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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제법학에서의 보호국 논쟁

0. 서
Ø [보호국 논쟁] 1906년부터 07년 사이에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와 타치 사쿠타로우(立作太
郎) 간 이루어진 국제법상 보호국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
Ø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 1860-1921)]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약한 국제법학자.
일본 육군의 고문으로서 군에서의 전시 국제법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본의 전시 국제
법 준수를 대외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82년 도쿄대학 문학부 졸업 후 유럽의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하며 국법학 등을 배웠다. 1890년대 초반부터 육군대학과 육군경리
학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였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국제법 고문으로서 종군. 논쟁 시에는
국제법학회의 중심적인 존재였다.
著書：

La Guerre sino-japonaise : au point de vue du droit international, Paris, A.
Pedone, 1896.

La guerre Russo-Japonaise : au point de vue continental et le droit international
d'apres les documents officiels du grand État-major japonais, Paris, A. Pedone,
1908.
Ø [타치 사쿠타로우(立作太郎, 1874-1943)] 20세기 전반에 활약한 일본의 대표적인 국제법 학
자. 1897년 도쿄제국대학 졸업. 1900년부터 유럽에서 유학 후, 1904년 도쿄제국대학 교수(외
교사, 국제법). 구미의 국제법 해석론의 흡수를 위해 노력하여 일본의 체계적인 국제법 해석학
을 확립했다. 또한 실질적인 외무성의 법률고문으로서 일본의 외교정책을 정당화하는 법적인
논의를 많이 제공하였다. 논쟁 시에는 이제 막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신진 국제법 학자였다.
著書：
『平時国際法論』（日本評論社, 1930年）
『戦時国際法論』（日本評論社, 1931年）
『時局国際法論』（日本評論社, 1934年）
1. 보호국 논쟁의 재발견
Ø 국제법 학계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논란이 1970년대 역사학자에 의해서 재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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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中慎一 「保護国問題：有賀長雄・立作太郎の保護国論争」 『社会科学研究（東京大学社会科学
研究所）』 28巻2号（1976年）.
田中慎一 「朝鮮における土地調査事業の世界史的位置（１）（２）」 『社会科学研究（東京大学
社会科学研究所）』 29巻3号（1977年）・30巻2号（1978年）.
Ø 한국 식민지화·일본 제국주의 연구라고 하는 문맥:
“일본 제국주의 연구의 일환으로서 조선 식민지화 과정의 역사적 연구부터 식민지화 정책적
시점에서 대응하려고 한다면 보호국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으로서의 조
선 보호국화 정책상의 문제이며 거기에서는 보호국이 제국주의의 식민지화 정책을 좌우하는 정
책상의 개념으로서 특수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야만 한다” （田中慎一 1976, 130頁）.
“보호국화 정책이라는 형태를 취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 정책을 일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가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보호국 문제이며, 이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보호국 조선=사실상 식민지에서의 특수 일본적 제국주의적 권력으로서의 한국
총감부의 특성을 세계사적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田中慎一 1977, 17頁）.
→ [다나카의 논의 요약] 일본이 행한 한반도에서의 토지조사 사업(근대적 소유에 근거한 토지
정리사업으로 많은 농민들로부터 경작지의 박탈이나 일본인 농업 경영자에 의한 지배가 이루
어졌다)은 보호국 시기에 시작된다. 그 때 일본 정부는 의식적으로 ‘보호국화’ 정책을 취했고
말하자면 ‘보호국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토지 정리가 이루어졌다. 즉, 일본에 의한 지배를 확
립하는 식민지화 정책의 핵심사업으로서의 토지조사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보호
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2. 보호국 논쟁의 배경
(1) 한국 보호국화
Ø 한일 의정서(1904.2.23.)
第一條

日韓兩帝國間ニ恒久不易ノ親交ヲ保持シ東洋ノ平和ヲ確立スル爲メ大韓帝國政府ハ大

日本帝國政府ヲ確信シ施設ノ改善ニ關シ其忠告ヲ容ルル事
第二條 大日本帝國政府ハ大韓帝國ノ皇室ヲ確實ナル親誼ヲ以テ安全康寧ナラシムル事
第三條 大日本帝國政府ハ大韓帝國ノ獨立及領土保全ヲ確實ニ保證スル事
第四條

