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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일병합(1910. 8. 22)이라는 비극이 일어난 지도 100년이 되었다. 오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우리에게 이제 이 사건은 한편에서는 교훈으로 남아야 하고, 다

른 한편에서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로만 남은 듯하다. 과연 이 사건의 실체는 

모두 밝혀진 것일까. 일본이 어떻게 해서 한국을 열강의 국가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었을까. 개항시부터 병합시까지 중요한 사건들의 흐름이 보여 주는 것을 

재구성하면 일본의 한국병합 드라마는 의외로 간단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은 

한국을 놓고 경쟁자들과 두 차례의 국운을 건 청일전쟁(1894~1895) 및 러일전

쟁(1904~1905)에서 승리했으며, 열강과 한국문제와 관련하여 각종의 협정을 

체결했다. 1)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실력

※ 투고일: 2010년 7월 9일, 심사일: 2010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7일.

 1) 1876~1910년에 일본이 한국과 관련하여 열강과 체결한 조약, 협정 및 동맹은 국회 

입법조사국이 발행한 舊韓末條約彙纂 에 따르면, 대략 20개이다. 국회입법조사국

편, 1989, 舊韓末條約彙纂  上中·下(이하 舊韓末條約彙纂 으로 약함).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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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를 입증해야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열강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음을 보

여 준다.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데 두 차례의 전쟁의 역할과 비중을 부인하는 사

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까지 열강의 승인을 얻어야

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특히 1905~1910년에 일본과 열강 

간에 체결된 협정들에 대한 해석은 극단을 달린다. 한편에서는 이 협정들을 열

강의 승인이 필요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로 해석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전

면 부정한다. 2) 후자의 논리는 이렇다. ‘러일전쟁으로 한반도에서 경쟁자가 제

거되었다. 따라서 이후 한일병합은 일본이 그동안 지녀 왔던 야망을 진행시켰

을 뿐, 국제정황에 영향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면 ‘사실상 한국문제

는 러일전쟁으로 결판났다. 미국은 태프트-가쓰라협정(1905. 7. 27)으로, 영

국은 제2차 영일동맹(1905. 8. 12)으로, 러시아는 포츠머스강화조약(1905. 9. 

30)에서 각각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1905년이 아니라 1910년에 병합했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 때문에 지연될 수밖

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기간에 미국과 두 차례의 위기를 겪었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예컨대 이 글에서 다룰 미일중재조약 및 루트-다

카히라협정은 舊韓末條約彙纂 에 등장하지 않는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의 한국병합은 …… 어디까지나 당초에 내세워진 일본의 한반도 지배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었지, 국제관계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강구된 대응의 결과는 결코 아

니었다. 국제관계는 오히려 본래 세운 목표를 실현하는 시기 결정에 참고되었을 뿐

이었다.” 이 주장은 그 증거로 한국병합론이 일찍부터 일본의 지도층 사이에 공유되

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① 청일전쟁시 福澤諭吉의 조선의 보호국화 주창, ② 1907

년 “해아(헤이그) 밀사사건” 직후의 일본 지도자들의 한국병합론, ③ 희생양을 필요

로 하는 후발 자본주의의 속성, ④ 일본이 한국병합문제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거

론한 시점은 1910년 4월 11일 新러일협약을 위해 러시아 외상을 만났을 때였다는 

점, ⑤ 일본의 병합 승인 작업이 1910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⑥ 그리고 그 과

정에서 열강의 저항이 거의 없었다는 점, ⑦ 그나마도 주일 영국대사가 “한영 간에 

체결된 관세율이 병합으로 변동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협상”이 주류였으며, 그것

도 “5월 19일 자 이후의 열강의 반응으로는 영국의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진 편저, 1995,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보호조약에

서 병합조약까지 , 까치, 181~182, 189~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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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한번은 ‘전쟁위기(war scare)’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했던 이민문제

로, 다른 한번은 달러 외교(dollar diplomacy)로 각각 그랬다는 것이다. 전자

의 사건은 신사협정(1908. 2)과 루트-다카히라협정(1908. 11)을 통해서 해결

되었으며, 후자의 사건은 철도를 통한 만주 중립화안을 들고 나옴으로써 유럽 

열강으로 하여금 공동전선을 형성케 하고, 나아가 일러로 하여금 협정(1910. 

7. 4)을 체결케 했는바, 이때 러시아가 한국병합을 승인함으로써 마침내 일본

은 한국을 병합하는 데 반대할 세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일병합

조약은 국제정황의 산물이었다’는 결론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열강의 승인이 필수

적이었다는 주장에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필자는 두 주장 모두에 대해 다음

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1905년 이후 한국병합시까지 일

본은 열강이 이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며, 다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한 것일까.” 왜냐하면 한국병합이 국제정황

의 산물로 주장하든, 그것을 부정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열강이 한국에서 보

유하고 있던 권리는 사실상 1905년에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일본은 한국을 병

합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는 식의 주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의 사료는 기존 연구결과와 반대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데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열강의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는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 연구자가 검토한 사료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유럽 열강과 일본 간에 한국문제를 놓고 체결한 보호국협정의 내용

은 모두 “한국과 통상조약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

어는 러시아가 병합을 인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문서(제2차 일러협정, 1910)

에서도 일본은 통상조약상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병합 승인은 구두로 받고, 

한국에서 차지한 기득권(한러통상조약, 1884)은 문서로 약속해 준 것이다. 영

국 또한 일본의 한국 지배정도를 한국의 보호국화만을 인정한다고 제한하고, 

이를 병합시까지 일관되게 유지했다. 3) 러시아는 보호국에서 병합 승인으로 나

 3) 舊韓末條約彙纂  上中, 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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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갔지만, 한국과의 통상조약에 관한 한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고수했

다. 4) 요컨대 열강은 보호국 문서를 통해서 한국과의 통상조약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지배 범위를 보호국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할 수 

있었다. 비유하자면 열강의 입장에서 보호국 협정은 한국과의 통상조약의 보

장을 일본에게 받은 셈이 되었다.

둘째, 그렇다면 장본인인 일본인은 ‘보호국 협정=지배권의 획득’으로 보았

을까. 아니면 ‘지배권의 제한’으로 받아들였을까. 일본인들은 후자로 보았다. 

한국과 열강 간의 통상조약 때문에 보호국 협정은 한국을 지배하는 데 족쇄라

는 입장이었다. ‘한국 지배의 일대 장벽=통상조약’이라는 다음 문서는 그것을 

보여 준다.

제국의 대한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실력을 확립하고 더욱 

확고하게 장악하는 데 있다. …… 러일전쟁 이래로 한국에 대한 우리의 

권력은 점차로 증대되는 중에 있으며, 재작년에는 한일협약(정미 7조

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면목을 크게 일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에서 우리의 세력은 아직도 확고하다고 말할 수 없다. …… 제국으로서 

장차 그 나라에서 …… 안팎으로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세력을 

수립하도록 힘써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방침

을 확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첫째,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합병을 

단행해야 한다. 한국을 합병하여 제국의 판도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

리의 실력을 확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내외의 정세

를 살펴서 적당한 시기에 단번에 합병을 단행하여 반도를 명실공히 우

리의 판도하에 두고, 또 한국과 다른 외국들과의 조약관계를 소멸해 버

리는 것은 제국의 백년대계라고 할 것이다. 5)

셋째,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데 일대 장벽이 한국과 열강 간의 통상조약

이었음은 1905~1910년에 미일 간에 한국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

 4) 舊韓末條約彙纂  上中, 218쪽.

 5) 야마베 겐타로 저, 안병무 역, 1991, 한일합병사 , 범우사, 266~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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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1905~1908년에 미일 간에는 한국문제에 영향을 미친 모두 6개

의 조약 및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6개 모두가 모두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보면 

병합의 대전제가 되는 한미통상조약을 소멸시키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기 때

문이다. 그중에 ‘국가 간의 계약적 합의(contractual engagements)’ 6)를 의미

하는 조약과 협약은 각각 2개와 1개로 모두 3개였고, 다른 3개는 외교협정이었

다. 그리고 3개는 직접적으로, 다른 3개는 간접적으로 각각 한국문제를 처리했

다. 그것을 시간의 순서로 배열해 보면 미국이 한미통상조약을 포기해 간 과정

은 ① 미국의 한미통상조약개정권 포기(태프트-가쓰라협정, 1905. 7. 27) → 

② 이민문제에 대한 일본의 양보(신사협정, 1908. 2) → ③ 한미통상조약을 근

거로 한 미국의 중재재판권 포기(미일중재조약, 1908. 5. 5) → ④ 한국 내 미

국인에 대한 사법권의 일부 포기(미일상표협약, 1905. 5. 19) → ⑤ 한국의 영

토주권 승인권 포기(루트-다카히라협정, 1908. 11. 30) → ⑥ 한일병합조약 추

인(미일신통상조약, 1911) 등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1905~1910년에 미일 간에 한국문제와 관련된 6개의 조약 및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모두 미국이 대일 특사외교를 벌였다는 것이다. 처음 두 

차례는 한국병합 전인 1905년과 1907년에, 나머지 한 차례는 한국병합 후에 

각각 시도되었다. 제1차 및 제2차는 국방장관 태프트가, 제3차는 전임 대통령

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각각 하야시[林董] 외상과 다카히라[高平] 주일 미

국대사를 상대로 각각 도쿄와 워싱턴에서 특사외교를 전개했던 것이다. 그리

고 그 결과가 제1차 특사외교시에는 태프트-가쓰라협정을, 제2차 특사외교시

에는 신사협정, 미일중재조약, 미일상표협약, 루트-다카히라협정 등을, 제3차 

특사외교시에는 미일신통상조약을 각각 결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특사외교시마다 일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국에게 전달했으며, 

 6) ‘국가 간의 계약적 합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treaty(조약)’, ‘convention(협약)’, ‘pact(협정)’, ‘act(결의)’, ‘declaration(선언)’, 

‘protocol(의정서)’ 등이 그것이다. J. L. Brierly, 1963, The Law of Nation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Peace,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317(이하에서 The Law of Nations로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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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것을 문서로 확인해 주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1905년에 

일본은 보호국화를 요구했고,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태프트와 가쓰라의 회

담 내용을 추인함으로써 협정이 되었다. 1908년에 체결된 3개의 문서 또한 

1907년 태프트의 방문시 일본이 한국 병합의사를 꺼낸 후 1908년 3개의 조약 

및 협정을 통해 승인해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1908년의 미일조약 

및 협정은 ‘제2의 태프트-가쓰라협정’과 같았다는 것이다. 제1차 미일협정이 

한국의 보호국화를 사전에 인정했다면, 제2차 미일조약 및 협정은 병합을 사

전에 승인하는 효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10년 병합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미일은 신통상조약개정 협상을 벌였는데,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미

