, 外務, 度支, 軍務, 法務, 學務, 工務, 農商務 8衙門을 

설치했으며, 종래의 判書를 大臣이라고 칭하고, 參判을 協辦이라고 개칭했다. 종

래 事大交  外交를 담당했던 禮部는 물론 없어졌다. 日帝는 심지어 稱帝建元하

고 剃頭洋服하기를 提議했으나, 國王도 廷臣들도 모두 놀라서 응하지 아니하

다. 次善策으로 稱帝하는 대신에 大君主陛下라고 尊號를 올리고 建元하는 대신에 

開國紀元을 採擇하기로 했다. 剃頭洋服 대신에 服制를 簡素化 하기로 했다.

C. 日帝가 設定한 朝鮮의 地位

8월 1일 (甲午 7月 1日), 淸國도 日本도 宣戰布告를 하 다. 宣傳布告를 한지 

불과 3일만에 大鳥圭介 日本公使는 外務大臣 陸奧宗光에게 向後 對朝鮮政策을 

99) 서울大學 國史硏究 , 國史槪說 (1946.8), pp. 627-628.
100) 陸奧宗光, 蹇蹇 (1895) (岩波書店, 1933),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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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議하 다. 첫째로 外國에 대하여 朝鮮의 獨立을 保護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朝鮮을 隱然히 日本의 保護下에 두고, 日本이 이를 扶腋하여 獨立의 基礎를 鞏

固히 한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 朝鮮官吏의 심정을 회유하여 다른 外國에 傾

意하는 掛念이 없게 할 것이며, 셋째로는 朝鮮의 外交 事務에 주의를 기울여 장

래 각국과 말썽이 없도록 미리 예방할 것을 들었다.101) 그리하여, 8월 17일 (음

력 7월 17일) 陸奧 外務大臣은 對朝鮮政策에 관한 4個案을 閣議에 올려 심의케 

했다.

그 첫째 案은 日本政府가 이미 朝鮮을 獨立國으로 公認하고 그 內政을 改革케 

한다고 內外에 聲明하 으므로, 日本이 對淸戰爭에서 勝利하는 경우 朝鮮을 의연

히 一個 獨立國으로 간주하여 그의 自主, 自治에 맡겨버리고 전연 干涉하지 않으

며, 他國의 干涉도 이를 不許케 하여 모든 것을 朝鮮國 자체에 一任하는 方案이

었다. 그런데, 이 方案은 朝鮮이 改革에 썩 成功할 것 같지 아니하고 이미 日本

은 巨額의 戰費를 消費하 으며, 朝鮮의 장래를 朝鮮에 一任해버린다면 淸國이 

다시 干涉할 우려가 있고, 戚族 事大黨이 다시 執權하여 淸日交戰 以前의 狀態를 

再現할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둘째 案은 朝鮮이 自力으로 獨立을 유지할 수 없으니, 日本도 직접, 간접을 불

문하고 單獨으로 長期間 내지 無期限 그 獨立을 保翼扶持하여 他의 輕侮를 防禦

하도록 힘쓰는 方案이었다. 다만, 朝鮮을 日本의 麾下에 두게 되면 外國이 嫉視

할 것이며, 朝鮮을 保護國 處理하는 경우에는 차후 他國과의 競爭關係에 들어서

게 되어 朝鮮의 미래에 관하여 이를 保護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되는 점

이 있었다.

셋째 案은 朝鮮은 自力으로 獨立을 유지할 수가 없고, 日本도 또한 직접 간접

을 불문하고 單獨으로 이를 保護할 수가 없다면, 일찍이 英國政府가 勸告한 것처

럼 日淸兩國이 이를 共同으로 擔保하는 案이었다. 이렇게 한다면, 淸國이 儀式的

인 屬邦問題를 좀처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日本이 일찍이 英國에게 淸國이 屬

邦論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日本도 굳이 獨立論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언명한 일