第三國ノ侵害ニ依リ若クハ内亂ノ爲メ大韓帝國ノ皇室ノ安寧或ハ領土ノ保全ニ危險ア

ル場合ハ大日本帝國政府ハ速ニ臨機必要ノ措置ヲ取ルヘシ而シテ大韓帝國政府ハ右大日本帝國
政府ノ行動ヲ容易ナラシムル爲メ十分便宜ヲ與フル事
大日本帝國政府ハ前項ノ目的ヲ達スル爲メ軍略上必要ノ地點ヲ臨機收用スルコトヲ得ル事
第五條

兩國政府ハ相互ノ承認ヲ經スシテ後來本協約ノ趣意ニ違反スヘキ協約ヲ第三國トノ間

ニ訂立スル事ヲ得サル事
第六條 本協約ニ關聯スル未悉ノ細條ハ大日本帝國代表者ト大韓帝國外部大臣トノ間ニ臨機協定スル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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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제1차 한일협약（1904.8.22.）
一

韓國政府ハ日本政府ノ推薦スル日本人一名ヲ財務顧問トシテ韓國政府ニ傭聘シ財務ニ關ス

ル事項ハ總テ其意見ヲ詢ヒ施行スヘシ
一

韓國政府ハ日本政府ノ推薦スル外國人一名ヲ外交顧問トシテ外部ニ傭聘シ外交ニ關スル要

務ハ總テ其意見ヲ詢ヒ施行スヘシ
一

韓國政府ハ外國トノ條約締結其他重要ナル外交案件即外國人ニ對スル特權讓與若クハ契約

等ノ處理ニ關シテハ豫メ日本政府ト協議スヘシ
Ø 제2차 한일협약（1905.11.17.）
第一條

日本國政府ハ在東京外務省ニ由リ今後韓國ノ外國ニ對スル關係及事務ヲ監理指揮スヘ

ク日本國ノ外交代表者及領事ハ外國ニ於ケル韓國ノ臣民及利益ヲ保護スヘシ
第二條

日本國政府ハ韓國ト他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ノ實行ヲ全フスルノ任ニ當リ韓國政府

ハ今後日本國政府ノ仲介ニ由ラスシテ國際的性質ヲ有スル何等ノ條約若ハ約束ヲナササルコトヲ
約ス
第三條

日本國政府ハ其代表者トシテ韓國皇帝陛下ノ闕下ニ一名ノ統監（レヂデントゼネラル）

ヲ置ク統監ハ專ラ外交ニ關スル事項ヲ管理スル爲メ京城ニ駐在シ親シク韓國皇帝陛下ニ内謁スル
ノ權利ヲ有ス日本國政府ハ又韓國ノ各開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ノ必要ト認ムル地ニ理事官（レ
ヂデント）ヲ置クノ權利ヲ有ス理事官ハ統監ノ指揮ノ下ニ從來在韓國日本領事ニ屬シタル一切ノ
職權ヲ執行シ并ニ本協約ノ條款ヲ完全ニ實行スル爲メ必要トスヘキ一切ノ事務ヲ掌理スヘシ
第四條