일통상조약으로 한미통상조약은 소멸되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얻어냈던 것

이다. 이러한 증거들 역시 “1905년 태프트-가쓰라협정 이후에는 미국의 대한

정책이 없었다. 병합시까지 이를 일관되게 유지했기 때문이다”는 통설을 의심

케 하고 있다. 7)

위의 증거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보게 한다. 첫째, 일본이 한

국을 병합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열강 간에 체결된 통상조약을 소멸시키지 않고

는 어려웠다는 점, 둘째, 그리고 미국의 대한정책은 1905년에 끝난 것이 아니

라,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며, 병합 후에야 종식되었다는 점, 따라서 1905~1910년

의 대한정책은 대일정책을 통해 투사되었다는 점, 셋째,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

는 데 있어서 어느 열강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넷째, 한국병합

조약이 한국-열강 간의 통상조약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단행되었다는 

점 등을 보여 준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연구자는 이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한국병합 경위의 

실체를 아직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해에 오류가 있음도 알

 7) 나가타 아키후미 지음, 이남규 옮김, 2007, 미국, 한국을 버리다: 시어도어 루스벨

트와 한국 , 기파랑, 201~204쪽; 야마베 겐타로 저, 안병무 역, 1991, 앞의 책, 262

쪽; 최문형, 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 지식산업사, 414, 

417~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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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여기서는 한미통상조약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 열강 간의 통상조약을 제거하기 위해 병

합조약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쓰게 된 이유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입증하기로 

한다. 하나의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는 지면의 제약문제도 있고, 또 논리상으로

도 한미통상조약의 붕괴과정을 먼저 보여 주는 것이 다음 연구물의 이해를 도

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한일병합시에 미국이 한 역할’이란 주제

의 전편의 성격을 지닐 것이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1907~1908년에 수행된 미국의 대일정책이 일본의 한

국병합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는 데 있다. 특히 한미통상조약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에 연구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 경우 첫째, 일본이 열강과 한국 간의 통

상조약이 한국 지배의 장벽으로 생각했는지를 보여 주고, 둘째, 미국은 한미통

상조약을 스스로 철회하려고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셋째, 일본의 한일병

합에 미국이 수행한 역할을 구명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태프트의 대일방문에서 한국문제가 왜, 어떤 식으로 

거론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미일 간에 한국문제가 1905년에 종식된 것이 

아님을 알려 주자는 것이다. 이어 제3장에서 이 무렵의 미국이 추구하고 있던 

세계적 차원의 신조약체제를 소개할 것이다. 그것이 태프트 방문의 배경이자, 

1908년 미일조약체제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운명에 영

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조건 없이 양보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1908년 미일조약체제를 구성

하고 있는 각각의 조약 및 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아울러 4개의 조약 및 협

정들 간의 상호 작용성을 검토할 것이다. 4개의 협정 및 조약이 하나의 중재조

약체제(본체와 세부 실행 수칙)를 이루면서 한미통상조약을 소멸시켰다는 점

을 보여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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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사 태프트의 일본 방문과 ‘한국-이민문제 교환론’

국방장관 태프트는 대통령 루스벨트의 지시를 받고 1907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태프트의 일본 방문은 단기간(5일간, 1907. 9. 28~ 

10. 2)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 정부의 위정자들과 수차에 걸쳐 집중적으로 

접촉했다. 도착 당일 오후부터 일본 언론과 기자회견을 한 이후 출발 직전까지 

일본의 고위 인사, 즉 천황, 현직 수상 사이욘지, 전직 수상인 가쓰라 및 외상 

하야시와 연이어 면담 및 회담을 했다. 본격적인 미일회담은 태프트가 도착한 

이틀 후인 9월 30일 도쿄의 제국 호텔에서 오찬을 겸해 시작되었으며, 다음 날

인 10월 1일까지 외상 하야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태프트의 방문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우선 미국과 일본 간에

는 일본인 차별문제로 ‘전쟁위기(war scare)’가 감돌고 있을 때였다. 이 무렵 

미국은 일본인 노동자의 미국 본토이민을 제한하려고 했고, 이에 일본은 국민

감정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이다. 사실 미일 간의 위기는 일반적으

로 이해하고 있듯이 1907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며, 러일전쟁 중에 이미 발생하

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인의 해양진출 야망과 능력을 경계했다. 특히 대

통령 루스벨트는 하와이 거주 일본 성인의 숫자가 미국인보다 많다는 점을 염

려했다. 그리고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의 해군력이 탁월한 원양작

전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유사시 하와이를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루스벨트가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미국이 제안하고 주도하는 제2차 헤이그 평화회담(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1907. 6. 15~10. 27)이 개최 중이었다. 뿐만 아니

라 소위 ‘외교혁명(diplomatic revolution)’이라고 부르는 국제정세의 일대 지

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해에 일불협상(1907. 6. 10), 일러협상(1907. 7. 

30), 영러협상(1907. 8. 31) 등이 체결됨으로써 러불동맹, 영일동맹, 삼국동맹 

등으로 정족지세를 이루던 국제역학이 ‘영일러불 대 독오이’라는 양대 무장화

된 블록으로 나뉘어졌다. 특히 아시아 및 태평양에서는 일본을 축으로 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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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불이 일종의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자칫 미국의 

국제적 고립을 뜻할 수 있었다. 유럽 열강이 일본의 우의에 기대어 태평양 및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식민지의 안전을 담보하고 철수함으로써 이제 미국은 

이 지역의 이익을 단독으로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1907년에 이르러 미국은 외교적 곤경에 빠지고 있었는바, 태프트의 도쿄 방문

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방문 시기뿐만 아니라 파견 인물 및 파견 방식 또한 이 회담에서 미국이 중

요한 문제를 거론할 것임을 예고했다. 우선 루스벨트는 외교를 관장하는 국무

장관 루트가 아니라 국방장관 태프트를 파견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일반적인 

외교 관행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더욱이 외교에 관한 한 태프트는 루트에 못 

미칠 정도가 아니라 미숙하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렇

다면 루스벨트는 왜 태프트를 특사로 선정했을까. 무엇보다도 태프트가 일본

이 선호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미국이 체결한 일본과의 협정

들은 중재조약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따라서 협정은 외교관 및 

정치가들 간의 신뢰에 그 준수여부를 의존했다. 태프트는 이 점에서 적격자였

다. 특히 그는 2년 전인 1905년에도 특사로 파견되어 태프트-가쓰라협정을 체

결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때에도 일본은 태프트의 파견을 원했으며, 이 때문

에 루스벨트는 당시 필리핀 총독이던 태프트를 본인이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 끝에 특사 임무를 수행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태프트의 각서 

교환에 대해 추인함으로써 일본에게 믿을 만한 인물로 각인되었던 것이다. 8) 

따라서 태프트의 파견은 계산된 임명이었다. 일본이 신뢰하는 인물을 파견함

으로써 일본의 의중을 파악하자는 것이다.

‘특사(special envoy)’라는 파견 방식 또한 의도된 결과였다. 특사 파견은 

미국 의회의 사전 승인은 물론 사후 보고도 할 필요가 없었다. 9) 태프트-가쓰

 8) 태프트-가쓰라협정은 태프트의 단독 작품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대통령은 이에 대

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바 없지만, 한국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과 생각이 같았기에 

태프트가 단독으로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9) 특사외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특사는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하며, 국무성에



16 동북아역사논총 29호

라협정이 한동안 의회 도서관에 감추어져 보관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

다. 현직 국무장관을 특사로 파견한다는 것은 관례에도 벗어나지만, 미일이 갈

등을 겪고 있는 시기에 국무장관을 파견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킬 것이었다. 그리고 루트를 파견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보내거나, 

회담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무렵 미국 의회는 전통적으로 대통

령이 미국의 운명에 심각한 결정을 단독으로 하지 않을까를 염려하여, 대통령

의 외교권을 견제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사외교는 공개적으로 다

룰 수 없는 문제에 적합한 외교 방식이었다. 그리고 태프트의 방일조차도 감추

어졌다. 국방장관으로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안보태세를 점검한다는 명

목으로 필리핀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일본을 들렀기 때문이다. 일본 방문 후 태

프트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시 필리핀으로 향했던 이유도 여기

에 있다. 한마디로 방일 시점 및 방식 그리고 태프트가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공개하기 어려운 그러나 매우 중요한 외교 현안이 다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태프트와 일본 위정자들의 만남에서 무엇이 논의되었을까. 태프

트의 회담 기록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종합하여 재구성하면 그것은 다음 네

가지였다. 이민문제, 만주문제, 한국문제, 필리핀 문제, 그리고 미일전쟁 위기 

등이었다. 안건별로 다음과 같은 골자의 의견이 교환되었다. 도착 이틀 후인 9월 

30일에 있은 외상 하야시와의 첫 번째 회담에서 태프트는 먼저 러일전쟁에서

의 일본의 승리를 축하한 후, 포츠머스 평화조약을 통해 일본은 세계 열강의 

일원이 되었음을 주지시켰다. 양국이 외교적 방법에 의해 긴장관계를 풀 수 있

다면서, “일본과 미국 간의 전쟁은 근대문명에 도전하는 범죄가 될 것이다”고 

는 일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조약 체결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원

의 승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특사외교는 비밀외교를 할 수 있는 권한으

로 대통령의 병기고에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 무기이다. Dexter Perkins, 1968, The 

American Approach to Foreign Policy, New York: Atheneum, pp. 160~165. 뿐

만 아니라 특사 임명 및 파견시에도 상원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Richard W. 

Leopold, 1962, The Growth of American Foreign Policy: A Hi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Inc., p.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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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런 후 태프트는 한국문제를 거론했다.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추

진하고 있는 “후진국에 대한 정의, 문명화 및 복리” 정책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왜 일본은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개혁 계획을 심각하게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전쟁을 바라야만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10) 이는 유사시 미국

이 한국문제에 개입할 수 있음을 은근히 경고한 것과 같다.