이 있으나, 淸國의 對朝鮮 關係가 實利上이나 名利上으로 日本보다 優勢하게 된

다는 것은 容認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設或 淸國이 宗屬問題를 제기하

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兩國이 서로 감독관과 군대를 파견하게 될 필요도 

101) 日本外交文書 第27券 第1冊 pp. 635-636, 文書番號429의 機密信 第46號 7月23日 

<事變前後ニ執トリ方針ノ大略並ビニ 來ニ向テノ鄙見上申ノ件>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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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인데, 兩國의 利害關係가 相反되며 兩國 政治家들의 主義 主張이 氷炭不

相容이므로 의견이 충돌하여 歸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역시 必至의 事實로 

보 다. 

넷째 方案은 朝鮮이 自力으로 獨立을 할 수도 없고 日本이 單獨으로 保護하는 

것도 불리하며, 日淸兩國이 共同으로 擔保하는 것도 究竟 可望性이 없다고 할 때

에, 朝鮮을 世界의 中立國으로 만들도록 日本이 歐美諸國과 淸國을 초청 권유하

여 朝鮮國으로 하여금 歐洲의 벨졈이나 스위스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日本과 淸國은 朝鮮半島에서 利害關係가 가장 많은데, 戰爭의 

결과 생기는 名譽나 利益을 餘他의 歐洲 各國이 分受케 할 필요가 없으며, 或如

라도 分與하게 된다면, 이는 속담에 “사냥개의 수고가 매의 밥만을 장만해준다.”

는 격으로 日本의 損失이 所得보다 많다는 느낌을 초래하여 日本國民이 滿足할 

수 없을 것이었다.102) 

日本 閣議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첫 번째 朝

鮮의 自主獨立案과 세 번째 日淸 共同保護案 및 네 번째 世界列强의 共同保護案, 

즉, 永世中立案을 버리고, 두 번째 日本의 單獨保護案의 大意를 가지고 外交와 

軍事政策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이 論議에 앞서 이미 大鳥公使가 

日本政府에 建議했던 대로 朝鮮國의 獨立을 日本이 請負를 맡는 것으로 하되 名

義上으로만 獨立이라고 해놓고 保護라는 美名下에 實權과 實益을 掌握, 占據하자

는 野慾을 現實化하는 것이었다.       

8월 17일 (甲午 7月 17日) 外務大臣 陸奧宗光이 向後 朝鮮에 대한 日本 單獨

保護國案을 日本 閣議에 올렸다. 日帝는 스스로 後世 史家들의 비난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는지, 8월 20일 (음력 7월 20일)에는  한달전 景福宮 占領時에 “兩國

兵이 偶然 衝突한 事件을 妥協調整”하여, “彼此에 이를 追求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暫定合同條款이라는 것을 만들었다.103) 朝日 丙子修護條約 제1조에서 標

榜한 바, “朝鮮은 自主之邦이니 與日本國으로 保有平等之權.”이라는 文句에 標榜

한 朝鮮의 獨立國으로서의 地位는 여지없이 無視당하게 되었다. 日本의 目標는 

그저 朝鮮을 淸國의 宗屬體制에서 分離해 내려는데 있었던 것이 증명되었다. 日

102) Ibid, pp. 646-649 文書番號 438 陸奧外務大臣이 總理大臣 伊藤博文에게 提出한 8月 

17日字 閣議案 등 pp. 124-126, pp. 129-135 參照.
103) Ibid, pp. 653-655 文書番號 442 <朝鮮政府ト假條約締結ノ件> 附屬書 1로 <暫定合同

條款>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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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政府가 1882년에 日本을 방문한 修信使 朴泳孝와 金玉均 등 開化 指導者들에

게 福澤諭吉을 내세워 國家平等思想을 强調하며 日本이 朝鮮의 對淸 獨立에 責

任이 있다는 말을 하 던 것도, 1884년 12월 4일 甲申政變을 일으키도록 朝鮮의 

對淸 獨立을 부추기며 日本政府의 協助를 暗示한 竹添進一郞 公使나 島村久 書

記官의 甘言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判明된 것이었다. 日本 閣議는 朝鮮을 獨

立國이 아닌 日本의 保護國으로 만들기로 決議했다.