日本國ト韓國トノ間ニ現存スル條約及約束ハ本協約ノ條款ニ低觸セサル限總テ其效力

ヲ繼續スルモノトス
第五條 日本國政府ハ韓國皇室ノ安寧ト尊嚴ヲ維持スルコトヲ保證ス
Ø 제3차 한일협약（1907.7.24.）
第一條 韓國政府ハ施政改善ニ關シ統監ノ指導ヲ受クルコト
第二條 韓國政府ノ法令ノ制定及重要ナル行政上ノ處分ハ豫メ統監ノ承認ヲ經ルコト
第三條 韓國ノ司法事務ハ普通行政事務ト之ヲ區別スルコト
第四條 韓國高等官吏ノ任免ハ統監ノ同意ヲ以テ之ヲ行フコト
第五條 韓國政府ハ統監ノ推薦スル日本人ヲ韓國官吏ニ任命スルコト
第六條 韓國政府ハ統監ノ同意ナクシテ外國人ヲ傭聘セサルコト
第七條 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調印日韓協約第一項ハ之ヲ廢止スルコト
(2) ‘보호국’이란 무엇인가?
Ø 보호국화 정책이 채택되고 사실상 보호국화가 진행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보호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았다.
“오늘 일본이 이미 조선이라는 대보호국(大保護国)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보호국이 무엇인
지에 대한 정견(定見)이 없다”(有賀長雄 「保護国論を著したる理由」 『国際法雑誌』 5巻２号
（1906年））.
Ø 외무성 조사: 1904년 3월 외무성은 국제법학자들을 모아 ‘임시취조원회’(臨時取調員会)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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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그 때문에 유학 중이었던 타치 사쿠타로우(立作太郎)를 불러들인다. 타치는 외무성에서
‘보호국’ 조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완수한다.
臨時取調委員会（1904.3-1906.2）委員
委員長：珍田捨巳（外務次官）
委員：山座円次郎（外務省政務局長）
寺尾亨（東京帝国大学教授）※
倉知鉄吉（外務省参事官）
高橋作衛（東京帝国大学教授）※
中村進午（学習院教授）※
立作太郎（東京帝国大学教授）
※ 1905年6月, 寺尾・高橋・中村は辞任

Ø 유럽에서의 연구의 축적: 1890년대 유럽에서 보호국 protectorate에 관한 연구서가 다수
공개된다. 아리가와 타치는 그 성과를 이용.
P. Heilborn, Das völkerrechtliche Protektorat, Julius Springer, 1891.
C. Bornhak, Einseitige Abhängigkeitsverhältnisse unter den modernen Staaten,
Duncker & Humblot, 1896.
F. Despagnet, Essai sur les protectorats : étude de droit international, L. Larose,
1896.
Ed. Engelhardt, Les protectorats anciens et modernes : étude historique et

juridique, A. Pedone, 1896.
F. Gairal, Le protectorat international, A. Pedone, 1896.
M. Hachenburger, De la nature juridique du protectorat et de quelques-unes de

