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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과 관세제도 도입의 역사적 함의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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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관세는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관세가 국내산업이나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
은 막중하다. 관세 중에서도 특히 수입세는 보호관세라는 관세율의 조작으로 자국산업의
보호에 필요한 외국상품의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고수입을 늘릴
수도 있다.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 국가와 무역관계를 맺으면서 근대 자본주
의 국가가 후진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착취를 꾀한 것이 바로 이 관세 부분부터였다.
1878년 조선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수호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국제법상 최
초의 통상조약(通商條約)이었다. 그러나 이 한일수호조약인 통상조약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사회경제의 발전사적 입장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
창정책으로 강요된 것이었다.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開港) 이후의 우리나라 관세(關稅)는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이
나 수출의 보호 및 장려라는 관세의 본원적 목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관
세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했던 이조말의 관리들은 최초로 맺은 대일통상조약에서
무관세라는 웃지 못할 역사적인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1900년대 이후 조선의 관세율은 1880년대에 비해 국제관례에 더욱 접근하여 관세율
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무역총액에 대한 관세 비율에서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
는 관세수입의 비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세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차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불요불급의 대일차관을 얻게 하
고 거기에다 고율의 이자, 가혹한 원리금 상환을 강압했고, 실제로 차관자본은 통감부 정
치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주제어> 조선, 개항, 관세, 관세율, 수입관세, 수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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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관세사를 연구하는 것이 한갓 골동품적인 취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사실 관세
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함으
로써, 말하자면 과거 관세제도의 조명 아래서만 비로소 현재 관세제도가 생생하게 발
견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관세제도의 조명 아래 과거 관세제도가 발견될 수 있을 것
이다.
우리는 현재 과거의 역사속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세제도나 관세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현재와 과거는 비슷한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과거의 관세제도와 관세행정의 경
험을 폭 넓게 현재의 경험으로 옮겨 올 수 있는 것이다.1)
역사속에서 전개되어온 현실의 관세제도와 관세행정 문제가 다가오는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예약되어 있는가를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임무에 대한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다. 1878년 조선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수호조약은 한국이 외국
과 맺은 국제법상 최초의 통상조약(通商條約)2)이었다. 이 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에는
서구의 근대적 공장제 상품들이 합법적으로 다량 들어옴으로써 근대 한국 경제발전사
상 중요한 전환의 시발점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한일수호조약인 통상조약3)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사회경제의 발
전사적 입장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강요된
것이었다. 따라서 체결된 조약의 규정은 불평등하였으며 조약에 의한 개국 자체가 외
국의 세력침투 내지 내정간섭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4)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開港) 이후의 우리나라 관세(關稅)는 국내산업의 보호육
성이나 수출의 보호 및 장려라는 관세의 본원적 목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
항 이후 관세제 자체의 외형적인 변모는 제도화되어 가는 듯했으나 실상 관세의 기본
목적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정책에 의해 압살되어가고 있었다.5) 본 연구는 한일통상
조약 체결과 개항 이후 근대 관세제도까지의 주요 역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1) 서동국, ｢관세행정｣, 국회입법조사처, 2012, 261면.
2) 두 나라 사이에 있어서 통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조약.
3) 통상조약이란 명칭은 외국과의 무역에 관한 조약체결 때 주로 사용된 것이었고, 국제간에 정치ㆍ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교역이 일상화된 현대에 있어서는 통상이란 개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조약ㆍ협정ㆍ협정서ㆍ의정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이재은, ｢구한말 근대적 지방재정제도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39면.
5) 정태헌, “식민지자본주의의 실체와 역사적 성격”,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2010,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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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한일통상조약의 체결과 개항에 대해서 살
펴보고 3장에서는 개항 이후 대외무역의 증대와 근대 관세제도의 도입을 기술하고 4장
에서는 재정수입과 관세의 현황을 분석하고 5장에서는 관세제도 도입 당시의 제 문제
를 분석한다. 7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Ⅱ. 한일통상조약의 체결과 개항
1. 일본과 한일통상조약 체결
1) 근대 한국경제발전의 시발점
1878년 2월 26일 조선왕조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수호조약은 한국이 근대 국제법
상 외국과 맺은 최초의 통상조약이었다. 그러나 공장 상품이 합법적으로 조선정부에
다량이 유입됨으로써 근대 한국의 경제발전사상 중요한 전환의 시발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상조약(강화조약)은 사실 한국사회경제의 발전사적 과정에서 요청된 것
이 아니었으며, 단지 외국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입장의 팽창정책으로 강요된 조약이
었다. 즉, 근대적 기술과 생산조직을 받아들일 만한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군사력에 의하여 강요된 무제한의 개국이었다.
따라서 일본과 체결된 한일수호조약의 세부 규정은 매우 불평등하였으며, 또한 조약
에 의한 개국 자체가 외국의 세력침투 내지 조선의 내정간섭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말았다. 이처럼 강화조약 이후로 조선 정부는 계속해서 통상요구라는 외세진입의
압력을 서구열강으로부터 받았다.6)