동시에 태프트는 “우리는 열강이 법과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정부를 

지닌 국가들의 문제에 개입하여, 그러한 국가들이 국가적 의무를 다하도록 도

움으로써, 세계의 진보를 위해 활동해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미국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11) 즉 태프트

는 미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한 후, 

그러나 미국은 문명 열강이 비문명 약소국을 지도해야 함을 당연하게 생각한

다는 점을 주지시킴으로써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일본은 태프트의 발언이 지닌 의미를 즉각 알아챘다. 다음 날인 10월 2일

에 열린 두 번째 회담에서 고무라 외상이 밝힌 일본의 입장이 그것을 보여 준

다. 먼저 고무라는 일본이 이민문제를 양보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 다만 “미국

의 압박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일본인 스스로가 제한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고무라는 사견임을 전제로 그 대가로 

일본이 미국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한국병합 승인임을 밝혔다. “외상으로서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말하자면, 한국병합을 바라는 많

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재정적 이유와 아울러 이토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

물의 반대가 존재한다.” 12)

태프트와 고무라의 회담은 이때 미국이 일본의 한국병합의 가능성을 내다

 10) Henry F. Pringle, 1939, The Life and Times of William Howard Taft, New 

York: Farrar & Rinehart, Inc., p. 303.

 11) Ralph Eldin Minger, 1975, William Howard Taft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The Apprenticeship Years 1900~1908, Chicago: University of Illinios 

Press, p. 157.

 12) Ralph Eldin Minger, 1975,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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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미국은 태프트가 일본을 방문하기 10여 일 

전에 주일 미국 대리대사로부터 한국병합에 관련된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책임자로 취임한 이토가 ‘일본은 한국병합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공표했고, 이를 주일 미국 대리대사 도지(Dodge)가 1907년 9월 

19·20일에 루트(Root) 국무장관에게 보고했기 때문이다. 13) 사실 미국은 병합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한국병합을 용인할 수 있음을 이

미 1905년에도 일본에 전달한 바 있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배상금 문제로 난

항을 겪고 있을 때, 중재를 섰던 루스벨트가 일본 특사 가네코 겐타로에게 다

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sooner or later) 일본은 

한국을 가질(take) 수 있다”고 발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가네코는 훗날 자서전

에서 루스벨트의 발언을 놓고 “이때 한국병합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어 태프트는 미국 또한 전쟁을 바라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쟁은 미국을 

1년 또는 그 이상 군사국가로 전환시킬 것이고, 호전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10년간 전례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려 왔

고, 따라서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서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이나 다른 열강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존재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필리핀을 바라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미국은 필리

핀 국민들에 대한 약속 때문에 다른 열강에 매각할 수 없다.

태프트는 일본과의 회담 내용을 정리 한 후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1907년 

10월 14일 장문의 보고서를 본국에 제출했다. 다음과 같은 요지였다. ① 미일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태프트는 “일본은 미국과 전쟁 회피를 강렬히 원하고 있

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미일전쟁을 수행할 만한 재정적 상태

 13)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Sergei D. Sazonov)는 1908년경부터 일본의 한국병합을 예

상해 왔다는 것이다. Department of State, U.S. ed., 1987,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1834~1950,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 p. 37, 주 1(이하에서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로 약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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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② 필리핀의 안전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평

화의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외상 하야시는 일본은 필리핀에 

야심이 없으며, 다만 미국이 매각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고 전해 

왔기 때문이다. ③ 이민문제에 대하여 태프트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사건은 선정적인 저널리즘의 결과이지, 결코 미국인의 정확한 감정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고 전했는 바 이에 하야시는 “일본 여론은 미국 이민에 대해 아주 

작은 관심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유럽인들에게는 허용되면서 일본인

만을 제한하는 어떤 조약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태프트의 

보고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가 보건대 일본인들은 일본인 

이민 제한을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그것을 조약 속에서 공공연

하게 명기하지만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가능하다. 하야시가 미국인의 일본인 

배척을 조약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일본 정부는 여권 발급

을 스스로 자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 14)

④ 한국문제에 대해 태프트는 하야시[林董]로부터 “일본이 바라는 것은 한

국병합이다”라고 전해 들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덧붙였다. “일본은 한국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매몰되어 있으며, 현재 

수준을 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15)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태프트의 대일방문과 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다. 첫째, 미국이 먼저 한국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이 문제가 태프트-가

쓰라협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미일 간에 협의 대상임을 주지시켰다는 것이

다. 둘째,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병합 의지를 밝히는 한편, 이민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양보할 태세가 되어 있음을 전달했는바, 이로써 한국문제와 이민문제

는 협상 테이블에서 교환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호 확인했다. 셋째, 

그리하여 태프트의 대일방문 후 불과 4개월 만인 1908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4개의 협정 및 조약, 즉 신사협정 → 중재조약 → 미일상표협정 → 루

 14) Ralph Eldin Minger, 1975, p. 159. 

 15) Ralph Eldin Minger, 1975, p.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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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다카히라협정 등이 잇달아 체결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미국이 당시에 구상

하고 추진했던 세계조약체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그것이 일본과 1908년 

조약체계를 구축케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

문이다.

Ⅲ.  ‘중재조약체제’ 대 ‘통상조약체제’ 대

 ‘군사동맹체제’와 한국

태프트의 방문을 통해 이민문제와 한국문제 간에 교환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민문제만을 양보받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문제를 

꺼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이민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은 

전쟁위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태프트도 지적했듯이 러일전쟁으로 국력을 탕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개입으로 배상금을 한 푼 받지 못한 일본이 이민문제

를 가지고 당장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미국으로서 이민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민문제가 

미국과 일본 간에 중재재판조약을 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 있었다.

미국에게 중재재판조약은 매우 중요했다. 유럽식 세계체제를 해체하고 미

국식 세계체제를 만들자는 원대한 구상의 핵심장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편에서는 통상조약체제를 세계체제로 강화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식 세

력균형체제를 약화시키는 지렛대와 같은 제도였다. 국가 간의 분쟁을 법으로 

해결한다면, 전쟁으로 해결하자는 군사동맹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

적·물적 자원의 교류에서 오는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강대

국 간은 물론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통상조약은 공평성을 확보하여 그야말로 

세계평화체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약소국이 문호개방을 꺼리는 이

유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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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재조약은 미국의 모든 외교 독트린과 이상을 모두 함축하고 있었다.

문제는 일본과 중재조약을 체결하려면 선행하여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했

다는 데 있다. 하나는 미일 간의 이민문제요, 다른 하나는 한국문제였다. 만약 

미일중재조약을 체결한다면 일본은 미국의 이민차별에 대해, 반면 미국은 한

미통상조약을 근거로 각각 법적 재판청구가 가능해진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각각 고민했다. 따라서 미일 

중재조약을 체결하려면 미국은 일본이 이민문제를 중재재판에, 일본은 미국이 

한국문제를 중재재판에 각각 회부하지 않는다는 상호 보장이 필요했다. 바로 

여기서 미일중재조약과 한미통상조약은 거래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조건이 미국의 대한정책의 방향을 ‘한미통상조약 보전 

정책’에서 ‘한미통상조약 포기 정책’으로 전환하게 한 것이다. 사실 미국이 중

재조약망을 가동시키기 전까지 한국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이 신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마침내 러일전

쟁기부터 한미통상조약을 포기하는 방향전환을 하였던 것이다. 1882~1904년

까지 미국의 대한정책을 한미통상조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 제1기(한미수교기): 한미통상조약의 정치적·전략적 의미가 강조되었

던 시기이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은 한국에 대한 ‘조기 국가승인(strong asia)’

을 통해 한반도의 식민지화를 차단하고, 둘째, 중국의 해체를 막고, 셋째, 한반

도를 신설될 태평양 항로의 중요 거점으로 만들어, 넷째, 유럽식 통상조약체제 16)

가 이 지역을 세력권 및 이익권으로 분할(weak asia)하여 식민지화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도하에 한미통상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태평양 

및 아시아를 미국식 통상망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이 점을 알 수 있다. ① 우선 미국이 한미통상조약을 서둘렀던 이유는 병

인양요와 그 후의 프랑스의 한국 보호령 발언이었다. 17) 미국은 이를 중시했다. 

 16) 칼 슈미트 지음, 최재훈 옮김, 1995, 대지의 노모스 , 민음사, 255~256쪽.

 17) 1866년 병인양요를 일으킨 프랑스가 1867년에 “군대를 파견하여 한반도를 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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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호령화 의사를 청에게 통보했다는 것은 중국에서 한반도를 분할한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본토까지도 장차 그런 식으로 나누어 차지하겠다

는 점을 예고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② 미국은 한반도의 지정전략적 가치

도 중시했다. 남북전쟁 후 미국 본토의 대륙횡단철도와 서부해안에서 아시아

로 가는 태평양 항로를 연결시켜, 즉 철도와 기선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교통망

(바다의 실크로드)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한국의 지리적 가

치를 중시하게 했다. 이는 중요했다. 이 무렵 미국이 동아시아로 오기 위해서

는 대서양 → 지중해 → 인도양 → 중국해의 루트, 즉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항

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증기선의 출현으로 미국의 서부 → 태평양의 직

항로가 만들어졌다. 신설항로만큼은 유럽에 내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

이었다. ③ 한미통상조약의 내용이 유럽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한국

에게 유리했다는 점에서도 한반도를 미국식 통상망에 포섭하려는 미국의 의도

를 읽어낼 수 있다.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불평등한 치외법권을 

개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 거중조정조항을 명기한 점 등은 처음에 유럽이 

한국과 체결하려고 했던 유럽식 통상조약과 달랐다. 유럽은 유효기간을 10년

으로 명시했다. 불평등조약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치외법권을 

개정한다는 일체의 조항이 없다. 거중조정(good offices) 조항도 유럽 열강은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 때문에 명기해 줄 수밖에 없었다. 타일러 데넷

(Tyler Dennett)이 한미통상조약을 “1898년 필리핀 병합 이전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로 평가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18) 한마디로 한미통상조

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청에게 통보하는 한편, 미국에게는 “이 군사토벌에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고 타진해 왔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한국 보호국화 계획을 알아챈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미통상조약을 추진했다. 즉 국무장관 시워드(Seward)가 

수립한 한미통상조약 협상 계획(1868),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우(Frederick F. 

Low) 제독에게 내린 통상조약체결명령(1870), 한국 개항을 위한 사절단을 파견하

자는 미국 양원의 합동결의안 추진(1878), 슈펠트 제독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파견

(1878) 등이 그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마침내 1882년 5월 5일 이홍장의 도움을 받

아 한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p. 9~12.

 18) 수교직전인 1881년 11월 14일 미국무장관 제임스 블레인(James Blaine)은 공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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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유럽식 통상조약체제의 동진운동과 미국식 통상조약체제의 서진운동 19)이 

한반도에 충돌한 결과였다.