ses conséquences en matiere penale, A. Pedone, 1896.
3. 논쟁의 내용
(1) 대립점
(a) 보호국의 분류
Ø 아리가의 4분류(『保護国論』 早稲田大学出版部、1906年):
① 유럽에서 체결되어 온 보호관계: ‘문화의 정도’가 동등한 주권국가에 대하여 관계가 그 독
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관계. 산마리노나 모나코 등.
② 비구미에서의 보호국: 세계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국가가 구미 여러 국가들과 문화가 다르
다는 이유로 대외적 교류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로 그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국제관
계에 있어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해 관계국이 그 주권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 안남(安
南), 튀니지, 이집트, 한국 등.
③ 제국령 내의 자치적 권력의 승인: 강국에 의하여 병합된 식민지에서 현지의 기존 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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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를 맡기는 것. 인도 제국에서의 native states.
④ 미개(未開) 지역에서의 식민지적 지배권 설정: 국가가 성립하지 않은 미개 지역에서 현지
권력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열강이 지배권을 설정하는 것. 아프리카에서의 protectorates
→ 한국 보호국화에 대한 함의: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주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능력을 획득
할 때까지의 일시적 조치
“한국은 완전하게 주권을 갖춘 국가이다. 그렇지만 이를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강
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일본에서 이에 대신하여 주권의 일부를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니 전적
으로 한국의 이익을 안중에 두고 하루라도 신속하게 이를 부강하게 이끌어야 하는 것은 덕의
(徳義)의 명하는 바이다" （有賀 『保護国論』 213-214頁）。
Ø 타치의 비판: 각각의 보호관계가 발생한 정치적 사정의 차이에 기초한 구별을 법학적인 분
류를 혼동하고 있다. 또한 통속적으로 ‘protectorate’라고 불리는 것을 개념적으로 정밀조사
하지 않고 모두 국제법상의 ‘보호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Ø 타치가 주장하는 ‘보호관계’ 개념: 국제법상 한 국가가 타국에 비호를 해주고 또한 비호를
받는 국가가 그 국제법상의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경우, 국제법상의 보호관계 protectorate가
성립.
→ 아리가 분류의 ③, ④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보호관계는 아님
→ 이러한 형식적인 보호관계 개념에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본이 지원한다는 함의는 전혀 이끌어낼 수 없다.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한층 더 멀어지게 하는 정책을 취하는 일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정책상의 방침에 대해
서 보호관계의 법리는 속박할 힘을 가지지 않는다”（立作太郎 「保護国の類別論」 『国際法雑
誌』 5巻4号（1906年12月）28頁）.
Ø 타치의 분류:
① 행위능력 상 제한을 받더라도 피보호국이 직접 대외관계를 유지하는 것
② 행위능력이 한층 제한되어 피보호국이 대외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보호를 하는
국가가 피보호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
→ 한국 보호국화 과정에 대응하는 분류: 제1차 한일협약과 제2차 한일협약의 차이에 상당
(b) 독립의 보장
Ø 1876년 조일수호조약에서 1904년 한일 의정서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반복하여 한국(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1905년 한일협약 이후 보호국화를 시행한 것의 모순에 대해서
Ø 아리가 : 모순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 보호국화는 독립을 손상하지 않는다. 피보호국
은 그 주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지만 타국의 보조를 받아 그 주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하고 있
는 것이므로 제3국과의 관계는 완전한 독립국으로 간주된다(有賀 『保護国論』 221-222頁).
Ø 타치의 비판: 국제법상 행위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독립은 상실된다. 따라서 한일협약 이
후 한국은 독립국이 아니다. 독립을 보장하는 종래의 여러 조약과 보호국화를 실시하는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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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모순되지만 두 조약이 모순되는 경우에는 후법이 우위한다.
(2) 방법
Ø 이와 같은 형식적인 타치의 보호국 개념은 무엇에서 유래되었는가. 단서는 ‘행위능력의 제
한’이라고 하는 보호관계의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Ø P. Heilborn, Das volkerrechtliche Protektorat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라는 법률학적
개념에 따라 보호관계나 종주관계를 설명한다. 종주관계가 하나의 국가 인격의 내부에서 하나
의 지역에 자치적 권능이 부여되는 것(즉, 종속국은 권리능력을 제한받는다)을 의미하지만 보
호관계는 두 국가 인격 사이에 설정된 후견 관계로 따라서 피보호국은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
지지만 그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Ø 역사적 요소·정치적 요소·윤리적 요소를 사상(捨象)하여 법률관계를 인격 간의 의사관계로서
형식적으로 구성한 19세기 독일법의 실증주의의 영향하에서 Heilborn은 이론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형식적인 논의를 수용함으로써 타치는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을 정당화했다.
4. 외무성 조사위원으로서의 타치 사쿠타로우
Ø 타치 사쿠타로우는 외무성 임시조사위원회에서 한국 식민지화 정책을 위하여 보호관계(보
호국) 개념을 검토하고 그 성과를 논문에서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서의 보호관계 개념
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Ø 분류론의 기능: 보호국 개념의 분류를 논한 타치의 ‘보호국론’(『外交時報』 93号)은 1905년
8월(즉 제1차 한일협약과 제2차 한일협약의 사이)에 공표되었다.
[요약] 보호국은 ① 보호하는 국가가 대외관계에 관하여 피보호국을 대표하는 것, 및 ② 피보
호국이 스스로 그 외교권을 행사하고 보호하는 국가가 그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
시점에서의 한국은 ②의 보호국에 해당한다(제1차 한일협약 참조). 그러나 제3국과의 관계 등
을 감안하면 ②의 보호국은 ①에 비해서 불안정하다. ①의 보호국이 아니면 보호하는 국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는 없다.
→ 제1차 한일협약의 보호국을 초월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제2차 한일
협약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함.
Ø 프랑스 보호국을 중시: 타치는 1905년 8월 ‘보호국론’에서 행정부 내에 영국인을 배치하고
지배하는 영국의 이집트 지배가 아니라 프랑스 정부의 대표자(résident général)에 의해서 지
배하는 튀니스와 안남 형태의 보호국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 ‘통감(레지덴트 제너럴)’의 설치를 규정한 제2차 한일협약과 명백하게 상응한다.
Ø 튀니스가 범형(範型)으로?: résident général을 설치하여 본국이 외교권을 장악하는 형태
의 보호국의 대표적인 예로서 튀니스를 들 수 있다. 튀니스에서는 프랑스가 현지 왕조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리고 지배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토지개혁을 단행.
→ 튀니스 토지개혁이 한국에서의 토지조사사업이라는 정책의 범형이 되었는가?(田中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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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頁).
5. 결론
Ø 국제법상의 보호국 개념이 타치 사쿠타로우라고 하는 국제법학자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일
본의 식민지 정책에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Ø 국제법학의 기존 주요 관심은 국가실행에 의하여 형성된 국제법 규범을 인식하는 작업에
향하고 있어 국제법 규범이 국가의 정책·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다.
Ø 국제법을 닫힌 규범의 체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와 규범이 서로 간섭하는 프로세스로 이해
한다면 국제법 규범이 국가의 실천을 어떻게 규정하여 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검토에 따라야만 국제법이 우리들의 세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현실적으로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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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근대 동아시아 질서 형성에 있어서의 국제법론의 역할』 의견교환회@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본의 국제법학에서의 보호국 논쟁
발표자: 西 平等 (간사이 대학)
토론자: 吳時稹 (삼육대학)