2) 수출입 관세문제 대두
이렇게 국내 여건과는 무관하게 1876년 이후 일본을 비롯하여 청국 및 서구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이 체결7)됨에 따라 대외교역량은 절대량이 급증했고 따라서 수출입에
의한 관세율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6) 우리 역사넷, 일본에 의한 개항과 무관세무역,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
do?levelId=nh_039_0040_0010_0010_0010> (최종방문일：2022년 1월 10일)
7) 1884년 6월 이탈리아와 조이조약(朝伊條約)이 조인되고, 1884년 7월에 러시아와 조로조약(朝露條
約), 그리고 프랑스와도 1886년 통상조약이 조인되는 등 서양제국과 통상관계를 맺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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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 이후의 우리나라 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이나
수출의 보호와 장려라는 관세의 근원적 목적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관세의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했던 조선왕조말의 관리들은 최초로 맺은 한일수호통상
조약에서 무관세를 적용하는 역사적인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물론 무관세조항은 국내
적인 미경험 외에 대외적인 상황이나 일본의 파렴치한 저의가 개재되었던 것이 사실이
다.8)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타의로 맺어진 우리의 관세는 철저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선진제국주의 국가의 착취 미끼로 전락하는 등 불구적인 변천을 겪게 된다. 개항 이후
관세제 자체의 외형적인 변모는 제도화되어 가는 듯했으나 실상 관세의 기본목적은 제
국주의 국가의 식민정책에 의해 압살되어가고 있었다.

2. 부산 두모진 관세 사건과 관세자주권 회복 운동
1) 부산 두모진 관세사건 발생
조선정부는 1878년 9월부터 부산 두모진(豆毛鎭)에 세관을 설치하고 소정의 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 두모진 관세사건은 이조 정부가 최초로 관세에 의한 자각을 행
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관세자유권 회복운동의 효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미 한국은
이보다 2년 전에 국제간 교역관계를 규제하는 통상조약을 일본과 맺고 있었으므로 사
실 관세문제는 더 일찍이 제기되었어야 했다.9)
서구의 열강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 확대라는 내
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진국가로의 팽창은 불가피했다. 이때 서구 자본주의열강
이 아세아지역을 침투해 들어오면서 국제관례나 근대 자본주의경제를 잘 모르는 조선
등 후진국가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즉 관세자주권을 박탈하고 최저
의 관세율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교역에서 얻어지는 쌍무적이며 호혜적인 이익을 교역상대국인 후진국
가와 정당하게 배분하지 않은 채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독점으로 일관하였다.

2) 일본의 불평등 저세율 강요
개항 초기의 일본도 이러한 제국주의의 착취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즉, 1858년
11월에 체결된 미일통상조약에서 일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식민지적인 불평등
8) 송규진, “조선의 ‘관세문제’와 식민지관세법의 형성”, ｢사학연구｣ 99권, 한국사학회, 2010, 188면.
9)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
contents_id=GC04200329> (최종방문일：2022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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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세율을 강요받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관세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미일통상조약 관세율표(1858년 기준)
수입품

수출품

5%

(가격 기준：종가)

구분

관세율

일반상품

5%

시계 및 양품

20%

양주 등

35%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 1985, p. 72.

뒤늦게 이러한 부당성을 알게 된 일본은 관세 주권회복을 위한 통상조약개정안을 미
국ㆍ영국 및 조약체결국가에 제의하여 불평등성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일본이 1876년 조선 정부와 통상조약을 맺게 되었을 때는 자기들이 당한 수법을
그대로 한국에 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무관세로 만들었던 것
이다.

3) 일본 일방의 무역규칙 성립
당시 일본 측 대표인 미야모토 코이치(宮本小一)은 관세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함이
없이 무역규칙 원안만 제출하고 이것은 종전에 행해졌던 양국 간의 무역규칙을 성문화
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선 측 대표 조인희는 관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결국 일본 측 원안대로 무역
규칙은 성립되었다.10) 전체가 11칙으로 된 조선과 일본의 규칙은 첫째, 일본 상선의
출입과 화물수송에11) 관한 세칙, 둘째, 양곡의 수출입에 관한 것, 셋째, 항세 규정에
관한 것, 넷째, 아편 금수에 관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체결한 조약을 다시 한 번 확인받기 위하여 ｢조인희ㆍ궁본
소일 간의 의정서｣라는 각서를 재차 교환했다.12) 일본은 양국의 경제발전단계를 참작
하여 자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호 무관세를 주장함으로써 무지한 한국 관리를 교묘

10) 우리역사넷, “조일수호조규 부록 및 통상장정”,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
view.do?levelId=nh_037_0050_0010_0030_0020> (최종방문일：2022년 1월 10일)
11) 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 73.
12) 조인희, 미야모토 코이치(宮本小一) 간의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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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속였던 것이다. 그 후 조선 정부는 관세에 대한 일반적인 예를 알게 되자 퍽 당황
하였다.

4) 내국인 대상의 수입세 징수
조선 정부는 그 수습책으로서 우선 조선인들에게만이라도 수입세를 징수하기로 결정
하고 관세규정과 세율13)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서 맨 처음 부산 두모진에 세관을 설치
하고 1878년 8월 10일부터 관세를14)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선 정부의 조처가
일본 수입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즉각 조선 정부에게 두모진에 세관을 두어 수입세를 징수함은
1878년 8월 4일에 교환된 ｢조인희ㆍ궁본소일 간의 의정서｣ 위반이다라고 항의하면
서, 대리공사 화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을 군함과 함께 무력시위차 두모항에 입항시
켰다. 화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곧 동래부사 윤치화를 방문하여 두모진 세관의
과세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일 수세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무력으로 제지하
겠다고 협박하였다.15)
조선 정부는 일본의 행패와 군사력에 굴복하여 대구약령시 참시안을 제외한 7개 항
을 무조건 수락했다. 이것이 부산 두모진 세관사건의 전부이다.