日本은 中立의 地位를 固守하려는 朝鮮을 압박하여 8월 26일 (甲午 7月 26日) 

對淸 攻守同盟을 체결케 했다.104) 제1조는 “朝鮮國의 獨立自主를 鞏固히 하고 韓

日兩國의 利益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美言으로 僞裝했다. 제2조에서는 

日本이 攻守의 戰爭을 담당하고, 朝鮮은 進退와 그 食量準備 등을 協助하며 便宜

를 提供한다는 정도로 얼버무렸다. 마지못해 체결하게 된 이 攻守同盟 아닌 攻守

同盟을 朝鮮政府도 平壤戰鬪에서 敗走한 淸國에게 알리기가 난처했다. 日本도 强

拍에 의해 체결된 攻守同盟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여,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官報에 揭載하는 정도에 그치기로 했다. 甲午 9月 中旬, 淸國陸軍은 

平壤戰鬪에서 또 다시 大敗했고, 같은 날 淸國海軍도 압록강 입구 大東溝 海上에

서 軍艦 4隻이 擊沈 당했고, 7隻이 大破되어 遁走했다. 朝淸 宗屬關係는 이로써 

回復할 수 없는 段階에 접어들었다.

D. 朝鮮의 獨立 誓告式 擧行

朝廷에서는 東學亂과 淸日戰爭의 慘禍가 아직 가시지 않은 甲午年 冬至날에 

宗廟에 나아가 獨立을 誓告키로 했다가 國王의 不豫로 이를 연기하여, 1895년 1

월 7일, 음력으로 甲午年 12月 12日로 다시 정했다. 高宗이 王世子와 大院君, 宗

親 및 臣僚들을 인솔하고 宗廟에 展謁하여 洪範14條를 포함한 獨立誓告文을 奉

告하 다.105) 비록 他意에 의해 시작된 甲午改革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었으나, 

事大交 을 外交의 國是로 하던 朝鮮이 對淸 事大의 終焉을 宣言하고 自主獨立

을 誓告한 것은 朝鮮 初有의 劃期的인 일이었다. 이날 宗廟에 올린 誓告文과 이

튿날 勅令으로 頒布한 綸音은 종래에 漢文으로 썼던 것을 변경하여 純漢文體와 

純國文體 및 國漢文混用體 세 가지를 사용하여 官報에 揭載하 다. 國王은 비장

104) 國 圖書館, 韓末條約彙纂, 上卷 (1965), pp. 62-64.
105) 洪範14條 및 관련 勅令은, 李瑄根, 韓國史 第6券 現代篇 (震檀學 , 1974), pp. 

3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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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조로 自主獨立의 綸音을 내렸다. “오호라 너희들 백성이여, 실은 나라의 근

본이니, 자주함도 오직 백성이요, 독립함도 오직 백성이라, 임금이 자주를 하려 

해도 배성이 아니면 어디에 의지하며, 나라가 독립을 하려 해도 백성이 아니면 

뉘와 더부르리오.”106) 前文에서 告하되, “오직 자주하고 독립함이 이에 국가를 

굳게 함일새, ... 이제부터 다른 나라를 이 믿지 말고, 나라 운수를 융숭하고 창

성하게 회복하며, 생민의 복을 지어서, 자주독립하는 기업(基業)을 굳게 할지라.” 