발표자는 1906년부터 1907년 사이에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와 타치 사쿠타로우(立作太郎)
간 이루어진 국제법상 보호국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발표자는 먼저 1970년대 역사학자에 의해서 보호국 논쟁이 재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발표자는 결론에서 “국제법을 닫힌 규범의 체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와 규범이 서로 간섭하는
프로세스로 이해한다면 국제법 규범이 국가의 실천을 어떻게 규정하여 왔는지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검토에 따라야만 국제법이 우리들의 세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
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 당시 규범과
국가실행 등을 함께 검토하여 보호국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두 학자의 논쟁도 흥미롭지만, 당시 국제사회의 국가실행도 궁금
하고, 당시 일본 정부의 입장도 궁금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리가와 타치의 논쟁을 설명해
준다면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 질문을 던져 본다.

1. 보호국의 개념
우선 보호국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발표자는 “보호국화 정책이 채택되고 사
실상 보호국화가 진행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보호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당시 보호국 제도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아시다시피,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보호제도와 그 이전 보호제도는 구분이 필요하다. 다수의
학자가 지적하듯이, 과거 제도는 우선 해당 보호 지역을 합병할 의사가 없었다. 보호제도는
14~15세기 유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제도로서, 피보호국의 주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피보
호국이 자유롭게 외교관계에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 자격을 잃지 않는
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 보호제도는 병합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Oppenheim은 당시 문명국들로 이루어진 국제사회(the Family of Nations) 내의 보호국과
국제사회 밖의 보호국을 구분하였다. 전자일 경우 보호를 받는 국가의 법인격이 부분적으로
유지된다. 또한 보호를 받는 국가가 절대로 보호하는 국가의 일부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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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enheim은 당시 국제사회 밖에 위치한 보호국들에게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하였다.
Oppenheim은 이들과의 보호관계는 병합(annexation)에 이르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Oppenheim은 이들이 적어도 실제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기 때
문에, 아프리카 부족들과의 보호관계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여, 비문명국일 경우에도 보호관계
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Oppenheim에 따르면, 아프리카 부족들과의 보호관계일
경우, 해당 영토는 미래에 선점을 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것일 뿐이다. 즉, 영토적 권원이 보호
조약에 의해 양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선점에 의해 권원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당시 국가실행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수사학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가실행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 또,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어떠한
접근을 취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이 청일전쟁을 승리한 이후 조선을 보호국화해야 한다는 공식 논의가 있었다. 1901년 5
월에 가쓰라 다로 내각도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정강으로 채택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서구 국가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문명화 사명을 주장하기
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비록 조선이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본에 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같이 동아시아 유교 문명 내에 속한
국가에게 문명화 사명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취한

방법은 “문명”이라는 단어를 주요 정책 단어에서 사용하지 않고, “시정개선”이라는 단어를 차
용하는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2. 보호국의 분류
발표자는 아리가가 보호국은 4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
국은 제2분류, 즉 비구미에서의 보호국에서도 등장하고, 제4분류, 즉 미개 지역에서의 식민지
적 지배권 설정에서도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 타치는 “각각의 보호관계가 발생한 정치적 사정
의 차이에 기초한 구별을 법학적인 분류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가 실행을 고려하면 당시 보호국의 분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 발생
한다.