5) 관세자주권 주장과 무관세시대 도래
뒤늦게나마 관세에 대한 국제관례를 깨닫고 관세자주권을 외치고 나섰던 조선 정부
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일본에게 많은 이권(利權)만을 넘겨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
다. 이로써 한국은 1883년 한일통상장정과 해관세칙(海官稅則)이 제정될 때까지 7년동
안 무관세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세기 이후 구미열강이 극동지역의 후진국에 대하여 비록 저세율의 관세(최저 5%)
를 강요하였을망정 조선에서와 같이 한 나라의 관세를 전혀 무관세로 만든 예는 없었
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아세아국가가 구미열강으로부터 받던 반식민지적 저세율인
5%의 관세조차 한국에 지급하지 않은 채 교활과 무력으로 무관세를 강요하여 1876년
이후 7년간 대한관계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갖은 경제 수탈을 자행하는 것이
다.16)
13) 청ㆍ일통상조약의 예에 준거한 것임.
14) 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 77.
15)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
&contents_id=GC04200329> (최종방문일：2022년 1월 10일)
16) 김종복, “중화질서의 와해와 유교적사유체계의 변동”, 아시아문화연구 제26집, 아시아문화연구
소, 2012,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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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항 이후 대외무역의 증대와 근대 관세제도의 도입
1. 개항이후 대외무역의 증대
1) 개요
개항 이후의 대외무역(對外貿易)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제1기
는 강화17)조약(1876년) 이후부터 임오군란(1882년)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일본
은 대한국 무역관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2기는 임오군란(1882년) 이후부터 청일전쟁 이후까지 기간을 말한다. 청국은
1882년에 한청상민수륙무역장정(韓清商民水陸貿易章程)18)을 체결하고 점차 대한무역
확대를 꾀하게 되었다. 당시 여러 가지 일본에 불리한 정치적 여건과 청국의 적극적인
교역 활동으로 인하여 청국과의 대한무역은 점차 적으로 증대해갔으며, 반면에 일본과
의 대한무역은 상대적으로 약세화해갔다.
제3기는 청일전쟁 이후 한일합병(韓日合倂, 1910년)까지이며 일본의 정치적 세력 강
화와 더불어 대한무역이 많아지며, 한일무역이 한국의 대외무역면에서나 경제 전반에
서 점차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가는 시대가 된다.

2) 일본과 신 통상조약 체결 시도
조선 정부는 무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일방적인 수탈을 시정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조선 정부는 두모진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인 1881년 8월에 이르러 수신사
조병호를 일본에 파견하고 새로운 통상장정을 체결하고자 하였다.19)

3)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
그러나 당시 조선 정부는 미국 및 서구열강과 관계가 개선되어 우선 1882년 5월에
17) 조기준, “구한말의 재정개혁”, 「학술원 논문집 3」.
18)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은1882년 음력 8월 23일 조선과청이 맺임오군란이
후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체결되었다. 본래 명칭은 “중국조선상민수
륙무역장정”이며, [1]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명문화시킨 불평등 조약이다. 조선에서의 청 상인의
내륙 무역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아 거류지 무역의 균열을 초래하였다. 이 장정으로 청 상인의 경
제적 침투가 본격화됨으로써 조선에서의 일본 상인과 청 상인간의 경쟁이 가속되었다.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에 침입하고, 또한 일본군 천여 명은 청의 총리공관과용산의 분관, 한
성전보청국(漢城電報總局)을 공략하면서 7월 25일에는 조선과 청간의 통상장정이 폐기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근대 식민지적 침탈 행위도 불식되었다. 위키백과, <https://ko.
wikipedia.org/wiki/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최종방문일：2022년 1월 10일).
19) 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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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20) 당시 조미수호통상조
약은 강화조약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지만 관세에 관한 조항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첫째, 수입세에 있어서 일용품은 종가의 10%를 넘지 못할 것과 시계, 여송연, 양주
등의 사치품은 종가의 30% 이내로 관세를 부과할 것.
둘째, 수출세는 일절 종가의 5% 이내로 규제할 것.
셋째, 이상의 세율은 3개월 전 통고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에 뒤이어서 영국, 독일 등과도 한미수호통상조약과
동일한 수준에서 조약을 체결하려고 서두르게 되었다. 즉 조선의 관세자주권이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 대외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당황한 일본은 무관세를 고집하던 지난 7년간의 태도를 버리면서 새로이 조선 정부에
타협을 요구해 왔다.
그리하여 1882년 판리공사 화방의질은 한일통상장정 체결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급히 내한하여 조선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다.21) 조선 측은 관세율을 한미통상조약과
동일하게 할 것을 제안했고 일본 측은 이것을 반대했다.