(2) 제2기: ‘임오군란-청일전쟁기’이다. 이 시기의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의 

전략적 의미를 감추고, 경제적 의미만을 추구한다는 전략을 추진했다. 한반도

에 일어난 각종의 변란 및 정변을 보면서 ‘한반도=아시아의 발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스트롱 아시아’ 정책에 입각한 한미통상조약

은 ‘엄정중립(strict neutrality)’이라는 이름하에 경제적 이권이나 보장받자는 

전략으로 초점을 이동시켰다. 사실 통상조약체결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한미통

상조약을 유지시킨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중국이 한국을 대리하

여 조약체결 당사자로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스스로 중국의 종주권을 인

정했기 때문이다. 20) 이어 미국은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등의 일련의 

사태를 목격하면서 한국이 한미통상조약을 안보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

실도 깨닫게 되었다. 21) 이는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노선인 고립주의에 배치되

었다. 이 시기의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의 발칸으로 보면서 자국 외교관들에게 

서를 통해 한미통상조약 체결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중

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통상을 위하여 문호개방 의사가 있다면 미국은 

한국과 기꺼이 우호관계를 수립할 것이다.” Claude A. Buss, 1983, 한미관계: 초

기를 중심으로 , 한미수교 1세기의 회고와 전망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2~73쪽. 

 19) 한미통상조약은 이 무렵 미국이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통상

망을 구축하자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11. 

 20) 한미통상조약 교섭시에 이홍장은 조약문구에 속방조관 즉 “조선(한국)은 청 제국의 

속국이다(Chosen/Korea being a dependent state of the Chinese Empire)”를 넣

으려고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대신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미

국무성에 제출해도 미국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타협을 보았다.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12. 

 21) 갑신정변 당시 미국무장관 베이어드(Beyard)가 주한 미국대리공사 폴크(Foulk)에

게 보낸 훈령이 그것을 보여 준다. “서울은 청·일·러 등이 충돌하는 적대적인 음

모의 중심지이니, 엄정중립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

다. “동아시아에 구축된 이해의 대립구도로 보아 조선은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이 유일한 동맹국으로 여기게 만들 언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다.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1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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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중립을 유지할 것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주지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때의 인식은 한국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은 국가 간

의 조약 및 협정을 국내 정치적 암투와 국가생존을 위한 ‘열강 끌어들이기’ 전

략으로 악용한다는 인식이 미국 위정자들에게 심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즉 ‘한국=국제전쟁의 원인제공국’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대한 인식의 변화는 수교 전과 수교 직후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보면 

긍정적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러일전쟁기에 미국이 한미통상조약의 폐기를 결심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요소

로 작용했다. 청일전쟁기의 미국의 다음과 같은 대한 인식은 이러한 인식의 변

화를 잘 보여 준다.

열강의 개입으로 주권국으로서의 자주성이 파괴된다면, 미국은 조선 영

토 내에서 미국인의 생명, 이익 및 통상 등 한미조약상의 의무를 열강이 

대행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조선과 열강 간의 논쟁에 휘말리

지 말고, 현재 또는 장래에 한미조약에 의해 주어진 합법적인 거주 및 

통상권을 보장받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은 오직 조약상의 의무 

준수를 요구할 뿐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수교 당시 획득한 “조약상의 

독립(Korea’s treaty independent)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2)

(3) 제3기(문호개방 선언기): 의화단사건과 미서전쟁을 계기로 중국을 미국

식 통상망으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

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문호개방(1899, 1900)’이라는 외교독트린으로 선언

되었고, 다른 하나는 미청통상조약(1903. 4. 8)로 표출되었다. 두 정책 모두 일

관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으로부터 만주를 분리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다. 전자는 ‘영토보전’이라는 용어 속에서, 후자는 ‘조약’이라는 국제법의 개념 

속에 그러한 미국의 의지를 담아냈다. 전자가 외교선언이었다면, 후자는 국제

법 그 자체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재음미해야 하게 되었다. 

 22)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14, 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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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호개방선언의 적용 범위를 한국으로 확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처

음에 미국은 배제시키는 태도를 취하였다. 23) 그러나 한국에서 용암포사건이 

일어나고, 러시아의 제2차 만주 철병거부를 계기로 미청통상조약을 체결함으

로써 다시 한미통상조약과 미청통상조약을 연계시켜 보자는 전략이 나왔다. 

만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한반도였고, 이 지역에서 이미 러일이 맞서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가세함으로써 국제분쟁의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한반도의 불길은 만주로 넘어갈 것이었다. 그 반대

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수교 초기와 같은 한미통상조약의 전략적 

의미가 다시 살아났다. 압록강을 경계로 양편에 위치한 의주와 그 대안의 만주

를 묶어서 개방지역으로 하자는 것이다. 24) 즉 한미통상조약과 미청통상조약을 

통해 일종의 완충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영일이 동맹을 배

경으로 용암포까지 개항지역의 확장을 주장하고 러시아가 이에 강력하게 반대

함으로써 미국은 계획을 철회하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한미통상조약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는 별도로 이러한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국제적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의 

여파는 당장은 아니었지만, 마치 쓰나미처럼 장차 한미통상조약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미서전쟁(1898), 의화단사건(1899),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1899), 영일동맹(1902), 제2차 베네수엘라위기(1902) 등이 바

로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단독으로 또는 상호 작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

면서 한미통상조약을 폐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한반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두 가지 시선이 등장하였다. 하나는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정책을 수립하자는 움직임이다. 즉 ‘한반도를 일본

이 차지하게 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남하를 막게 한다’는 것이다. 이

는 미서전쟁, 의화단사건을 통해 태동하였으며, 영일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새

 23) 1899년 주한 미국공사 알렌(Horace N. Allen)을 통해 고종이 요청한 문호개방선언

의 한국 확대, 즉 “한국의 영토보전을 보증해 달라”는 호소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p. 25~26.

 24)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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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정책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새롭게 등장중인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상황

이 생겼다는 것이다.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3대 의제 중의 하나로 중재재

판제도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설립 취지는 국가 간의 분쟁을 무력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통상조약이 가장 중요한 재판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법적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중요한 재판대상으로 했기 때문

이다. 그리하여 주권에 새로운 개념이 창출되었다. 국가의 재판권이 그것이다. 

이는 주권 개념의 혁명적인 변화였다. 이전에는 ‘주권=전쟁권’은 동의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주권 개념을 부정하는 ‘주권=재판권’이라는 

대항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약체결권은 매우 중요해졌다. ‘조약체

결권=국가재판권’을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약체결권=국가재판

권’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통상조약을 강력한 제도로 만들었다. ‘통상조약’은 국

가의 주권 중에 ‘조약체결권’을 행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통상조약체결권=국

가재판청구권’의 논리가 성립된다. 그리하여 ‘통상조약체결권=법적 개입권’을 

의미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한미통상조약=한국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권’의 성

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더욱이 한미통상조약은 제1조에 거중조정조항을 넣음

으로써 1899년 이전의 거중조정조항은 개입권이 아니었지만, 1899년 이후의 

거중조정은 ‘개입권’ 그 자체가 되었다. 전자는 분쟁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야지만 개입권으로 전환되지만, 후자는 분쟁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개입이 가능

한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중재조약을 체결해야 함은 물론이다. 바로 이러한 조

건은 일본이 열강과 한국 간의 통상조약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한국문

제가 힘으로만 결정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중재재판제도는 세계정치를 미국과 유럽 간의 

대결구도로 양분되게 했다. 유럽과 미국이 각각 구상하고 있는 중재재판제도

가 달랐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법률가’의 재판을, 유럽은 ‘정치가 및 외교관’

의 흥정을 각각 추구했다. 전자는 ‘판결’을 내리자는 것이고, 후자는 ‘타협’을 해

보자는 것이다. 전자는 ‘정의·부정의’의 원리를, 후자는 ‘힘’의 논리를 주장했

다. 양자의 논리는 타협할 길이 없었다.



27특사 태프트의 제2차 대일방문과 미일조약체제, 1907~1908 - 한국병합을 중심으로

특히 미국과 유럽은 ‘집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놓고 결정적으로 

맞섰다. 전자는 세계법정 또는 국제경찰 창설을 주창했다. 반면 후자는 침묵했

다. 군사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식 중재재판제도와 유럽식 중재재

판의 대립은 실제로는 ‘중재재판제도와 군사동맹’의 대결이 되고 말았다. 전자

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자가 해체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이미 통상조약체

제를 놓고 미국식 대 유럽식으로 대결 중인 세계는, 다시 중재재판제도를 놓고 

맞섰다. 그리고 군사동맹체제에 대해서도 국제경찰이냐, 군사동맹이냐를 놓고 

대치했다. 세계는 3중의 대결장, 즉 통상조약의 장, 중재조약의 장, 군사동맹

의 장 등 3개의 장에서 미국과 유럽이 격돌하는 형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

은 한마디로 ‘법의 논리(국제법·조약체제) 대 힘의 논리(군사동맹)’의 싸움이

었으며, ‘미국 대 유럽의 싸움’이었다. 이제 세계 어디에서든지 미국과 유럽이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3개 체제의 동시 충돌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미 한반도에서 1882년에 통상조약체제를 놓고 미국과 유

럽은 1회전을 치른 바 있다. 이제 중재조약체제는 한반도에서 2회전을 치를 판

이었다. 그곳에 바로 중재조약체제 구축에 가장 필요한 일본이 있었고, 동시에 

타도해야 할 영일군사동맹과 러불군사동맹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차 헤이그 중재재판조약체제는 이미 한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시작했다. 먼저 칼을 빼어든 것은 러시아였다. 초청권을 지닌 러시아가 

한국을 배제함으로써 25) 유럽식 통상조약체제가 약소국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

될 것인지를 예고했다. 미국은 즉각 그 의미를 알아챘다. ‘초청과 배제’를 이용

해 초청받지 못한 전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자는 전략임을 눈치챘던 것이다. 약

소국과 아시아를 망라하여 참석한 국제법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

리고 국가 간의 분쟁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주권을 부정받은 것이

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가자격을 박탈당한 셈과 같았다. 이에 미국은 중남미 

18개국이 초청받을 수 있도록 1차 헤이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들이 회의 

 25) 아마도 이 무렵 일본과 니시-로젠 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양분했기 

때문이다.



28 동북아역사논총 29호

취지에 찬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따라서 미국

은 제2차 평화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1차에서 배제되었던 

중남미 국가를 불러들여 국가로 인정받게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이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초청 여부를 결정해

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헤이그평화회의가 한국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풍과 같은 잠재력을 지녔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시기의 미국이 한국을 중재조약망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통상조약체결국은 중재재판체결국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식 중재재판조약체제였다. 그러나 결국 미국과 통상조약국인 한국의 가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한미통상조약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반면 유럽은 통상조약체제와 중재조약체제를 분리시켜야만 했음이 분명하다. 