소위

마사이

사건으로

알려진

케냐의

Ol

le

Njogo

and

other

v

The

Attorney-General and Others 사건에서 동(東) 아프리카 항소 법원은 영국 정부(the
Crown)와 마사이 부족 간에 체결된 “협정”(agreement)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동 사건 수석재판관은 마사이 부족이 영국의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마사이 부족에게
주권의 일부(a remnant of sovereignty)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 사건 Farlow
재판관과 Carter 재판관은 Wharton의 국제법 저서를 인용하여 조약이란 국가들(nations) 간
의 협정(compact)이고, 여기서 국가란 특정 언어, 기원(origin), 정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라 하였다. 그리고 마사이 족은 이러한 국가 개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Mugambwa에 따
르면, 이외에도 다수의 국내 법원 사례에서 부족들의 주권을 인정하여 당시 영국과 아프리카
부족 간의 조약을 확인하였다. 즉, 당시 국내 법원 판례 중 유럽 국가들과 아프리카 부족 간
에 체결된 조약이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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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내법원 판례와 같은 국가 실행을 고려하자면, 당시 보호국 이론 논쟁이 어떻게 이해되어
야 할지 의문이다.

3. 보호조약의 효력 문제

일반적으로 제2차 한일협약 혹은 을사조약(1905)에 의해서 한국이 보호국화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본 조약의 효력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의 견해는 다른 것 같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
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에서 “이미 무효”라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한일 간 해석 차
이는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다. 한국의 기본입장은 1910년까지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 조
약들은 강박에 의해 체결 된 것이고 절차적 형식적 하자를 앉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다. Oppenheim에 따르면, 행위의 자유는 오직 조약체결대표에게 있고 조약체결대표에 협박
(intimidation)이 가해졌거나,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정신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조약은 구속
력이

없다고

본다.

T.

D.

Woolsey는

1891년

판

『공법편람』(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aw)에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은 구속력이 없다고 기술하였다. 그 근거는 자유
로운 독립적 의사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Woolsey는 주권자 혹은 조약체결권자(the
treaty-making agent)에게 부당한 강박(duress)행위가 행사된 경우에 해당 조약이 무효라
보았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은 어떠한 논리로 이를 유효라고 주장했을지 의문이다. 당시 학자들 간에
이와 같은 조약의 유효 무효 논쟁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어떠한 논리를 동원했는지 의문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이고, 결과물을 영어나 한국어로 출판한다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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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6일
『근대 동아시아 질서 형성에 있어서의 국제법론의 역할』 의견교환회@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豊田哲也(국제교양대학·간사이대학)