4) 임오군란 발생과 배일감정 조성
1882년 6월에 일어난 임오군란은 배일감정을 격앙시켰으므로 일본은 사태가 자기
측에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방법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즉, 제3국의 힘을 빌어 조선
정부를 억압하려는 계획이었다. 처음에는 미국의 세력을 빌릴까 했으나 주한 미국공사
푸트(Lucius H Foote)의 완강한 거절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 화나부사 요시모토(花
房義質)의 후임으로 온 타케조에신이치로(竹添進一郞)은 당시 조선 정부의 외교 및 재정
고문으로 와있던 뭴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ellendorff)를 움직여서 일본에 유
리한 관세 교섭을 진행케 했다.
당시 임오군란으로 인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일통상회담은 1883년 7월에 다시
개최되었다. 뭴렌도르프는 이미 사전에 타케조에신이치로(竹添進一郞)과 야합이 되어
있었으므로, 일본 측에 유리하고 조선측에는 불리하게 회의를 유도했다. 원래 뭴렌도르
프는 청국의 위세를 신장하고 일본공사의 행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홍장의 추천으로
조선재정고문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뭴렌도르프가 어찌하여 일본 측의 이권취득에 협
20) 조기준, 전게서.
21) 우리역사넷, “조ㆍ일 통상 장정”,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
010701&tabId=03&levelId=hm_115_0040> (최종방문일：2022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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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게 되었는가는 퍽 의아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22)
기록으로 보면 뭴렌도르프는 북경에서부터 타케조에신이치로(竹添進一郞)과 잘 아는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23)

2. 한일통상조약과 해관세칙
1883년 7월 25일 체결된 한일통상조약과 해관세칙은 또 다시 조선 측에 불리한 조
약이 되고 말았다. 특히 조선국 해관세칙의 관세율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24)

1) 수입세 부문
<표 2> 조선국 해관세칙의 수입세 부문 세율
종류

세율

품

(1) 약재 제약
및 향료

5%

제약재, 제약류, 백반, 각종 교, 장뇌(10%), 정향, 사향

20%

안식향 등, 그 외 향료

8%

건람, 수람, 칠, 소목, 월기사(越幾斯), 오배자, 홍화, 염료, 색유,
각색연분 등

5%

일본동

8%

철, 강, 연, 석, 영협금(永夾金), 괴(塊)ㆍ정(錠), 철선, 동선, 동판,
동철정류, 수은, 쇄이달(刷爾達), 백동명(白銅名) 안지미니(晏地縻
呢)ㆍ과(鍋)ㆍ부(釜), 각종 도자 및 생철ㆍ마구(馬口)ㆍ철소제, 기타
일절 금속소제 기물류

10%

금은동석의 박류

20%

금은기 및 도금은기

5%

매탄류

8%

제종의 유(油), 밀랍, 역청 및 탑이(塔爾), 수랍(獸蠟), 기타의 일절
유랍지류(油蠟脂류), 춘유(椿油), 마유(麻油), 납촉, 빈부유(鬢付油),
기유(氣油)

8%

생평, 해황, 유, 면륜자(綿綸子), 생금건(生金巾), 백금건(白金巾), 당
잔(唐棧), 운제(雲齊), 소창직(小倉織), 문우류(紋羽類), 천축포(天竺

(2) 염료 및
안료

(3) 금속 및
금속 제품류

(4) 유납지류

(5) 포백류

목

22) 우리역사넷, “광산이권”,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
041_0030_0010_0030_0010> (최종방문일：2022년 1월 10일)
23) 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 81.
24) 한일통상장정원문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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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품

목

布), 한랭사(寒冷紗), 비금건(緋金巾), 읍금건(邑金巾), 문금건(紋金
巾), 능금건(綾金巾), 좌량사(左良沙), 선려(線絽), 면천아융(綿天鵞
絨), 문주건(蚊幮巾), 욕건(褥巾), 순모오려(純毛吳呂), 능오려(綾吳
呂), 반오려(畔吳呂), 모포(毛布) 양명(洋名) 불납열이(弗拉涅爾) 모포
(毛布), 양명 막불이(莫不爾), 순모나사(純毛羅紗), 모순자(毛純子),
나세판(羅世板), 색이식사(塞爾寔斯), 사파니사(四巴呢斯), 아이파합
(阿爾巴哈), 마포(蔴布), 마선포(麻線布) 및 마모마류(麻毛麻類), 와전
(臥氈), 범포(帆布), 유포납(油布蠟)

(6) 문구지류

(7) 음식물 및
연초류

10%

사(紗), 축면(縮緬) 등

20%

천아융(天鵞絨), 제동지전류(諸種地氈類)

5%

일본인용 잡지

8%

인쇄용 양지, 포장용 양지, 제일본지, 묵지, 봉지 등

10%

각종 색지, 문지, 인재, 인육, 기타 문구

5%

곡물, 곡분, 생수과(生水菓), 일본소식지물(日本所食之物), 미소장유
(味噲醬油) 및 초(酢)

8%

염, 차, 엄육, 엄어 및 관힐(罐詰), 식료, 소면, 갈분, 한천, 낙화생
두, 영몽수, 생강수, 조달수 및 제음료류 백흑사탕, 당밀, 당수, 일
본주, 청국주, 임금주

10%

맥주, 적백포도주

15%

수당, 정제당, 과자류

20%

권연초, 지권연초, 기타 일절의 연엽

25%

우예르으드 양주, 양주 석리(潟哩)