하고 自主獨立의 意志를 闡明하 다.107)

이어서 한글 誓告文에서는 洪範14條를 “열네 가지 큰 법”으로 번역하여 頒布

했다. 그 “첫째는 淸國에 부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확실히 自主獨立하는 기업

(基業)을 세우는 일(割斷附依淸國慮念 確建自主獨立基礎).”이었다. 前文에서 밝힌 

대로, 비록 “友邦謀忠하고 廷議協同하여” 日本의 향하에 이루어진 自主獨立誓

告이기는 하 으나, 朝鮮王朝 建國 5백 3년 이래의 劃期的인 일로 事大交 의 國

是를 萬國公法 式으로 變更하 음을 告한 것이었다. 그 “둘째는 王室典範 制定하

여 大統의 繼承과 宗室이며 戚臣의 分義를 밝히는 일”이었고, “셋째는 大君主가 

正殿에 御居하고 일을 보아 政事를 친히 각 大臣에게 물어 決裁할새, 王后와 妃

嬪과 宗室과 戚臣이 干預함으로 容納하지 아니하는 일”이었다. 이어서, 王室事務 

國政事務 分離의 原則, 議政府와 各衙門의 職務 및 權利의 限界, 度支部의 權限, 

豫算節減의 原則, 地方官의 權限, 外國遊學의 勵, 軍制의 整備 등을 規定하여 

法制의 整備에 의한 行政의 刷新을 기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을 끈 

것은 法治主義를 宣言한 것이었다. “열 셋째는 民法과 刑法을 嚴明하게 制定하

고, 濫行하여 사람을 가두거나 벌하지 말아서, 人民의 목숨과 財産을 保全하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는 門閥의 差別을 두지 않는 公平한 人材登用

을 규정하 다. 가히 國家의 基本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自主獨立國家로서의 面貌를 一新하기 위해서 王室에 대한 尊號를 변경하

여 종래에 高宗에 대하여 敬稱하던 ‘主上殿下’라는 尊號 대신에 ‘大君主陛下’로 

높여서 부르기로 했고, ‘王妃殿下’ 대신에 ‘王后陛下’로 敬稱하기로 했다.108) ‘王

106) 嗚呼라 爾庶民아 實惟邦本이니 自主惟民이요 獨立惟民이라 君雖欲自主라도 匪民何依

며 國雖欲獨立이라도 匪民曷 리오. 高宗實  券32 高宗31年 甲午 12月 12日字. 飜譯

과 懸吐는 筆 가 한 것이다.
107) 惟自主獨立이 迺厥鞏固할새 ... 繼時自今로 毋他邦是侍하고 恢國步于隆昌하여 造生民

之福祉로 以鞏固自主獨立之基라. Id. 飜譯은 당시의 순 한글 원문을 오늘의 文法에 접

근시켜 다시 번역하 고, 漢文本 懸吐는 筆 가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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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妃殿下’도 ‘王太后陛下’로 칭하기로 했고, ‘王世子邸下’도 ‘王太子殿下’로 격상

하여 부르기로 했으며, ‘王世子嬪邸下’ 역시 ‘王太子嬪殿下’로 격상하기로 했다. 

종래에 中國의 天子가 사용해온 尊號에 준하여 王室에 대해 격상하여 尊號를 올

리도록 함으로써 自主獨立國家의 面貌를 세우자는 것이 분명해보 다.

E. 下關條約에서 ‘獨立自主’의 確認

淸日戰爭의 勃發 原因이 朝鮮半島 覇權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下關條約에서도 

자연히 朝鮮의 地位와 기타 講和條件에 관하여 規定이 예정되어 있었다. 1895년 

4월 17일에 淸日간에 체결된 下關 講和條約 제1조는 “淸國은 朝鮮國의 完全無缺

한 獨立自主國임을 確認한다.”고 내세운 다음, “朝鮮國이 淸國에 대해 施行하던 

貢獻典禮 등도 今後 이를 廢止한다.”고 선언하 다.109) 淸國이 一方的으로 朝鮮

에 대한 從前의 宗主權을 抛棄한 것이다. 條文에 의하면 이러한 抛棄 宣言에 대

해 日本은 認知한 것이었고, 淸國과 日本이 共同으로 朝鮮의 ‘獨立自主’를 宣言

한 것이 아니었다.