일본의 조선 지배하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책임에 대하여
[요약]
동 보고는 일본의 조선 지배하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책임에 대한 두 가지 의문에서 출발하
여 한일 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비판하고 피해자와 양국 국민들 대부분이 납득할 만
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1. 들어가며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 사이에서는 일제 강점기(식민지 지배 시대, 1910년~1945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
군 위안부에의 배상 의무를 둘러싼 문제는 양국 간 관계 개선에 있어 커다란 장애물 중 하나이다.
동 보고에서는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의무를 둘러싼 두 가지 의문에서 출발하여 양
국 정부의 양쪽 입장을 비판하고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사견을 전달하고 싶다. 물론, 문제는 복잡하며 이 짧은 보고로 쉽게
정리할 수는 없다. 동 보고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순한 의문으로부터 일련의 문제
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에 있다.
2. 배상 청구를 둘러싼 의문
첫 번째 의문은 배상 의무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완료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다.
청구권 문제는 적어도 언뜻 보면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
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청구권협정 제2조 1항),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
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
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청구권 협정 제2조 3
항)고 규정한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동 협정에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일 간 1982년 공동성명 제5항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서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다1)”라고만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피해자 개인의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2)
1)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성명, https://www.mofa.go.jp/mofaj/area/china/nc_s
eimei.html.
2) 단, 이 경우에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한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으로 남게 된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선고에서 조대현 재판관이 보충의견에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여 일본국으로부터 무상자금 3억 달러를 받고 국민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
사하지 못하게 협정함으로써 일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국민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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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권 협정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은 동 협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중재위원회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적어도 청구
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 같지도 않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위
안부 피해자들의 한국 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2011년 8월 30일 선고(판결)
에서3) “청구인들이 일본국에 대하여 가진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
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
멸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해석 상의 분쟁을 상기 협정 제3조가 정한 절차에 따
라서 해결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야만 한다. 중재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추가 배상을 명령한다면 일본 국
민은 전쟁 전의 일본인의 후손인 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국가 간 합의된 국제법상의 의무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4)
그런데 여기까지 논의한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근거한 배상 또는 그것을 계승한 한
국 정부에 의한 배상 시비(是非)이지만 1965년 청구권협정의 해석이 명확하게 된다면 국내법
상의 배상 의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
본 기업에 대한 이른바 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이다. 전쟁 이전의 불법행위에 관한
사인 간의 소송의 합법성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판단되며 국가의 역할은 타
국에서 자국민이 받은 분명하게 부당한 종국판결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에 한
정되지만, 1965년 청구권협정의 법적 의미가 명확하게 된다면 한국 국내에서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에 있어 일본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이 집행되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하
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국제법상 (일본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위법한’ 판결을 집행받
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만일 한국 정부가 그런 조치
를 취한다면 중재위원회의 판결이라고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거해만 한다. 한편 중재위
원회가 개인청구권의 소멸을 부정한다면 일본 정부의 주장은 근거를 잃을 것이고 일본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단념할 것이다.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를 언제까지나 한일 정치협상이
라는 불확실한 프로세스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국제사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다행히 일본 정부는 중재 회부에 적극적이다.5)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번역문으로서 https://www.nichibenren.or.jp/library/ja/kokusai/humanrights_library/sengoho
sho/saibanrei_02.pdf를 참조.
4) 문제가 되는 인권침해는 이미 70년 이상 이전의 것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하게 된다면 그것
은 간접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지금의 일본 국민 중에는 외국출신의 사람들이 많
이 있다. 한반도 출신자도 다수 있다. 그 2세, 3세, 4세, 5세도 있다. 중국 출신이나 미국 출신이나
베트남 출신이나 이란 출신 등 민족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일본 국민의 일원이 되고 있다.이전 세기
의 일본 정부의 작위·부작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번 세기의 외국 출신자들이 배상을 부담
해야 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민족적으로 일본인에 대해서도 대일본제국 신민의 후
손이라고 하여 그들에게 강제 노동자와 강제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부담시킨다면 상응하는 이유가 있
어야 한다. 또한 국가로서의 배상에 더해, 전쟁 전부터 존속하는 기업이나 전쟁 이전부터의 재산을
상속받고 있는 개인이 사과의 의사표명으로서 어떠한 지불을 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근거없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한 도덕적 성격의 지불을 하더라도 우선은 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보고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 Fail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obligations regarding arbitration under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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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정부의 통치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의문
두 번째 의문은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배상책임의 유무를
묻기 전에 강제징용 노동자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통치자
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전쟁 전 일본에서의 인권보장에 불완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이 각종
인권을 보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기망과 강제로 일본