30%

양주, 양주 일리구이(一哩九爾), 당주, 소주 및 포성

5%

석탄 및 코크스, 일본인 상용기구, 가근판(家根板), 장자, 첩(疊),
회, 벽돌, 지석, 사석, 사지, 습부목(槢附木), 제석감류, 화(靴),
타 천이물류(穿履物類) 및 산(傘), 제등(提燈), 일본인 상용식탁,
식합자(椀食盒子), 일본의상, 분, 경대 및 일절 목제기구, 일본인
조 방용 죽목재

8%

목재, 죽재, 석재, 연화석(煉化石) 및 호(互), 목탄, 등면영(藤綿英),
면사, 생사, 위두사(熨斗糸), 설사(屑糸), 천잠, 양모, 기타 헌모(獻
毛), 저마, 운화군선(運貨軍船), 금강사, 과자, 마자, 아마자, 호마
자, 등심불상(燈心弗箱), 기계, 식기용 자기 및 도기류, 와상, 의자,
기타 가구, 의복, 모말(帽韈), 기타 복식품, 안경, 상아 및 일각아
(一角牙), 선(扇) 및 단선류, 치마(齒磨), 창파리(窓玻璃) 및 파리편
(玻璃片), 양등 및 기타 동류제물

(8) 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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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세율

품

목

10%

숙피류, 마구 및 마차, 제파(諸玻), 이기류(璃器類), 경류(鏡類), 자
단, 흑단, 양명(洋名) 득고기목(得古斯木), 황양목, 철도목(鐵刀木)
및 일절 견경한 목, 편복, 산, 여궤(旅櫃), 제낭(提囊) 및 패대류(佩
袋類), 사진기, 악기, 인구(釼釦), 공자류(控子類) 및 광산용 폭발물

15%

연관, 연낭, 패대낭포(佩袋囊包), 모, 피, 호돈(狐獤), 수달, 해리토
(海貍兎) 등류

20%

시회(蒔繪)한 칠기류, 완구, 수식품(首飾品), 시진종 및 시진표, 기
타 부분품류

25%

사진, 화통(花筒), 치물(置物), 기타 실내 장식품, 오갑세공류회서(鼇
甲細工類繪書), 조각물

30%

연화물류, 파리주(玻璃珠), 엽총 및 기사용기(其使用器), 산호주, 진
주 및 보석류, 충구(衝球), 상기(象祺), 골패, 기타 일절의 유희물

자료：조기진, “구한말의 재정개혁”, 「학술원 논문집 3」.

한편 면세품으로는 화폐, 금은지금, 여객 행리의 구, 화물견본, 신문지, 광고지 종류,
서적, 지도, 해도초패(海圖招牌), 수예권업(修藝勸業)의 추형류(雛形類), 농구, 의술용 기
구, 도량형기, 온도계, 청우의, 험액기, 소방기구, 선용구, 포대제석행당(包袋諸蓆荇蓎)
및 승류(繩類)에 대해 면세하였으며, 아편(약용아편을 제외), 위약, 의조 화폐류, 음외사
설의 서도초상, 군기류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였다.

2) 수출세 부문
수출세 부문에서는 화폐, 금은지금 및 사금, 여객 행리(旅客行李)의 구(具)에 대해서
는 면세하고, 일체의 상품에 대해서는 종가의 5%를 관세로 부과하였다. 한편 홍삼은
조선 상인이 일본에 대입(帶入)할 시는 응당 15%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본 상인이
조선 정부의 특허를 거치지 않고 개인으로서 수입하는 자는 적발하여 몰수하였다.25)
이상의 수입세, 수출세 내용을 요약하면 수입세에서 생활필수품은 종가의 5%, 사치
품은 종가의 25~30%, 일반 상품은 종가의 8~10%를 관세로 부과하고 수출세에서는
일체의 상품에 대해 5% 이내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3) 무관세시대 종료와 관세제도의 정비
이와 같은 새로운 통상장정과 해관세칙은 과거 7년간의 무관세시대를 끝나게 했다.
25) 우리역사넷, “개항 이후 열강에 의한 경제 침탈”,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ta/
view.do?levelId=ta_h62_0030_0030_0010> (최종방문일：2022년 1월 10일)

- 15 -

｢경영사연구｣ 제37집 제2호(통권 102호)

2022. 5. 31, pp. 5~26.

조선은 비로소 근대적인 관세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이 체결된 불과 두
달 뒤인 10월 8일에 타케조에신이치로(竹添進一郞)과 뭴렌도르프가 극비리에 교섭하여
인천 부산 원산 3개항의 해관세 징수업무를 일본제일은행 부산지점 주임 대교반칠랑에
게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넘겨주었다.26)

Ⅳ. 재정수입과 관세의 현황
1. 교역량의 증대
1) 조선의 수출입 품목
1880년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 청국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등과 통상조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통상이 가능했던 나라는 일본
과 청국에 불과했고, 그 외의 국가들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소량의 교역이 있었거나
혹은 그것조차 없는 상태였다.
당시 조선의 수출입품목을 살펴보면 조선의 경제상황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게 된
다. 우선 수입품은 근대적 공업생산품이 대부분이었고, 수출품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금 등의 1차산업품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교역품목의 내용과 질이 불건전하고 불균형
함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은 계속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관세수입도 증가하였다.