下關條約에서 日帝는 이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自主獨立’이라는 말을 ‘獨

立自主’라고 뒤집어 표현하 다. 日帝는 1894년 8월 26일 (甲午 7月 26日) 日本

이 朝鮮에 강요하여 체결된 對淸 攻守同盟 제1조에서도 “朝鮮의 獨立自主를 鞏

固히 하고 朝日兩國의 利益을 增進함으로 目的으로 한다.”고 規定한 바 있었다. 

‘自主獨立’은 自主的인 獨立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반하여, ‘獨立自

主’라는 말은 獨立的인 自主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自主와 獨立은 비슷한 

말 같지만, 丙子修好條規 締結時부터 日本은 朝鮮을 中國의 宗主權 領域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여 獨立이라는 用語를 사용하기를 選好했으나, 朝鮮측이 自主國이

라고 주장하여, ‘朝鮮은 自主之邦’이라는 文句가 規定된 바 있었다. 甲申政變에 

즈음해서도 日帝는 親日開化派로 하여금 對淸 獨立을 宣言해야 한다고 使嗾한 

바 있었으나, 淸軍에 의해 親日쿠데타 勢力이 3일만에 掃蕩이 되어 그 計略이 이

루어지지 못했다. 그후 十年間의 徹底한 準備끝에 淸日戰爭에서 勝利하여 朝鮮을 

108) 日帝는 景福宮을 占領한지 일주일이 되는 7월 30일 (甲午 6月 28日) 稱帝建元하고 

剃頭洋服하기를 제의했으나, 朝廷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次善策으로 稱帝하는 

대신에 大君主陛下라고 號를 올리고 建元하는 대신에 開國紀元을 채택하기로 했다.
109) 日本外交文書, 第28券 第2冊, pp. 363-373, 文書番號 1089 <講和條約調印終了ノ旨通

告ノ件> 中 附記 1 講和條約文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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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國과의 宗屬 體制에서 分離해내어 孤立無援의 ‘自主獨立國’도 아닌 所謂 ‘獨立

自主國’으로 만들어, 淸國으로 하여금 이러한 事實을 確認하도록 했다. 日本은 朝

鮮을 保護國化 하려는 다음 段階의 計略을 構想하고 있었다. 

結 論

日本은 淸日戰爭에 즈음하여 淸國의 朝鮮에 대한 屬邦保護 政策이 1876년 丙子

修護條規 제1조에 規定된 “朝鮮은 自主之邦이니 與日本으로 平等之權을 保有한

다.”고 規定한 朝鮮의 獨立權에 違背된다는 것을 開戰 事由로 들었다. 淸國의 宗

主權을 除去하고 朝鮮의 自主權을 確認한다는 것은 근사한 名分이 될 수 있는 것

으로 보 다. 日本軍은 1894년 7월 24일 미명에 ‘淸日戰爭의 目標’라고 할 수 있

는 朝鮮 王宮을 占領하는 것으로 事實上 開戰을 했다. 高宗과 臣僚들은 日本이 요

구하는 대로 對淸 宗屬關係 斷切을 宣言하 고, 淸國과 締結한 朝中商民水陸貿易

章程 등 세 개의 通商章程도 屬邦에 관한 文句가 있다는 이유로 破棄해야 했다.

日本은 下關 講和條約에서 ‘朝鮮의 獨立自主’를 淸國으로 하여금 確認케 하

다.  臺灣과 彭湖列島도 割讓받았고 막대한 戰爭賠償金과 여러 가지 利權을 받아

냈다. 당시 日本 外務大臣 陸奧宗光은 淸日戰爭을 가리켜 “西歐的인 新文明과 東

亞的인 舊文明의 衝突이었다.”고 回顧했다.110) 이에 대해 日本의 史學者 田保橋

潔은 “日淸 開戰의 原因에서 구하는 따위는 지나친 自負로 一顧의 價値도 없다.”

고 反駁했다. 西洋 文物을 먼저 받아들인 日本이 舊態依然한 淸國을 武力으로 이

긴 것을 文明의 衝突이라고까지 表現한 것은 지나친 誇張이었다는 뜻이었겠지만, 

淸國이 死守하려고 했던 朝鮮과의 宗屬體制가 國家平等을 基調로 하는 萬國公法, 

즉 近代 國際法 體制에 挑戰을 받아 終焉을 告한 것은 事實이었다.

