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戰爭 직전기 中日經濟提携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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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공황 이래 중국의 경제적 위기는 민족공업의 쇠퇴와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국민정부는 경제 구제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정치적으로 소비
에트의 혁명 대상지인 농촌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에트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자 하는 시도인 동시에, 일본의 침략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항전의 물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교정책의 협조 대상국은 당연히 영국과 미국일 수 밖에 없었다.
中日戰爭 직전기1) 중국의 외교정책 수립과 실천을 둘러싸고 국민정부 내부에서는 歐美派와
對日和解派가 대립하고 있었다. 전자의 그룹은 排日派라고도 불리웠는데, 여기에는 재정부장
宋子文을 비롯하여 주프랑스공사 顧維鈞, 주러시아대사 顔惠慶, 立法院長 孫科 및 王正廷, 王寵
惠, 劉文島, 諸昌年, 吳凱聲, 王廷璋이 속해 있었다. 후자는 親日派로도 불리웠는데, 여기에는
汪精衛를 비롯하여 黃郛, 吾震修, 李擇一, 殷汝耕, 袁良, 唐有任, 陳儀, 楊永泰, 張群, 韓復榘 등
이 있었다.2)
1931년 9․18사변, 1932년 만주국 성립을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는 광범위하고 격렬한 배일운
동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민족자본가들은 日貨排斥運動과 國貨獎勵運動을 선도함으로써 世界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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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중일전쟁 이전 대일외교를 둘러싼 외교갈등과 이러한 과정에서 출현한 대일화해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여
기에서 말하는 직전기의 범위는 중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9․18사변의 발발로부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시
기로 한정하고 있다.
2) 『中國年鑑』,上海日報社,1935,p.115 및 『中國現代史資料選輯』第4冊(1931-1937),中國人民大學出版社,1989,pp.79-86.

慌 이후 침체되었던 중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민간 부문의 배일적
성향은 국민정부의 제반 정책에도 반영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배일관세의 실시와
영국, 미국과의 협조정책이었다. 이와같은 배일적 분위기 속에서 국민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송
자문 등 구미파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3)
그러나 구미파 주도의 배일정책은 곧 원안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재개정되거나 폐지되었으며,
배일외교정책의 상징적 존재였던 송자문은 재정부장의 직을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정
부의 외교정책은 汪精衛를 비롯한 대일화해파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으며, 수많은 경제정책의 排
日性은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재계는 일본과의 정상적인 무역 및 경제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였
다.
본 논문은 중일전쟁 직전기 국민정부의 외교노선과 경제정책의 변화를 배일정책의 전변 속
에서 파악하고, 그 상징적 사건인 中日經濟提携의 제기와 추진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국민정
부는 어떠한 이유에서 9․18事變 이후 강력히 추진하던 배일정책을 전환하였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經濟政策과 外交政策 전환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주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전론적인 연구나 사료집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남아 있는 중국과 일본의 신
문류 및 공상업계에서 발행된 정간물 등 원시사료를 풍부히 활용함으로써 위에서 제기한 문제
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9․18事變 이후 國民政府의 排日政策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으로 본격화된 일본의 중국 침략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일화배척운
동과 경제절교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운동의 배후에는 공황 이래 조업단축의 곤경에
빠져있던 민족공상업 자본가의 적극적인 지도가 강한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931년 9월 22일
上海市黨部의 요청으로 上海市商會에서 商界, 工會, 農會, 市民聯合會, 國貨維持會 등 80여 단
체 대표 100여명이 회합하여 일화배척운동의 문제를 논의한 결과 抗日救國會를 조직하여 다음
과 같이 對日經濟絶交運動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였다.
1) 抗日會가 허가한 이외에는 일본 상품의 매매, 운반, 소비를 금지한다.
2) 7일 이내에 모든 日貨를 抗日會의 창고로 반입한다.
3) 중국 상인은 일본인에게 原料를 공급하지 않는다.
4) 일본 공장에서의 노동을 금지하며 고용된 일본인은 해고한다.4)
한편 抗日救國會는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자를 조사하여 처벌하고 중죄자는 매국노로 총살
하기로 결정하였다.5) 더욱이 민족자본가들은 민족공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日貨排
斥運動을 전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수입품에 대한 원산국명의 표기를 법률로 규정해 주
도록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구미 각국은 원산국 표기를 법률로 규정하여 소
비자가 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우리 해관은 수입품의 원산국증명을 시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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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保亨,「南京政府の關稅政策とその歷史的意義」,『土地制度史學』86號,1980;久保亨,「1930年代中國の關稅政策と資本家階級」,
『社會經濟史學』47卷1號,1981;金志煥,「南京國民政府時期關稅改訂的性質與日本的對策」,『抗日戰爭硏究』2003年3期 참조.
4) 菊池貴晴,『中國民族運動の基本構造』,汲古書院,1974,pp.385-386.
5) 위의 책,p.387.