2) 무역총액과 관세수입
여기서 1900년부터 1909년 까지의 조선의 무역총액과 관세수입의 비율을 살펴보면
교역량의 증대를 알 수 있다. 즉, 1900년에는 무역총액이 20,638,129원, 관세수입이
1,073,000원으로 무역총액의 5.19%를 차지하였다.
1905년에는 무역총액이 40,888,423원, 관세수입이 2,230,000원으로 5.45%를 차지
했으며, 다시 1909년에 와서는 무역총액이 52,897,653원, 관세수입이 2,994,976원으
로 5.69%를 차지함으로써 이 10년간에 무역총액은 2.5배, 관세수입은 약 2.8배의 증가
를 나타냈다. 또한 무역총액에 대한 관세부담률은 5.4%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재정수입중 관세의 비중
당시 이러한 관세수입이 당시 재정수입(財政收入)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26) 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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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나를 살펴본다. 1905년에는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관세수입의 비중이 29.8%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1909년에는 10.3%로 저하되고 있다. 이것은 관세수입의 증
가율이 재정수입의 증가율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 재정수입이 급격하게 증
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내의 생산증대나 순수한 경제력 발전의 과실이 재정수입을 증가시킨 것은
아니었으며, 1907년부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대일 재정차관이 재정수입의 증대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1900년대 이후 조선의 관세율은 1880년대에 비해 국제관례에 더욱 접근하여 관세율
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무역총액에 대한 관세비율에서나 재정수입에서 차지
하는 관세수입의 비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이처럼 늘어난 관세수입은 조선
정부의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지 못한 채 재정차관 채권국인 일본에 넘겨졌던 것이다.

3. 경상수입중 관세의 비중
재정수입 중 재정차관을 제외한 경상수입 중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 3>에도 잘 나타나 있다.
<표 3> 재정수입 중 경상수입에서 차지하는 관세
구분
연도

경상수입(a)

(단위：원)

관세수입(b)

비중(b/a)

1905

7,480,287

2,230,000

29.8

1906

7,484,744

2,112,000

28.2

1907

9,916,322

3,050,000

30.7

1908

13,410,347

3,177,000

23.7

1909

15,178,903

2,994,976

19.7

1910

14,787,332

2,026,000

13.9

탁지부, ｢한국재정시설강요｣, 1910.

한편 당시 조선 정부 경상수입의 총계라 볼 수 있는 조세수입중에서 관세수입이 차
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27)

27) 탁지부, 전게서,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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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제강점기의 조세와 관세수입 추이
구분
연도

조세수입(A)

관세수입(B)

(단위：천 원)

비중(B/A)

1906

6,421

2,230

34.7 %

1907

8,960

2,112

23.5

1908

10,088

3,050

30.2

1909

10,747

3,177

29.5

1910

9,062

2,026

22.3

1911

12,438

4,062

32.6

1915

17,494

4,416

25.2

1920

34,901

9,748

27.9

1930

43,479

8,466

19.4

1935

64,802

13,266

20.4

1940

205,005

14,903

7.2

자료：한국관세협회, 「한국관세사」, 1969.

<표 4>에 의하면 조세총액에서 차지하는 관세 비중은 경상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관세 비중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간접소비세의 성격을 띄는 관세가 재정수입에서 얼
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가를 지적해주는 자료이다. 다시 말하면 관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일반 소비자의 담세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조세수입을 재정의 원천으로 삼아왔던 조선 정부가 1876년 대
외통상을 시작함에 따라, 관세라는 새로운 재정염출처를 발견해낸 뒤 30%에 상당하는
재정수입을 관세에만 의존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 정부의 취약한 재정 형편을 단적
으로 말해주고 있다.

Ⅴ. 관세제도 도입 당시의 제 문제 분석
1. 관세담보와 차관문제
1) 재정압박과 대외차관 증가
조선 정부는 개항 이후 여러 면에서의 근대적 체제를 갖추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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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정수입을 필요로 했다. 원래 궁핍하였던 조선 정부의 재정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한 일반행정의 개선비, 관공사업의 운영자금, 소비 패턴의 변질에서 야기되는 새로
운 비용 등 때문에 매년 재정적자가 늘어나기만 했다. 이러한 국내적인 재정핍박도 대외
차관(對外借款)을 증가시킨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일본이나 청국 등이 조
선 침략의 미끼로서 재정자금을 정책적으로 살포한 데에 더 큰 요인이 숨어 있었다.28)
당시 조선정부의 재정차관은 생산에 투자되는 발전적 요소를 지녔던 것이 아니라 철
저히 소비적이며 무계획한 자금도입이었던 것이다. 즉 정상적인 방법이나 생산확대의
이윤으로 상환될 수 없는 단순한 소모자금이었다.29)

2) 관세담보 요구
차관채권국은 당연히 담보를 요구했다. 당시 조선 정부가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담보란 관세수입뿐이었음이 내외에 알려진 사실이었으므로,30) 한국
주재 일본국립은행에서 많지 않은 칠만 원을 빌릴 때에도 일본 측에서는 의연히 관세
담보(關稅擔保)를 요구했던 정도이다.31)
그러나 조선 정부의 재정이 극도로 취약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일개 일본은행으로
부터도 신용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차관에 따르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독일대
상 세창양행(E meyer&Co.)의 일이다. 최성연의 ｢개항과 양관역정｣에 보면32)
｢……중략 더구나 놀라운 것은 세창양행은 구한말 깊은 관중에까지 침투하여 왕의
친교와 총애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시절로는 신기하기 짝이 없는 서구제 유리 꽃병 따
위를 선물하는 대가로 어마어마한 납품을 하였을 뿐 아니라, 때로는 몇만 불 혹은 몇만
파운드의 대금을 관중 혹은 정부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고는 또박또박 원리를 받아 내
었는데 일정 기간 중 인천해관(세관)에서 이를 직접 회수하였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
도 전하고 있다.｣33)