宗屬體制는 동아시아의 오랜 歷史上 宗主國과 周邊國 간에 朝貢과 典禮에 기

초를 두고 字小事大의 名分을 가지고 지속되어 온 것이었지만, 帝國主義의 西勢

東漸에 따라 萬國公法 體制에 代替될 운명에 처해있었다. 開港期 러시아 南進에 

苦心하던 淸國은 宗屬體制의 마지막 堡壘인 朝鮮을 지키고자, 內治와 外交가 自

主라면서 列强에 修交를 斡旋했으나, 屬邦保護의 美名 아래 朝鮮의 內政에 干涉

하고 對美 派使와 引俄 均勢政策을 妨害하는 등 外交的 干涉을 일삼아, 朝鮮의 

110)  陸奧宗光, 蹇蹇  (1895) (岩波書店, 1933),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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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望과 列强의 牽制를 받았다. 淸國의 矛盾된 行動은 朝鮮의 獨立을 위한다는 名

分을 내건 日本의 挑戰을 받아 淸日戰爭에서 敗함으로써 끝나고 말았다. 淸國은 

결국 下關條約에서 ‘朝鮮의 獨立自主’를 確認해야 했다. 日本의 目標는 朝鮮을 

‘自主獨立’시키는 것이 아니라 ‘獨立自主’, 즉 ‘홀로 日本의 保護를 받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다.

開港期 朝鮮이 어엿한 自主獨立國이 되지못한 것은 衛正斥邪를 내세우고 鎖國

政策으로 國家安保를 圖謀하다가 時代의 大勢에 뒤져 국력을 신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他意에 의해서 開港을 하게 된 朝鮮에서는 洋文이나 萬國公

法을 아는 官吏가 별로 없어서 많은 손해를 보아야 했다. 섣불리 甲申政變을 일

으켰다가 3日天下로 끝난 開化派들도 淸國의 隸屬을 벗어나 獨立하라는 日帝의 

意圖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일본과 미국에 잠시 유학을 했던 兪吉濬도 朝鮮이 贈

貢國이나 설사 隣國의 保護를 받게 되더라도 條約締結權과 派使權 등을 保有하

면 獨立國이나 마찬가지라고 自慰的 理論을 제시했다. 그는 守舊派 밑에서 軟禁

生活을 오래 하다가 甲午更張시 잠시 官界에 登場하 으나 결국 親日의 누명을 

쓰고 사라졌다.

淸日戰爭後 下關條約이 締結되기도 전인 1895년 초에 朝鮮은 宗廟에 獨立을 

誓告하고 事大의 象徵인 迎恩門을 철거했다. 그해 10월 8일 (乙未 8月 20日) 日

帝는 明成王后를 弑害하는 乙未事變을 저질렀다. 日帝는 그것도 모자라 屍身에 

侮辱을 가하고 國王에 强拍을 가하여 廢庶人詔勅을 내리게 했다.111) 乙未事變에 

관여한 小早川秀雄이 述懷한 바와 같이, 그들은 朝鮮에서 ‘當代의 둘도 없는 俊

英한 女性’ 明成王后를 除去하는 길만이 朝鮮 獨立을 막는 길이라고 보았다.112) 

萬國公法은 가만히 있는 허약한 나라에게 獨立을 안겨주는 法이 아니라, 自主獨

立을 기하고자 효과적인 노력을 하는 民族에게 잘 이용을 하여 보람을 이룰 수 

있게 하는 規範이라는 것은 宗屬關係가 變質되어 終焉하던 당시에도 지금에도 

진실이다.