약소국이 통상조약을 근거로 한 중재재판제도를 통해 식민지를 벗어나려는 시

도를 막아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소국과의 통상조약은 유지하면서, 중재

재판조약체제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만 했

다. 더욱이 유럽의 입장에서 약소국이 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들을 

희생물로 하여 성립되어야 할 동맹도 불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중재조약체제는 

약소국의 독립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여신이었다. 그리고 미국 및 유럽과 통상

조약을 동시에 맺고 있는 한국에게 중재조약체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건 불을 보듯이 뻔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세 가지 국제체제, 즉 

1880년에 정착한 통상조약체제, 1890년대 말에 생긴 중재조약체제, 1900년 초

에 한반도를 무대로 하여 성립된 군사동맹체제 등 3대 국제체제가 미국식과 

유럽식으로 나뉘어 대결 또는 잠복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러일전쟁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러

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점, 일본의 군사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이

미 이전부터 한국 정책을 결정할 요소로 정해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책을 실행하게 했다. 그리하여 제1차 미일중재조약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903년 말과 1904년 전반기에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1903년 9

월에는 한반도를 대러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승인하고, 개전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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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1차 한일의정서를 추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국은 한마통상조약을 폐

기하는 자체 논리를 마련했다. 한국이 일본에게 스스로 외교권을 넘겼으니, 한

미조약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법률논리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국보호국조약 및 병합조약에도 그대로 이용되었기 때문이

다. 병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미통상조약은 소멸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미국은 제2의 삼국간섭을 막기 위해 독일 및 프랑스에게 전쟁 개입을 경고

하며 뤼순과 한국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경고했다.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전후 한국문제는 보호

국이라는 분위기가 열강 간에 조성되었다.

그런 후 미국은 연두교서(1904. 12)를 통해 일본 및 열강에게 메시지를 보

냈다. 세계는 이제 국제경찰을 창설하고 각자는 문명의 보안관으로서 무능국

가 및 비행국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재조약체제는 국제경찰로 보호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후에 재편될 수 있는 군사동맹체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같았다. 특히 극동지역을 지칭하면서, 이 지역의 관리자

가 필요하다고 하여 일본에게 우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

한 후 미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3국에게 중재조약체결을 제의했다. 3국은 

즉각 수락했다. 미국과 영불일이 전후체제를 구축한다면 영국과 프랑스는 군

사동맹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본 역시 종전을 위해 미국의 중재를 기

대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의 견제로 실패했다. 그리하여 ‘통상조

약 + 중재조약 + 국제경찰’은 ‘세계연방’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의 성패는 기존의 군사동맹체제를 해체하는 것에 달렸다. 미국은 중재조약

체제의 중심 국가들을 영불일 등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국제경찰국이 되어야 했다. 즉 계획상 국제법체제 대 군사동맹체제가 맞

서는 형국이 되었다.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을 빼야만 했다. 여기서 미

일중재조약 대 한미통상조약은 양립불가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마

련하고 루스벨트는 미일중재조약을 제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

이 실패했다.

하지만 미국은 개의치 않고 중재조약체제를 계속 추진했다. 전쟁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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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헤이그평화회의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일동맹이 미국을 가상의 적

국으로 삼는 것을 막아야 했고, 러일이 강화를 계기로 제휴하는 것을 차단해야 

했다. 모로코로 가서 프랑스를 구출하고, 포츠머스에 개입하여 친일반러적인 

중재를 했으며, 그 와중에 태프트-가쓰라협정을 체결해 주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도 조약체결권을 박탈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제2차 회의는 

미국이 개최권을 가지고 있었다. 초청국 선정은 개최국의 특권이었다. 그때 한

미통상조약국인 한국을 초청하지 않을 명분이 없었다. 따라서 일본으로 하여

금 참가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한국의 조약체결권을 박탈하여 일본으로 하여

금 회의 참석 자체를 막아야만 했다. 아울러 한미통상조약 제1조 거중조정조항

의 부담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었다. 미국이 조약체결권 박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태프트-가쓰라협정을 체결해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러시아가 예비초

청국 명부에 한국을 포함시켰음을 알아챈 미국이 이를 일본에게 사전에 누설

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참석을 봉쇄토록 한 것에서 미국의 이러한 ‘한국

의 국가자격박탈’ 전략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국제체제는 군사동맹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1907년에 이르러 영일러불 간에 4대국 군사동맹체제가 구축되었

기 때문이다. 더욱이 헤이그평화회의 시작을 전후하여 구축됨으로써 평화회의

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그리고 이들 동맹체제가 결국 평화회의를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내게 만들었다. 이에 미국은 군사동맹체제 해체가 시급해졌다. 태프트

의 방일 결정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의 임무는 이미 

군사동맹체제로 넘어간 일본을 다시 조약체제로 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있었다. 이미 1905년에 보호국 카드를 써먹은 미국에게 남은 카드는 병합 카드

밖에 없었다. 일본에서 한국과 이민문제 교환론을 제시한 것은 바로 미일중재

조약의 장애를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07년에 태프트와 하야시 사

이에는 이민문제(신사협정)와 한국병합의 교환, 즉 한미통상조약 폐기와 미일

중재조약체결이라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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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2의 태프트-가쓰라협정

태프트의 방일 회담의 성과는 곧 나타났다. 일본이 신사협정(Gentleman Agree- 

ment, 1907. 11. 16~1908. 3. 25)을 통해 이민문제를 조건 없이 양보했기 때

문이다. 외교사가 프레드 웰본(Fred W. Welborn)도 지적했듯이 협정의 내용

으로 볼 때 미국이 원했던 것을 일본이 대신 행한 것과 같다. 26) 다음은 신사협

정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다음과 같은 협정에 도달했다. 미합중국 본토로 오는 

일본인 이민 노동자들을 억제하는 현재의 정책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양국 정부의 협조하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 본토로 오는 비노동자 일본인이나 노

동자일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미국 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 

미국 내 거주하는 자의 부모, 아내 및 자녀와의 상봉, 미국 내 농장에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자 등에게만 여권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27)

즉 일본은 미국 본토로 가는 노동자에게 여권 발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다. 문제는 이런 식의 협정은 일반적 협정의 관례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양보에 대하여 미국은 무엇을 양보한다는 식의 내용

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협정은 ‘외교적 협상물(quod pro quo)’을 

놓고 ‘주고받음(give & take)’이 일반적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로써 일본과 중재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장벽 중의 하나가 제거되

었다. 사실 이민문제 차별은 중재조약을 체결하려는 미국의 딜레마였다. 일본

과 중재조약을 체결하면 도쿄 정부는 미국의 이민자 차별법에 대해 두 가지 방

식으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나는 미국 헌법과 이민제한법이 충돌한

 26) Fred W. Wellborn, 1970, Diplomat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Jersey: A Littlefield, Anams & Co., p. 232. 

 27) 유기식, 2002, 미국의 대일이민정책연구 , 도서출판 태일사, 2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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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헌법 재판청구요, 다른 하나는 중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둘 다 미일

통상조약에 의거하여 재판청구가 가능하다. 이민 차별법이 헌법과 저촉된다는 

점은 미국 헌법이 통상조약을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데

서 비롯된다. 즉 이민자 차별법(국내법)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통상조약

을 위반했다는 법리이다. 중재재판조약문은 재판청구가 가능한 가장 주요한 

대상을 통상조약을 둘러싼 분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두 체약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해석이나 법적 본질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분쟁, 그리고 외교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지 않는 분쟁은 1899년 

7월 29일에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중재법정에 회부한다. 다만 양 체약

국 간의 분쟁이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 독립(independence), 국

가의 명예(honour)에 대한 것일 경우, 그리고 제3국의 이익에 관련될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28)

그렇다고 해서 이민제한법을 폐기할 수는 없었다. 일본인 이민자의 저임 

노동력이 백인 노동자를 축출하고 있다는 점도 경계했지만, 그보다도 독자적

인 문화를 지님으로써 미국인의 정체성에 녹아들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분열 원인 중의 하나로 보았다. 서부를 미국의 새로

운 정신적 구심점으로 만들어 태평양 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이 미국 위정자들

의 포부였다. 서부에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할 경우 그 지역은 미국인들의 정체

성을 상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일본인 노동자 이주를 먼로독트린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이민자 제한법을 철회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중재재판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민자 차

별법을 유지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봉착한 것이다. 모순된 성격을 지닌 두 마리

의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일

본이 신사협정으로 이민문제를 양보해 온 것이다.

 28) 이 조약은 모두 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조이다. 나머

지 3개 조항은 중재재판의 절차에 대한 조항이다. 外務省 編纂, 1908, 日本外交

文書  一卷, 138~140쪽(이하 日本外交文書 로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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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중재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벽이 제거되었으며, 그 결과 신사

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2개월도 안 되어 중재조약이 성사되었다. 29) 중재조약

을 체결함으로써 한미통상조약을 폐기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중재조약

문의 단서 조항이 바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이 사

활적 이익(vital interests), 독립(independence), 국가의 명예(honour)에 대한 

것일 경우” 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사활적 이익으로 보장해 주면 되었다. 30)

문제는 “한국은 일본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점을 중재조약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 문서에 미국은 한미

통상조약을 포기했다고 명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바로 여기서 협정이 사활

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중재조약이 체결된 지 불

과 2주 만에 체결된 상표협정과 그로부터 다시 6개월여 만에 성사된 루트-다

카히라협정이 그것이다. 먼저 상표협정의 주요 골자이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발명, 특허,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하여 현재 

일본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동일한 법령을 본 조약의 실시와 동시에 한

국에서도 시행한다. 이 법령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에게도 일본인이

나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2조: 미합중국 정부는 미국인들이 한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특

 29) 일본은 1908년 5월 5일 미국과 중재조약을 체결했다. 비준은 1908년 8월 24일에 

이루어졌으며, 조약유효기간은 5년이었다. 일본은 이후 세 차례 더 연장했다. 1913

년, 1918년, 1923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후 연장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잘 알

려져 있지 않으며, 다만 수속상의 문제와 미일 간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이라고 추측될 뿐이다. 日本外交史辭典編纂委員會, 1992, 日本外交史辭典 , 外

務省外交史料館, 18쪽. 