3) 관세수입 담보의 차입
앞서 말한 1883년의 대일차관교섭이 최초로 있은 후 조선 정부는 1885년 11월 청
국 상인으로부터 얻은 21만 냥의 빚을 갚기 위해 세창양행으로부터 관세수입을 담보로
28) 우리역사넷, “차관, 무엇이 문제인가”,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
levelId=nh_044_0020_0010_0020_0010> (최종방문일：2022년 1월 10일)
29) 위의 자료.
30) Herbert, ｢The Passing of Korea｣, 1906.
31) 제일은행, ｢제일은행사(상권)｣, 1957, p. 633.
32) 최성연, ｢개항과 양관역정｣, 1959.
33) 한국관세물류협회, 전게서, pp. 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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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을 차입하였다.
1892년 11월 조선 정부는 전년에 세창양행으로부터 차입한 10만 원을 갚기 위해
청국 정부로부터 10만 냥을 차입했다. 조건은 인천세관의 관세수입이 담보였음은 물론
이고 연리 6푼의 이자였다. 동년 12월에 다시 청국 상인의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청국
정부로부터 10만 냥을 빌렸다.

4) 최종 체결된 차관내용
조선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출하였다.34) 최종적으로 체결된 차관내용을 보자면,
첫째, 150만 원은 은화35)(태환권)로, 150만 원은 지폐로 제공한다. 둘째, 이자는 연리
6푼으로 한다. 셋째, 원금 중 150만 원은 4년째 되는 1898년 12월까지, 나머지 150
만 원은 5년째 되는 1899년 12월까지 상환한다. 넷째, 원리금은 전액 태환권으로 한
다. 다섯째, 조세수입을 담보로 하되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조선국 관세수입
에 선취권이 있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금의 국외 유출 문제
1) 금에 대한 국가통제 소홀
조선 정부는 국제교역이 시작된 이래로 금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소홀히 하여 다중
의 금이 해외로 특히 일본과 청국으로 유출되었다. 1887년 당시 조선 총세무사 에릴의
보고에 의하면 적어도 금의 총수출량은 매년 3백만 원(양은) 이상이 될 것이라 간주했
다.36)
금은 국가소유로 자유채굴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불과 백분지수분의 세금만
내면 채금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장차 금의 수출은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도 했다.

2) 무관세 품목인 금 유출
당시 이와같은 저렴한 세금 이외에 금이 유출된 또 하나의 이유로는 금이 통상조약
에도 무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지 쿠조우(George N Curzou)는
“적어도 해관의 보고서로도 1894년까지의 금 수출액은 8,000,000$ 이나 그것이 실제
수출 금의 총액 20% 이상은 되지 못한다. 당시 몸에 약간의 사금을 지니고 출국하지
34) 우리역사넷, “일본의 차관공세”,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
=nh_043_0030_0040_0010_0010> (최종방문일：2022년 1월 10일)
35) 당시 일본은 은본위제도를 시행하였다.
36) ｢조선통상구안삼관무역책｣(광서15년도, 1887년) 통상구안무역정형(출양생금 인천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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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일본인이나 중국인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37)
따라서 조선의 수입통계표에 나타나는 수입초과의 현상에는 무세로 유출되는 금의
총액이 계산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수출 금은 해관의 세입과는 관계가 없어
서 일반 수출입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38)
당시의 금은 이렇게 돈도 되지 않은 헐값으로 국외로 유출된 셈이었다. 이처럼 국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근대적인 기업활동이 성장되지 못하는 사이에 본위화폐제39)의
근간이 되고 또한 국가 부의 근본이 되어야 할 금이 마구 버려지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금의 무절제한 방치는 그 뒤에 정치적ㆍ경제적 외세의 침투와 더불어 민족자본의 원천
을 고갈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40)

3. 관세문제와 한일합방
일본은 ‘식민지화’에 필요한 자금을 차관형식으로 대여한 후, 철저하게 다시 수탈해
나감으로써 무상으로 대한 식민지작업을 수행해 나갔다. 또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재
원인 관세수입을 담보로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관세까지 그들이 독점했던 것이다. 한말
의 인사들은 이러한 갖가지 비리와 불법을 통감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국력을 회복할
염원을 갖지 못했다.
개항 이후부터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까지 30여 년간 조선은 수호통상이라는
허울좋은 구실로 선진자본주의 식민정책의 희생물이 되었고, 드디어는 나라까지 잃는
비운을 겪은 것이다. 애국시인인 황해천(황해천(黃海天)은 당시의 관세문제를 시를 지
어 통탄했다.41)
“개항이 벌써 어리석은 일이었네! 관세를 붙인다고 한량 두량 다툰다고 한들 칠상과
도 자기는 들여다가 무엇에 쓸고 덧없이 값진 곡식만 해외로 나가는구나”

4. 일본 정부의 화폐정리사업 책동
1904년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에 화폐정리사업을 책동함으로써 한국을 일본의 경제