군 위안부가 될 것을 강제하였다는 사례의 존재는 일본 정부의 현존하는 공식문서에서도 확인
되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노동자나 위안부로 한다는 방
침을 취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것을 한다면 전쟁 수행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
문이다. 노동자나 위안부를 ‘강제’하고 있었던 것은 민간 사업자이며 거기에 개인으로서의 관
헌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본토에서 위안부의 위법한 모집을 하고
있었던 것은 주로 일본인 민간 사업자이지만, 한반도에서 위안부의 위법한 모집을 행한 것은
주로 조선인 민간 사업자이다. 노동자 모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반
도는 일본 정부의 지배하에 있었다. 기망과 강제로 노동자 및 위안부의 위법한 모집이 이루어
졌던 것에 대하여 과거의 통치자로서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異論)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1965년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에서
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상하였다고 하는 것이 되며, 반대의 입
장에서는 통치자로서의 법적 책임에 근거한 배상책임을 아직까지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된다.
어느 입장에서도 강제 노동자와 강제 위안부의 고초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
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바꾸어 말하면, 최근의 한일 논쟁에서는 배상할 책임이 현재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다투
고 있지만, 원래 일본 정부에 통치자로서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일 간 폭넓
은 공감대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
4. 법적 해결의 필요성
한일 양국 정부 간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에 적합한 설명을 제시하고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적합한 설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불편할 수 있는 설명이 제시될 기회는 적다. 양국의 연구자들도 각각 자국 정부의
설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국 정부가 제시하는 설명에 대한 소박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제3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시도하고 싶다. 본고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저질러진 인권침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그 법적 책임에 근거한
배상책임은 1965년 보상협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주장이다.
피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일이며 돈을 받는 것은 아
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소송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되고 있는 것은 소송상의 사
정이며 배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배상 요구에는 필연적으로
금액의 제시가 따르며 금액이 너무 크면 일본 측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 또는 4세대 전의 행
Republic of Korea (Statement by Foreign Minister Taro Kono)", July 19,
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4e_00255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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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위에 대하여 자손 또는 자손조차 아닌 사람들이 지불을 요구받는 부조리가 표면화되어버려 일
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금액이 너무 적으면 심각한 인권침해
를 과소평가한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어 한국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직접적인 비용
의 보상은 어찌 되었든 간에 심각한 인권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많은 직접·간접 관계자들에게 있어 하나의 수용 가능한 정리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통치자
로서 일제 강점기에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해서 통치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법적 책임에 근거한 배상책임은 1965년에 수행되었고 이후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실
시 의무는 한국 정부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정리가 아닐까. 물론 1965년 협정에 대해서 중
재위원회가 배상책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 판단에 따라서 좀 더 배상을
하면 될 것이다. 상술한 대로 심각한 인권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의 금전평가는 곤
란한 점이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이다.
생각건대, 1965년 합의로 한일 양국 정부는 당시 이미 존재가 알려진 강제 노동자와 강제
위안부의 구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를 애매하게 하여 구체적인 구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식민지 지배 후의 법적 처리를 정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기고 말았다. 그것이 현재에 이르
기까지 악영향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한일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동 보고가 제시한 해결과 거의 정반대의 해결책을 취하
려고 하였다. 즉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불명확하게 한 채 10억 엔의 지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일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아마 그 반대의 일을 한다면 좋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조선인
이 희생되었던 인권침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통치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국제 사법(司法)의 장에서
논의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양국 국민에게 도덕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현
재의 한일 분쟁을 적어도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6)
5.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일본어판 2019년 11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한일 양국 기업이 설립한 기억인권
재단에 한일 양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2+2+α』 방식에 관하여,
日本製鉄の訴訟原告代理人である法務法人ヘマルのイム・ジェソン弁護士は「自発的な拠出金と
寄付による方式は日本政府と日本企業の責任を免責させること」とし「被害者の債権を消滅させる
条項があるが、そのためには（日本側に）歴史的事実と責任を認めてから支給するという内容が
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そのような部分は抜けている」と指摘した
일본제철 소송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자발적인 출연금과 기부에
의한 방식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
멸시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러려면 (일본 측에) 역사적 사실과 책임을 인정한 이후에 지급한다

6)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일본·한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 나아가 한반도의 재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책임은 북한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의 외교전략의 문제로서도 먼저 한일 간 법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끝내
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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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7) 배상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역사적 사실과 책
임’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반복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지 않고 배상만을 요구한다면 2015년 위안부 합
의와 본질적으로 마찬가지 아닌가, 요구되는 것은 또다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7)

徴用被害者団体「『文喜相案』は日本に免罪符：法案の廃棄を要求」中央日報日本語版
2019.11.28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60010?servcode=A00&sectcode=A10>; “문희상안 일본에
면죄부“
일부
피해자
반발..文
의장은
“12월
중
제출”
중앙일보
2019.11.27
<https://news.joins.com/article/23643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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