 30) 더욱이 미국은 개전 직후인 1904년과 6월에 두 차례나 일본 특사 가네코에게 ‘한국

은 일본의 탁월한 이익’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 왔기 때문이다. 이때 가네코 특사

에게 루스벨트는 한국에서 ‘최고의 이익(paramount interest)’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일본외교사사전 은 vital interest를 탁월적 이익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한

국의 법률책은 이를 사활적 이익으로 번역했다. 일본 외교문서는 ‘간절(懇切)한 이

익’으로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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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발명, 등록의장, 등록상표 또는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시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의 재판관할권에 전속된다. 그 경우 미합중국의 재판

관할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미합중국의 소속지의 인민은 본 조약의 적용상 미국 인민과 동

일한 취급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한국 신민으로서 미합중국의 법령에 정한 절차를 이행할 때에

는 동국 내에서 발명, 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하여 미국 인민과 동일

한 보호를 누린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상호의 보호에 관하여 1883년 3월 20일 파리에

서 조인된 만국공업소유권보호조약에 따라 미국인은 한국에서도 일본

의 판도 내에서와 같이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31)

미일 간에 체결된 이 협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 무엇보다

도 일본이 그토록 바랐던 치외법권의 일부 포기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이 미국은 태프트가 일본을 방문하기 1년 2개월여 전인 1906년 시점에서 일본

이 한국의 사법권을 박탈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 주일 미국 대사 라이트(Wright)가 1906년 7월 6일 자로 국무장

관 루트(Root)에게 보고한 치외법권 관련 문건은 그것을 보여 준다. “일본은 

최근(1906. 6) 한국 거류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재판소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이 조치로 열강은 치외법권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보도했다”

(Wright to Root, 1906. 7. 6). 32)

② 또한 상표협약을 통해서 미국은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본법이 적용됨을 공식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

하다. 미일 간의 국제법의 성격을 지닌 ‘협약’의 형식을 통해서 한국과 한국인

에게 일본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의 국적을 박탈한 것과 같다. 더욱이 ‘협약(convention)’은 ‘국가 간의 계

약적 합의’의 일종으로서 ‘조약(treaty)’에 이어 국가 간에 격식을 차릴 때 사용

 31) 舊韓末條約彙纂  上中, 268~269쪽.

 32)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30, 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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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용어이다. 33) 일본은 이를 조약으로 간주했다. 협약의 미국 측 원문은 

‘convention’으로 기재한 반면, 일본은 ‘조약’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34) 실제

로 상표협약은 ‘비준(ratification)’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조약과 다름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협약은 제6조에서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만국공업소유권보

호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을 한국 

내 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대리하여 국제

조약체결권이 있음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③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미일상표협약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치외법권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미통상조약을 중재재판의 대

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점을 전달한 것과 같다. 미일상표협약이 중재조약과 불

가분 일체의 관계를 이루면서 한국인의 국제법상 제 권리를 박탈하고, 한미통

상조약에 근거한 미국인의 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병합

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일본은 루스벨트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한국의 외교권 박탈을 인정한 태프트-가쓰라협정은 조

약과 같은 구속력이 없었다. 그것은 당해 정부만 구속했으며, 외교적 친분관계

가 강력한 구속 근거였다. 35) 더욱이 미국으로부터 한국문제에 대한 입장을 문

서상으로 표시한 것은 상표협약밖에 없었다. 아울러 만주문제에 대한 미국의 

 33) J. L. Brierly, 1963, p. 317.

 34) 舊韓末條約彙纂  上中, 270, 272쪽.

 35) ‘신사협정(Gentlemen Agreement)’은 국제법과 같은 조약이 아니다. 따라서 비엔

나협약(Vienna Convention, 1815)의 조약법(Law of Treaties)의 적용 대상도 아니

다. 신사협정은 앵글로 색슨의 전통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

치인들이나 외교관들 사이에 체결된 협정’을 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그 실행 여부

는 어디까지나 그것을 체결한 당사국들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신의(good faith)에 

기초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다. Rudolf Bernhardt 

ed., 1999,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2, Amsterdam: 

Elsevier, pp. 546~548; ‘신사협정’을 ‘비구속 협정(Non-binding Agreement)’으

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Rudolf Bernhardt ed., 1999,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 3, pp. 60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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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도 확인하고 싶었다. 일본으로서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문호개방 신봉자인 태프트였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알고 싶었다. 지금까

지 미국은 문서상으로 외교권과 일부 사법권 박탈을 인정하고 한미통상조약을 

중재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 주었다. 따라서 영토주권에 대한 미

국의 입장만 확인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모두 확인하는 셈이었다. 그

리고 이 점은 미일통상조약 개정을 앞두고 대미협상을 준비 중인 일본에게 매

우 중요한 문제였다. 국제법상 병합을 타국으로부터 사전에 공식적인 문서로 

받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합을 한 후, 미국과 신통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병합을 추인받는 셈이었다. 미국이 한국을 병합

한 새로운 지위의 일본과 협상하고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 영

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해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이러한 

일본의 요청에 응하여 체결된 것이 바로 루트-다카히라협정(Root-高平 

Agreement, 1908. 11. 30)이었다. 여기서 미국은 한국을 일본의 ‘영토적 속국’

으로 인정해 주었다. 다음은 이 협정의 내용이다.

① 미일 양국 정부는 태평양에서 통상 무역의 발달을 장려한다.

②   양국 정부의 정책은 어떤 침략적인 경향에 의해서 영향받지 아니하

며 위에 언급된 지역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중국에서 상공업에 대하

여 균등한 기회원칙을 옹호할 것을 규정한다.

③   양국 정부는 위에 언급된 지역에서 상호 간에 소유한 영토를 서로 

존중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36)

협정문에서 한국은 ‘언급된 지역 내에서(in said region)’ 체약 양국에게 속

하는 ‘영토적 속국들(territorial possessions)’에 대한 상호존중(조약문 제3조)

으로 표현되었다. ‘언급된 지역’은 제1조에 따르면 ‘태평양(Pacific Ocean)’이

 36) 설동은, 1986, 만주문제를 둘러싼 T. 루스벨트의 대일외교: 루트-高平협정의 성

립배경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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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안에 위치한 미일 양국의 대표적 ‘영토적 속국’이 필리핀과 한국임은 주

지하는 바와 같다. 더욱이 영토적 속국이란 용어는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열강

이 협정을 통해 영토 분할을 할 때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영토적 현상유지

(territorial status quo)’라는 개념과 같다는 것이다. 오히려 영토라고 하지 않

고 영토적 속국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일본령’ 이라는 의미가 분

명해졌다. 영토와 영토적 속국을 분리하여 사용함으로써 영토는 일본 본토를 

뜻할 것인 바, 그렇다면 영토적 속국들이 어디를 지칭하는 용어인지는 물을 필

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미통상조약 때문에 한국을 

일본 영토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쓸 수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루트-다

카히라협정은 비밀협정이 아니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협정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

미가 절대로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했는가

는 이를 통해 러시아와 한국병합 협상을 벌일 수 있었다는 점, 일개 당의 대통

령 후보에 불과한 태프트에게 이 협정의 승계 여부를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제

시했던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재조약 재판대상에서 배제시킨 ‘사활적 이익’은 법률적 효력을 지

닌 개념이다. 이 개념이 중재재판조약문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알아보자. 우선 

이 개념은 ‘조약의 종료(discharge of treaties)’와 관련된 것이다. ① 조약은 일

반적으로 일정한 기간만 효력을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다. 왜냐하면 조

약의 준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조약이 유

효기간을 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7) ② 그러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

거나, 유효기간을 명시했지만, 기한 만료 전이라도 조약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가 생겼을 경우 과연 어느 일방이 조약을 파기할 수 있는가는 국제법상 쟁점이

었다. 왜냐하면 그 경우 ‘합의는 구속한다’는 국제법의 공동체 유지의 대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국제법 학자들은 대부분이 국제적 의무

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원칙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나는 ‘事情變更의 

 37) J. L. Brierly, 1963, 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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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則(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이요, 다른 하나는 ‘緊急 또는 死活的 利

益의 原則(the principle of necessity or vital interests)’이다. 전자는 조약상

의 의무는 그 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일반적인 제 조건이 계속되고 있는 한 국

제법상의 효력을 가지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즉 모든 조약에는 “조약은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는

다고 규정한 조항이 묵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38) 후자는 “아무도 불가능

한 일을 이행할 것을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격언이다. 이러한 원칙들을 

계속 밀고 나가면 논리귀결로서 “국가는 언제든지 어떠한 조약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리를 보유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정변경의 원칙과 사활적 이익의 원칙과 같은 조약파기의 법리는 이론에

만 머물지 않았다. 1848년의 프랑스는 1815년의 비엔나조약을, 1871년의 러시

아는 크림전쟁의 결과로서 부과된 바 있는 러시아 함대의 통로를 제약한 ‘해협

조약’을 각각 파기하였는바, 그때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원칙은 그 파기 이유

였다. 39)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열강의 정치가들

은 조약 파기의 법리를 공유함으로써 ‘조약 의무의 불이행을 국제법상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던 것이다. 다음은 그것을 보여 준다. 독일의 비스마

르크는 “모든 조약은 유럽의 (국제)정황 속에서 한정된 지위를 지닐 뿐이라는 

언명에 불과하다. 만일 사정이 그대로 존속한다면(rebus sic stantibus)이라고 

하는 留保는 항상 암암리에 양해되고 있다” 40)고 말했다. 영국도 마찬가지 입장

이었다. 영국의 타임스 지는 1896년 1월 11일자 기사에서 영국의 제임슨 침공

(보어전쟁) 때 어느 계관시인이 읊은 시를 게재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강압적 어구로 시작된다. “법률가와 정치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머릿속에서 법

률문제를 고민하게 내버려 두라. 우리들에게 칼과 안장, 그리고 총만 있으면, 

 38) J. L. Brierly, 1963, p. 334. 

 39) Edward Hallett Carr, 1964,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 & 

Row, p. 182, 185.

 40) Edward Hallett Carr, 1964,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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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개의할 필요가 있을까.” 41)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루스벨트의 다음과 같은 언설에서 이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국가는 스스로가 판단하여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조약

을 엄숙하고도 공식적인 방식(official manner)으로 파기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것은 마치 국가가 충분한 이유에 의하여 전쟁을 선언하고 또는 다른 실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42) 이처럼 조약을 무효화하는 법

리, 즉 사정변경의 원칙과 사활적 이익은 국제법 학자들에 의해서 이론화되고, 

정치가들에 의해서 실행되었으며, 마침내 중재조약을 통해 국제법으로 명문화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과 중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활적 이익’이라는 국제

법은 한미통상조약을 소멸시키는 법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왜냐하면 언급

한 바와 같이 한미통상조약은 명문으로 종료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았

다.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통상조약’은 “조약에 관한 국제법의 문제 가운

데 가장 곤란하고 또한 실제상으로도 중요한 문제였다.” 43) 왜냐하면 이러한 조

약은 논리귀결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첫째, 일방 당사국

이 어떤 사정하에서라도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며, 둘째, 어떤 법의 원칙의 작용에 의해 조약을 폐지될 수 있는가 없는

가 하는 문제였다. 전자에 대해 만약 그것이 무기한의 조약이라면 타방 당사국

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었다. 후자에 대해서는 ‘조약의 구속력’은 ‘조약의 신성’에서부터 나

오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과 ‘사정변경의 원칙’ 및 ‘사활적 이익의 원

칙’에 해당될 경우 조약의 구속력은 상실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44) 한미통상조

약은 바로 이러한 조약의 종료에 대한 국제법상의 법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복판에 있었다.