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제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면 홍콩제품이 된다”6)라고 법령의 제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로부터 이들이 원산국 표기를 법령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은 명백히 일본
을 겨냥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민정부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이와같은 민의를 적극 수렴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정책은
자연히 강한 배일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국민정부 實業部 國際貿易局 局長인 郭秉文은 1932
년 7월 29일 財政部에 전문을 보내 수입품에 원산국 명칭을 표기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중과세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도록 건의하였다.7) 재정부는 이와같은 건의안에 원칙적
으로 찬성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회답하였다.
마침내 國民政府는 1932년 12월 16일에 ‘輸入貨物原産國標記條例’를 공포하고 모든 수입품에
중국 문자를 사용하여 원산국명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실업부는 본 조례의 실시 목적에 대해
“관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原産國標記도 외화를 배척하기 위한 수단이다....소비자로 하여금 중
국 제품과 외국 제품을 일목요연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
화제창운동의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8)라고 설명하였다.
국민정부 행정원은 1933년 1월 14일에 전국 관청 앞으로 수입품의 원산국명 표기 법안을 다
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1) 수입품 및 용기, 포장은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중국 문자로 명확하게 원산국명을 표기한
다.
2)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수입을 금지한다.
3) 수입품의 표기가 애매한 것은 세관에서 몰수하여 표기한다. 이 경우 國名 뒤에 ‘製’자를
붙인다.9)
국민정부는 上海總稅務司署를 통해 상해일본상무참사관 앞으로 원산국명 표기의 구체적 방
법을 전달하였으며, 상해의 일본 영사관은 3월 31일 이를 다시 본국 외무성에 전달하였다. 그
런데 국민정부의 원산국명 표기에 대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은 원산국명을 포장에는 물론 내용 상품에도 일일이 중문으로 표기하는 규
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
니라, 중국으로의 수출이 변경될 경우 표기를 바꾸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이며, 더욱이
이를 위한 해관의 검사는 순조로운 무역에 지장을 초래할 것”10)이라고 항의하였다. 일본은 영
국과 미국의 반발을 빌미로 국민정부에 “실시 시기를 1934년 8월 1일로 연기하고 표기 문자를
중국 세관의 공용어인 영문으로 할 것”11)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다.
국민정부는 5월 19일에 개최된 立法院 第3期 第18次會議에서 다시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외교, 재정, 실업 각부가 참가하여 협의한 결과 “특히 구미의 청원을 고려하여 중문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원산국어로 표기할 수 있도록”12) 하는데 합의하였다. 국민
정부는 6월 15일 해관고시를 통해 “수입품에 원산국명을 중문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공
포한 바 있으나 만약 중문 표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중문 대신 원산국 문자를 사용해도 무방하
6) 「規定國貨共同標記建議」,『紡織時報』905號,1932.7.18,p.1651.
7) 『東洋貿易時報』8卷32號,1932.8.11,p.766.
8) 實業部國際貿易局,「商品原産國標記問題」,『工商半月刊』6卷7期,1934.4.1,p.4.
9) 『紡織時報』955號,1933.1.19,p.2095.
10) 「中華民國時事要覽」,『支那時報』8卷1號,1933.1.1,p.105.
11) 「原産國標記條例の修改運動各方面に熾烈」,『金曜會パンプレット』94號,1933.3,p.17.
12) 中國第二歷史檔案館所藏,全宗號:2-942,財政部1933年度工作報告.

