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을 통한 日本의 韓國植民支配
－第2次 韓日協約 후의 民事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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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우리 나라는 5千年 歷史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外侵을 받아왔다. 日本에
의한 三浦倭亂․乙卯倭變․壬辰倭亂․丁酉再難, 中國에 의한 丁卯胡亂․丙
子胡亂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日本은 1876 년 江華島事件1)을 빌미로 삼아
韓日修好條約(一名 江華島條約) 을 체결하고 政治的․經濟的 勢力을 韓國에
침투시키는 口實로 삼았다. 2) 이어서 日本은 韓國의 日本隸屬化를 위하여
1904 년 2 월 23 일 韓日議定書를 强制로 체결하고, 韓國에 대한 內政干涉을
시작하였다. 이 議定書에는 日本이 韓國의 獨立과 領土의 保全을 확보할 것
을 규정하고 있었지만(同議定書 3 조), 日本의 施政改善에 관한 忠告를 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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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江華島事件｣은 일명 ｢雲揚號事件｣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875년(高宗 12년) 9월
日本 軍艦 雲揚號의 不法侵入으로 야기된 韓․日 兩國의 軍事衝突을 말한다. 日本
은 軍事衝突의 責任을 우리 측에 씌워 自國의 全權大使를 파견하여 詰問함과 아울
러 武力으로 强壓, 開港을 강요함으로써 그 結果 ｢韓日修好條約｣을 체결하는 빌미
가 되었다(東亞出版社 百科事典部 編,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1, 1983,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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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第3國의 侵略에 의하거나 內亂으로 인하여 韓國 皇
室의 安寧保存이 위험에 처할 경우에 日本은 이에 필요한 措置를 취한다거
나 이 目的을 위하여 軍事戰略上 필요한 地域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하는
內容을 포함하고 있었다.3) 日本은 이 議定書에 근거하여 京義線․京釜線 두
鐵道를 착공하고, 韓國의 海岸과 河川의 通航權을 획득하였다.4)
그리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친 韓日協約을 통하여 植民地化를 위한 터전
을 다져나갔다. 1904년 8월 22일의 제1차 韓日協約에 의하여 韓國政府는 日
本政府가 추천하는 日本人 1명을 財政顧問으로 초빙하여 財政에 관한 일체
의 事項을 그에게 諮問한 후 시행케 하였으며, 日本政府가 추천하는 外國人
1명을 外交顧問으로 초빙하여 外交에 관한 중요한 業務는 그의 意見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外國과의 條約締結 기타 중요한 外交案件에 관하여는 事前
에 日本政府와 協議하여 시행하게 하였다.5) 이로써 이른바 ｢顧問政治｣가 시
작되었고, 日本은 韓國의 內政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였다. 그리고, 제2차 韓
日協約을 체결하기 위한 事前作業으로 ｢對韓施設綱領決定에 관한 件｣(1904.
10. 20.), ｢韓日保護權確立에 관한 件｣(1905. 4. 8.) 및 ｢韓日保護權確立을 실
행하는 데에 관한 閣議決定權｣(1905. 10. 27.) 에 관한 閣議의 決定을 하였
다.6) 특히, 제2차 韓日協約(이른바 1905년의 乙巳保護條約)에서는 韓國에 統
2)

2) ｢韓日修好條約｣ 제1조에 ｢朝鮮은 自主的으로 日本과 平等한 權利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條約은 日本의 强壓에 의하여 체결된 不平等條約이라는 特
徵이 있다(鈴木敬夫,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 支配” －植民地統治法에 의한 民族
敎育과 獨立思想의 彈壓, 法學博士學位論文, 高麗大學校 大學院, 1988, 17면).
그리고, 제2조에는 ｢朝鮮政”는 條約이 체결된 후 20個月 이내에 釜山과 그 밖
의 2개 港口를 開港할 것｣을 규정하고, 그 ‘2개 港口의 選定은 日本이 任意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의하여, 東海岸에는 元山港이, 西海岸에는 仁川港
이 開港되었는데, 이 開港場에서 日本商人들의 貿易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
였다. 그런데, 이 條約 제10조에는 ｢開港場에서의 日本人 犯罪者들에 대한 裁判
은 現地에 派遣된 日本領事가 행한다｣는 規定을 두어, 이른바 治外法權을 인정
하고 있다. 이로써 開港場에서 韓國의 司法權이 미칠 수 없게 되고, 日本의 政
治的․經濟的인 侵略이 合法化되게 되었다. 결국, 韓日修好條約은 韓國의 開國
을 결정한 것이지만, 韓․日 兩國의 外交關係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山
邊健太郞, 日韓倂合小史, 岩坡書店, 1984, 34면).
3) 李基白, 韓國史新論(改訂版), 一潮閣, 1977, 364～365면
4) 위의 책, 365면.
5) 위의 책, 36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