 41) Edward Hallett Carr, 1964, p. 184. 

 42) Edward Hallett Carr, 1964, p. 182. 

 43) J. L. Brierly, 1963, p. 330. 

 44) J. L. Brierly, 1963, pp. 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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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 중재조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에 대해 ‘조약의 신성’보다는 ‘조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

방시키는 ‘사정변경의 원칙’과 ‘이익의 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국은 일본과 중재조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소국인 한국과의 통상조약

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활적 이익이라는 국제

법 원칙이 통상조약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탈출장치였으며, 이

로써 미일통상조약과 한미통상조약은 거래가 성립될 수 있었다.

미국은 여기서 그칠 수 없었다. ‘한국=일본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점을 중

재조약에 명문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을 일본에 알려 주는 별

도의 후속조치가 필요했다. 그것이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상표협약과 루트-다

카히라협정이었다. 즉 이 두개의 협정은 중재조약에 명시된 사활적 이익을 구

체적으로 실행한 조치였던 셈이다. 요컨대 1908년에 체결된 미일 간의 4개의 

조약 및 협정은 일본이 한국병합을 하려면 반드시 제거해야만 한미통상조약을 

법률적으로 폐기하는 조치와 같았다. 중재조약과 두 개의 추가협정을 결부시

켜 보면 한미통상조약을 중재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분명히 보이게 

된다. 1908년에 미일 간에 체결된 조약체제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병합이라

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법률적 승인 의미를 지녔다고 보

아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1908년의 미일중재조약 및 후속협정들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병합을 위

해 필수적인 치외법권 폐기를 예고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일본이 미국에

게 ‘한국에서 치외법권의 폐지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해 주일 미국 대사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

(1909. 7. 27)의 요지이다.

일본은 1909년 7월 12일 자로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사무를 장악한 협

정(기유각서)’을 체결했다. 직후 일본 외무성 차관은 주일 미국 임시대

리대사 윌슨(Huntington Wilson)과 가진 사적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협정이 일단 발효된 후 일본은 한국에서 자국의 치외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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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열강 또한 일본을 전례로 

삼아 치외법권 포기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45)

뿐만 아니라 1908년의 미일조약체제가 한미조약을 폐기하는 사전조치였다

는 점은 한국병합 이후 미국이 취한 태도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일

본의 한국병합 직후에 한미통상조약은 정지되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

기 때문이다. 1910년 미국 시민 카바노(Kavanaugh)가 한국(평양)에서 일본인

에게 체포당했을 때, 국무성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주재 미국 총영사에게 “그 사건을 국무성에 보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훈령을 받을 때까지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

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1910. 11. 21). 46)

이후에도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1912년 3월에 임시국무장

관 윌슨(Huntington Wilson)은 한 일반 시민의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해 “한

국 내 일본 사법권은 원칙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일본에게 있음을 인정해 왔

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3월 22일 자 한국 내 치외법권에 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렇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필

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정부가 그래 왔듯이 미국 정부 

또한 한국 내 일본 사법권은 원칙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일본에게 있

음을 인정해 왔다(1912. 3. 27). 47)

1915년 11월 한국 내 ‘미국 시민의 조약상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위’

를 묻는 한 질문에 대해 국무성은 “이들 권리들은 1911년 2월 21일에 체결된 미

일통상항해조약(The United States-Japanese Treaty of Commerce and 

 45)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30, 주 2. 

 46)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34, 주 1.

 47)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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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ion)에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1915. 11. 5). 48) 즉 한국 

내 거류 미국인들은 한미통상조약이 아니라, 미일통상조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일이 신통상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다른 열강의 태도에

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 정부는 1911년 2월 7일 한국 거주 자국민에게 “한국에

서 영국의 재판권은 합병 당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통보했으며, 

프랑스 또한 1911년 6월 27일 자국민에게 프랑스의 재판권 포기를 통보하였다

는데서 그것을 알 수 있다. 49) 이처럼 1908년 미일 중재조약을 체결하고 한국을 

사활적 이익이라고 간주한 이후 일관되게 한미통상상에 보장받은 미국의 권리

를 포기하고, 나아가 한미통상조약은 미일통상조약으로 대치되었다는 점을 천

명했다. 중재조약과 한국병합이 교환되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요컨

대 미국과 일본 간에 1908년에 성립된 조약체제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위

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수행한 역할을 1907~ 

1908년에 있었던 태프트 특사의 일본 방문 회담과 1908년에 미일 간에 체결된 

4개의 조약 및 협정을 통해서 추적했다. 이를 통해서 ① 일본이 한국과 열강 

간의 통상조약을 한국병합의 장애물로 간주했던 이유, ② 미국이 한미통상조약

을 스스로 폐기한 동기, ③ 한일병합에 미국이 수행한 역할 등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미국의 대한정책은 1905년 

 48)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34.

 49)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p. 34, 주 1.



43특사 태프트의 제2차 대일방문과 미일조약체제, 1907~1908 - 한국병합을 중심으로

태프트-가쓰라협정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 당연히 한국

을 지배해야 한다”는 미국의 대한정책의 기조는 한일병합시까지 일관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해 연구자도 견해를 같이한다. 그렇다고 해서 “1905년 

이후에는 미국의 대한정책이 없었다”는 식의 결론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대한

정책의 기조가 정해져 있다는 것과 한국이 외교적 협상물(quid pro quo)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1905년에 사용한 카드는 

보호국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병합에 대한 사전 승인은 또 다른 외교

카드가 될 수 있었다. 1907년의 태프트의 대일방문과 1908년에 체결한 일련의 

조약 및 협정이 모두 한국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은 그 증거에 다름 아니

다. 기존 연구가 1905~1910년의 미국의 대한정책을 간과한 이유는 이 시기의 

대한정책이 대일정책 속에서 수행되었다는 점과 한미통상조약이 일본의 한국

병합의 장벽이었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이 1907~1908년에 일본에 대해서 취한 정책은 일본의 한국병합

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1908년에 미국이 일본에게 미일조약체

제를 통해 허락한 한국에 대한 지배 범위는 다른 열강이 1905~1907년에 허용

한 그것보다도 내용상으로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시간적으로도 가장 이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① 미국은 미일상표협약(1908. 5. 19)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

는 미국민들에 대한 일부 재판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나머지 열강은 병합 후에 

포기했다. 영국은 1911년 2월 7일 자로, 프랑스는 1911년 6월 27일 자 한국 거

주  자국민에게 “한국에서 그들의 재판권의 효력이 합병 당일로 소급하여 정지

되었음”을 통보했던 것이다.

② 미국은 루트-다카히라협정을 통해 ‘한국=일본의 영토적 속국’이라는 점

을 인정했다. 그러나 영국은 병합 전에 영토주권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한 적이 

없다. 러시아는 병합을 구두로만 승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제1차 일러협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제1차 일러협정의 어디에도 영토문제에 대한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③ 미국은 태프트-가쓰라협정으로 ‘조약체결권’ 박탈을 허용한다고 분명히 

했지만, 나머지 열강은 정치상·경제상 보호를 인정한다고 했을 뿐, 외교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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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을 분명한 어구로 인정한 열강은 없다. 오히려 러시아는 1905년 시점에서 

보호국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조약체결권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

장을 취했다. 러시아가 1907년 제1차 일러협정을 통해서 ‘을사조약을 추인한

다’고 했기 때문이다.

④ 중재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근거로 한 중재재판 청구권

을 포기했다. 따라서 한미통상조약의 거중조정권을 포기한 셈이 되었다. 나아

가 미국은 ‘한국=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으로 간주함으로써 한미통상조약

을 법률적으로도 포기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활적 이익 조항은 “아무도 불

가능한 일을 이행할 것을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격언으로서 이 당시 국제

사회에서 ‘조약의 중도 해지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리고 사활

적 이익은 중재조약에 명문화됨으로써 국제법이 되었다. 즉 사활적 이익은 조

약을 소명시키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조약을 

소멸시키기 위해 전쟁, 합의, 병합 등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미일중

재조약 체결로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스스로 폐기하고 철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고, 일본은 이 조약의 체결로 한미통상조약을 신경 쓰지 않고 

병합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되었다.

⑤ 무엇보다도 미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열강이 보호국화 정도

를 승인하면서 내걸었던 조건, 즉 통상상의 권리보장에 대해 한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영국은 동맹국

이었지만, 영일동맹에서 통상상의 기득권 보장을, 러시아는 패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보다도 많은 조건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일러협정시에

도 포기하지 않았다. 요컨대 1905~1908년에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폐기하는 

실질적이고도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에 비견될 정도의 조치를 취

해 준 열강은 병합 전은 물론 병합 후에도 없다. 오직 보호국화 조치만을 외교

적으로 승인했을 뿐 미국처럼 외교권, 사법권, 영토권 등에 대한 외교적 승인 

및 법률적 조치를 취해 준 열강은 더욱이나 없다. 한일병합과 관련하여 미국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이다.

요컨대 1907~1908년에 미국이 일본에게 허용한 제 권리들과 1905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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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협정이 양도한 조약체결권을 합치면 그것이 일관되게 지향하는 바가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한미통상조약상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통상조약상의 권리를 인수분해하면, 조약체결권 + 사법권·치외법권 + 

통상권 + 중재재판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약체결권은 통상조약체결권과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자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전자로부터 나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의 포기만 가지고도 사실상 통상조약권은 부정된

다고 하겠다. 비록 일부 사법권을 포기했지만, 미국인을 아시아인의 재판소에 

세운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통상권은 처음부터 조

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음으로 포기한 셈이다. 통상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중재

재판권의 포기 또한 통상조약의 존립 그 자체를 포기한 것과 같다. 특히 한국

을 일본의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했다는 것은, 사활적 이익이 조약소멸권을 뜻

하는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을 안다면, 한미통상조약은 법률적으로 소멸한 것

과 같다. 한국을 일본의 영토적 속국으로 간주한 것 역시 통상조약체결국의 의

무인 “상대국의 영토보전과 독립을 존중한다”는 대명제를 파괴한 것이다. 한마

디로 한미통상조약은 1905년에 외교적으로 부정된 후, 1908년에 법률적으로 

소멸되었던 것이다.