37) George N curzov: Problems of the Far East: London, Chapter Ⅵ. Political and
Conrmerual Symptoms in Korea, 1894, p. 190.
38) 우리역사넷, 일본의 독점무역기(1876∼1882),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
view.do?levelId=nh_039_0040_0010_0020_0020> (최종방문일：2022년 1월 10일)
39) 화폐의 가치기준을 기존의 쌀이나 엽전 등의 화폐대신 은으로 바꾼 제도이다.
40) 한우근, ｢한국개항기의 상업연구｣, 일조각, 1970, p. 308.
41) 황 현, ｢매천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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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내로 예속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일본의 화폐제도를 조선에 연장하여 동일 가격
기구 속에 묶으려는 것이 일본정부의 기본 방침이었다. 이에 필요한 자금 300만 원을
조선정부에 대여해 주기도 했다. 즉, 일본은 자국에게 필요해서 조선화폐정리사업을 하
면서 그 비용은 차관형식으로 조선 정부에 전액 부담시키는 2중의 이득을 노렸던 것이
다.42)

Ⅵ. 결 론
사실 한국 관세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세제도 내지 관세행정을 해나가는 가운데
매우 실질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가 눈앞에 크고 작은 여러가
지 어려운 관세제도나 관세행정에 부딪쳐 있을 때마다 잠시 한발자국 물러나 이것을
결국 크게 보면 과거 역사속에서의 역사적 문제임을 재발견하게 된다. 즉, 현실의 문제
는 어떠한 역사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우리 앞에 던저져 있는가를 파악할 때 우리는 문
제 해결의 기본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878년 조선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수호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국제
법상 최초의 통상조약(通商條約)이었다. 그러나 이 한일수호조약인 통상조약은 이미 알
려진 바와 같이 한국사회경제의 발전사적 입장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강요된 것이었다.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開港) 이후의 우리나라 관세(關稅)는 국내산업의 보호육
성이나 수출의 보호 및 장려라는 관세의 본원적 목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
구나 관세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했던 이조말의 관리들은 최초로 맺은 대일통
상조약에서 무관세라는 웃지 못할 역사적인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1883년 한일통상장정과 해관세칙(海官稅則)이 제정될 때까지 7년
동안 무관세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사실 구미열강이 극동지역의 후진국에 대하여 비
록 저세율의 관세(최저 5%)를 강요하였을 망정 조선에서와 같이 한 나라의 관세를 전
혀 무관세로 만든 예는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아세아국가가 구미열강으로부터
받던 반식민지적 저세율인 5%의 관세조차 한국에 지급하지 않은 채 교활과 무력으로
무관세를 강요하여 1876년 이후 7년간 대한관계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갖은
경제 수탈을 자행하는 것이다.
1880년 이후 당시 조선의 수출입품목을 살펴보면 조선의 경제상황을 쉽사리 짐작할

42) 박평식, ｢한국 근현대 화폐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 개항기~광복 이후 ‒｣, 한국은행, 2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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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우선 수입품은 근대적 공업생산품이 대부분이었고, 수출품은 쌀을 비롯
한 농산물과 금 등의 1차산업품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교역품목의 내용과 질이 불건전
하고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은 계속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관세수입도 증가하
였다.
1900년대 이후 조선의 관세율은 1880년대에 비해 국제관례에 더욱 접근하여 관세
율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무역총액에 대한 관세 비율에서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관세수입의 비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이처럼 늘어난 관세수입은 조선 정부의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지 못한 채 재정차관
채권국인 일본에 넘겨졌던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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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과 관세제도 도입의 역사적 함의와 해석

A Study of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Open Tariff System

Jung-Woo Suh*
43)

Abstract
Tariffs a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international trade, and tariffs make
up a tough share of domestic industry and finances. Among the tariffs,
especially the import tax, it is possible to suppress the unsaving import of
foreign good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domestic industry by
manipulating the tariff rate called the protected tariff, and at the same time,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import of the national treasury. It was from this
part of the customs that the modern capitalist states of Western Europe
entered into trade relations with the underdeveloped states, and the modern
capitalist states attempted unilateral exploitation from the underdeveloped
states.
The Korea-Japan Protection Treaty signed by the Korean government with
Japan in 1878 was the first commercial treaty under international law that
South Korea signed with foreign countries. However, this Korea-Japan
protection treaty, the ordinary treaty, was not request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Korean socio-economy as is already
known, but was merely forced by Japan’s imperialist expansion policy. rice
field.
Japan’s tariffs after the opening of the port by foreign forces could not
even recognize the original tariff goals of protecting and nurturing domestic
industries and protecting and encouraging exports. Moreover, the managers
at the end of Lee, who didn’t even have the concept of tariffs, made the
ridiculous historic mistake of tariff-free in the first trade treaty with Japan.
Since the 1900s, the tariff rate of Korea has become closer to international
customs than in the 1880s, and it is a fact that the tariff rate has been
raised, and this is clearly manifested in the tariff ratio to the total trade and
the weight of tariff income in the fiscal income. No. This is because as the
tariff income increased, the number of vice ministers who secured the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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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increased. The increased tariff income was handed over to Japan, the
undersecretary of finance creditor country, without being found in the fiscal
income of the Korean government.
<Key Words> Joseon Dynasty, port opening, tariff, tariff rate, import duty, export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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