주제어: 宗屬關係, 從屬關係, 朝貢, 丙子修好條規, 淸日戰爭, 甲申政變, 自主獨立, 萬

國公法, 國家平等, 修好通商條約, 天津條約, 下關條約, 主權論, 東學亂, 武力

干涉, 約三端, 韓美條約, 동아시아, 高宗, 兪吉濬, 李鴻章, 陸奧宗光 

111) 官報, 開國 504年 8月 22日 號外.
112) 早川秀雄, 閔妃弑害記 (趙德松 譯, 汎友社, 1965) pass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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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licts of Sovereignty Theories over Korea during the 
Open-Door Period

Sang-Myon Rhee
*

113)

Japan had held aloof from China since the end of Tang dynasty while 
maintaining equal neighborly relationship with Korea in the hierarchical East 
Asian world order. Japan insisted on inserting a significant sentence in Art. 1 of 
the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with Korea in 1876, 
stipulating that Korea being an autonomously independent country has equal 
rights as Japan. The significant wording raised suspicion from China wherein 
Japan would not recognize her tributary suzerainty over Korea. China had 
regarded Korea as the most important tributary state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hierarchical system following confucian wisdoms for a paternal world order. The 
purpose of the Chinese good offices in helping Korea to conclude FCN treaties 
with the western powers like the U.S. was to protect Korea against any evil 
influence from Russia through the northern strip of frontiers by winning possible 
concerted supports from them. The Chinese tenacious efforts to have Korea and 
the U.S. stipulate the traditional tributary ties with China in the FCN treaty 
turned out to be unsuccessful. She was only able to make the U.S. accept a 
letter from the Korean King stating the tributary ties with her.

Not far from the conclusion of the Korean American treaty, China started to 
intervene in the domestic affairs of Korea in order to curb the then engulfing 
influence from Japan. China successfully crushed down a pro-Japanese coup in 
1884. She even urged the first permanent Korean mission to the U.S. in 1888 to 
follow certain courteous rules designated by China, such as by presenting 
credentials to the President guided by the Chinese minister. The Korean minister 
did not follow such a preposterous request, neither would the U.S. allow to do 

* Professor of Law (S.J.D., Harvard),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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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Korea had to respond to the Chinese inquiries over the non-performance.  
Mr. Yoo Kil-joon, the author of Seoyoo-gyonmoon, the then first monograph 
over the West, and an assistant to the first temporary Korean mission to the 
U.S. four years ago, advised the Korean court to make a series of recalcitrant 
replies to the Chinese inquiries. However, he stated in his book above that he 
would not mind the tributary system as long as China would not intervene in 
the domestic and diplomatic affairs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tradition.

The Chinese ties were eventually severed by Japan by the latter winning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The Peace Treaty of Shimonoseki in May of the 
following year declared that China should recognize the independent autonomy of 
Korea, and that she should also cede Taiwan and Penghu islands to Japan. 
However, a careful perusal of the significant clause would reveal that it does not 
guarantee Korean independence at all, for it only stated that China should 
recognize that Korea is to be independently autonomous. Thus Japan misled 
Korea into the path of her suzerainty by degrading Korea as a de facto 
protectorate. The Korean King along with the ministers contributed a swear of 
independence of the kingdom to the ancestors at the royal cemetery in early 
1895, and announced fourteen articles for a new administration, the first of 
which declared that she would sever the ties with China. On October 8, the 
Japanese forces swarmed into the Korean court and killed the Queen Min. The 
Japanese aim was to sever the ties with Russia that was being grown by the 
superb lady for a possible balance of power over the peninsula. The saga of the 
pathetic rivalry over Korea during the imperialistic period has shown that 
international law may not be a body of law to depend upon by a relatively 
small country like Korea surrounded by relatively big powers, but it could only 
be an instrument for a possible use in achieving independence by building up 
one's own strength along with possible concerted supports from friendly 
countries. This has turned up to a Korean adage: international law is less worthy 
than a big gun.

Key words: sovereignty, tributary, vassal, Sino-Japanese war, FCN treaty, hierarchical 

world order, suzerainty, autonomy, independence, international law, Korean 

American treaty, Peace Treaty of Shimonoseki, East Asian world 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