셋째, 일본은 미국이 주는 대로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통상

조약의 제 권리를 마치 소시지처럼 여러 토막(salami, 술법)으로 나누어 미국

에게 사전에 이를 직간접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미국의 행동을 유도했다는 것이

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문서로 받아 낸 후, 이를 토대로 다시 열강과 한국에

게 승인받는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1905~1908년에 미국이 취한 조치와 

1904~1910년에 일본이 취한 조치가 시간상으로는 선후관계에, 내용상으로 인

과관계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행동양식이 보인다는 점을 통해서 그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이 먼저 한국에서 원하는 지배범위에 대한 운을 띠면, 

미국이 먼저 협정 및 조약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 일본은 한편에서

는 열강에게서 협정으로 보장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에게 강요하여 조약 

및 협정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① 보호국화할 때에 일

본은 러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제1차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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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04. 2. 23). → 그러자 미국은 일본 특사를 불러 한국의 보호국화를 구두

로 인정했다(1904. 3월과 6월). → 그리고 이를 전쟁 중에 프랑스와 독일에게 

통보했다(1904~1905). → 종전 무렵 태프트 특사를 파견하고 태프트-가쓰라

협정으로 조약체결권 박탈을 문서화했다. → 이에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통해, 

러시아와는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 보호국화를 문서화한 후 → 끝으로 일

본은 한국과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일단락 지었다.

② 한국병합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일본은 한국을 병합할 의사가 없다

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의 귀에 들어가게 한다. → 제2차 태프트의 방일시 일본

은 한국병합의사를 전한다. → 1908년 미국은 일본에게 문서를 통해 한국문제

를 국제재판소로 회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일중재조약으로, 한국 거주 미국

인에 대한 사법권의 일부 포기의사를 미일상표협약으로, 한국=일본의 영토적 

속국이라는 점을 루트-다카히라협정을 통해 각각 전달했다. → 이에 일본은 

한편에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사법권을 포기한다는 기유각서를 받아 내고, 다

른 한편에서는 청·러와 국경협상을 추진하고 문서화할 수 있었다. → 그리고 

최종적으로 병합조약으로 마무리 지었다. 요컨대 일본은 자신이 원하는 한국 

지배범위를 먼저 언론 및 외교관을 통해 흘리고 이를 미국과 협상하여 문서로 

보장받은 후, 끝으로 미국에게서 문서로 양도받은 권리를 반드시 곧바로 한국

에게 문서로 강요하고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병합의 최대 장벽은 한

국-열강 간의 통상조약이다”는 일본 위정자의 고민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입증

하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넷째, 일본은 왜 통상조약을 최대 장애로 간주했을까. 그것은 통상조약의 

가치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재재판제도로 통상조약은 국가재판권

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통상조약을 근거로 법적 공동간섭이 가능해졌기 때문

이다. ① 미국은 이를 주도하는 국가였고, ② 유럽 열강은 통상조약상의 권리

를 동맹과 구별했다. 따라서 스스로 철회할 리가 없다. ③ 실제로 중재재판은 

많지는 않지만 약소국의 식민지화 기도를 저지한 적이 있으며, 일본은 동맹국 

영국으로부터 제소당한 후 패배한 전력이 있다. 일본이 통상조약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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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왜 열강과 달리 한미통상조약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앞장서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주선하는 한편, 스스로 

한미통상조약을 폐기하는 일대 양보조치를 취하였을까. 이 시기의 미국의 행

동은 통설과 같은 세력균형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한미통상

조약을 포기한 미국이 반대급부로 취하려고 했던 것이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

문이다. 루스벨트가 한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하고 러시아와 맞서게 함으로

써 만주 진출을 노렸다는 식의 해석은 전형적인 유럽식 세력균형의 패러다임

에 따른 해석이다. 루스벨트가 의화단사건을 보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

를 완충지대로 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이를 이용해 ‘만주로 진출’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는 학자들의 상상력

이 존 헤이 국무장관의 문호개방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허구이다. ‘러일 세력균

형론’을 말한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었고, ‘문호개방’을 선언한 헤이가 그 밑

에서 국무장관을 했으니까, 당연히 양자가 결합했으리라고 보고, ‘문호개방을 

위한 러일 세력균형과 한국의 완충지대화’=‘미국의 대한정책’이라는 각본이 만

들어졌던 것이다. 이후 연구자들이 아무런 비판이나 사료 검증 없이 그것을 지

속적으로 반복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기업인들이 외교를 결정했다”는 수

정주의 학풍이 가세하면서, 마침내 “만주 개방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켰다”는 

그럴듯한 학설이 제국주의 시기의 미국의 대한정책을 상징하는 논리로 정착되

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미통상조약의 포기 이유를 알려면, 먼저 한반도에 3개의 국제체

제가 작동 중이었다는 점과 아울러 그러한 3개의 국제제체가 한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야만 한다. 통상조약체제는 ① ‘국가승인’의 의미

를 지니고 있었다. 이 점은 중요하다. 국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통상조약의 이러한 점을 이용해 한국병합을 추인받았다. ‘선 한일병합

조약체결 → 후 미일통상조약체결’은 ‘한일병합추인’의 의미를 지닌다는 공식

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일병합을 통해 ‘한국을 병합한 일본’과 다른 열

강이 통상조약을 체결할 경우 그것은 국가승인, 즉 병합승인이 되기 때문이다. 

② 중재조약체제는 어떤가. 이는 국가자격을 재심사하게 했다. 법률적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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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해도 치외법권으로 통상조약은 가능했지만, 중재재판제도는 달랐다. 재판

받을 자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능력도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재재판제도와 통상조약체제는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

다.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중재재판체제에 들어올 능력이 없다. 재판청

구권을 행사하는 단골이 되어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원인제공국으로 보

았다. 따라서 중재조약체제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따라서 기존의 통상조약체

제에서도 빼버려야 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국과의 통상조약체제에 의해서 

가장 먼저 국가자격을 인정받았던 한국은 미국에 의해 가장 먼저 국가자격을 

공식적으로 박탈당한 최초의 국가였으며, 이 점에서 일본보다 빠르다. 그러나 

유럽은 그렇지 않았다.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중재재판제도는 열강 간에

만 행사하고, 약소국은 배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통상조약을 폐

기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만 했지만, 유럽 열강은 그대로 두자는 입장을 취했

던 것이다. ③ 군사동맹체제가 한일병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설

명할 필요는 없다. 기존 연구의 많은 성과물이 있기 때문이다. ④ 그러나 군사

동맹체제와 국제법체제가 격돌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 별개 노선을 걷던 3

개 국제체제가 충돌한 곳이 바로 러일전쟁기와 이후의 한반도였다. 미국이 한

미통상조약의 일부 포기를 근거로 먼저 일본과 제1차 중재조약체제 구축을 시

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바로 유럽이 반격에 나서서 한반도에서 조약체결

권을 포기하면서 일본을 포섭하였다. 이에 미국은 재반격에 나서 1908년에 미

영불일 간에 4개국 중재조약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통상조

약체제, 중재재판조약체제, 군사동맹체제가 격돌하는 세계 유일의 현장이 되

었다. 미국은 보호국 카드를 이용했으니, 남은 것은 병합 카드뿐이었다. 1908

년의 미일조약체제는 그 결과였다.

요컨대 한일병합은 국제법체제 대 군사동맹체제, 다시 말해서 ‘미국 대 유

럽’의 격돌의 산물이었다. 러일대결이나 영러대결로는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차지할 수 있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러일전쟁 전부터 

전쟁기 내내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재정적·외교적으로 지원한 이유를 설명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호개방을 거부했음에도 미국의 지원이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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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은 기존의 설명 방식, 즉 러일·영러 대결의 구도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러일전쟁을 ‘유럽 대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다. 

하물며 일본에게 한국을 차지하고 난 후 법률적인 소유로 전환하는 작업이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 보는 것조차 어렵다. 전쟁을 국제법에 맞추

어 개전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전후의 전리품을 합

법화하기 위해서 전리품에 걸린 옵션을 제거해야만 하며, 어떻게 제거해야 하

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제법의 논리 대 힘의 논리’ 

대결의 구도 속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조약과 협약 등의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 국가 간의 계약 행위와 외교관 및 정치인 간의 계약에 불과한 협

정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통상조약체제를 협정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는 사실

을 모르게 될 것이고, 그 경우 일본의 한일병합 조치가 국제법이 허용한 외교

협정으로는 불가능한 통상조약체제를 소멸시키기 위한 최후의 합법적 수단이

었음을 알 수 없게 된다. 한국문제는 1905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시작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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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sidential Envoy Taft’s visiting Japa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reaty System between U.S.A. and 

Japan, 1907~1908: in Focus on the Annexation to Korea

Choi, Jeongs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role of the treaty and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d of America and Japan in 1908 

about the annexation to Korea in 1910. Taft, as U.S. presidential envoy, 

have visited at Tokyo for negotiation with Japan from September, 28th 

to October, 2th, 1907. The subjects for a meeting is as followers: First, 

Japanese immigration problems Secondly, the Philippines security 

question Thirdly, the problem of the annexation to Korea. In this 

conversation, Japanese Foreign Minister said that Japan want to annex 

to Korea. This meeting in 1907 result to the conclusion of four treaties 

and agreements between two nations, that is, Gentlemen 

Agreement(1908. 2), Arbitration Treaty(1908. 5. 5),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rotection in Korea of 

Inventions, Designs, Trade-marks and Copyrights(1908. 5. 19), and 

Root-Takahira Agreement(1908. 11).

A network of the treaty and agreements in 1908 effects on the 

annexation to Korea by Japan. Japan conceded to America’s demand of 

the prohibition of the Japanese immigrant workers to United States. 

United States repay to admit Japan control to Korea in return for 

Japanese concession about immigration problems. Arbitration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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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U.S-Japan change Korea-U.S. Commercial Treaty, 1882, that 

has become a dead letter.

Through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rotection in Korea of Inventions, Designs, Trade-

marks and Copyrights, U.S.A concede their extraterritoriality in relation 

to this Convention in Korea to Japan. The U.S.A permit that Japan 

come into a territorial posses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Root-

Takahira Agreement. I arrive at two conclusion; The one is that United 

States of America open the door to Japan for the annexation to Korea 

in the treaty and agreements between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in 1908. The other is that each of four treaty and agreements 

which U.S.A conclude with Japan in 1908 play a decisive roll for 

annexation to Korea in 1910, because every treaty is the complementary 

and follow-up measures one another in the relation between cause and 

effect.

keywords

Arbitration Treaty,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rotection in Korea of Inventions, Designs, Trade-

marks and Copyrights, Gentlemen Agreement, Root-Takahira 

Agreement, Ta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