다”13)라고 고시하였다.
국민정부의 이러한 수정은 영문 표기를 요구한 일본 외무성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일
본 여론은 국민정부의 조치를 “국민정부는 원산국 표기 문제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요구를 수
용하지 않았으며, 원산국 표기 문자를 중국 문자 혹은 원산국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
한 조치는 일화배척을 관철하려는 의도이다”14)라고 비난하였다.
上海日本商工會議所도 국민정부에 “이번 조례 수정은 영국과 미국 양국의 항의를 사실상 수
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중국 해관이 공문 용어로 영문을 사용하고 있으
며, 각종 고시에서도 중문, 영문 양국어를 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문의 사용을 주장했던 것이
다. 원산국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무역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의 日貨排斥運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15)라고 항의하였다.
일본은 영문 표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는 원산국표기조례 자체의 실행을 무
효화하기 위한 공작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10월 8일 상해상무참사관과 상해일본상공회의소와의
연명으로 자신의 견해를 萬國商工會議所와 각국 영사관 및 상무관 등에 전달하였다. 여기서 일
본은 원산국표기가 폐지되어야 할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상품 하나 하나에 원산국명을 표기한다면 생산과정을 번잡하게 하여 생산
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중국
할 뿐 아니라 상품의 미관을 해칠 우려도 있으며

비를 상승시

소비자의 부담을 과중하게

나아가 국제적인 유통을 저해하게 될 것

이다.”16)
국민정부의 원산국명 표기 조례는 일화배척운동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일본 제품의 공개적
유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포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 제품의 유통이 총
살에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민정부의 조치는 명백히 배일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도 국민정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매의 대상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
는 중국 문자나 일본 문자로의 표기를 회피하고 영문으로 표기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밖에 국민정부는 1933년 5월 22일 ‘改訂中華民國輸入稅率表’를 발표하여 관세개정을 단행
하고 당일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공포하였다. 신세율에서는 규정품목이 종래 647개에서 672개
로 증가되었으며, 최대의 수입항목인 면제품, 특히 가공면포에 대해서는 인상률이 가장 높아
50%-90%에 달하였다.17) 그런데 관세인상은 사실상 일본의 대중국 무역의 축소를 겨냥한 것이
었다. 일본의 대중국 수출의 최대 품목은 면제품으로서 사실상 수출이 봉쇄되지 않을까 우려되
고 있었다.18) 이러한 우려에서 면업자본가를 중심으로 일본의 공상인들은 국민정부의 관세인상
에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중국 측은 독단적으로 이를 폐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지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쌍방이 협의해야 한다”19)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측의 관세인상은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였으며, 이는 재정부장 宋子文이 미국 측에
“5월 16일 관세협정 만기일이 되면 중국은 몇몇 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할 것이지만, 인상 품목
13)
14)
15)
16)
17)

『上海日本商工會議所年報』16(1933年度),1934.5,p.104.
『大阪時事新報』,1933.6.18.
『大阪每日新聞』,1933.7.13.
『支那』24卷11號,1933.11,p.126.
生地綿布는 57.9%, 晒綿布는 54.4%, 捺染綿布는 94.4% 등의 인상이 단행되었다. 각 면포의 관세인상폭과 인상률의 구체적인
수치는 『紡織時報』1004號,1933.7.17,pp.2491-2498 참조.
18) 『時事新報』,1933.1.12.
19) 『申報』,1933.5.5.

은 주로 綿製品, 고무, 海産物 등 일본의 수출품에 한정될 것”20)이라고 하여 미국의 이해를 구
한 사실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933년도 관세개정은 宋子文의 주도 하에 단행된 것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강한 배일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관세개정 직전 송자문은 주프랑스공사 顧維鈞, 주소련대사 顔惠慶, 주
영국공사 郭泰祺와 함께 중국 대표 자격으로 세계경제회의에 참가하였는데, 회의 기간 중 송자
문은 이들 대표들과 대외정책에서 항일정책의 시행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경제 방면에서 대일 저항을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 계속해서 日貨의 저지를 강화한다.
2) 우호국가로부터의 구입을 유도한다.
3) 공업을 건립하여 장기적으로 日貨를 대체한다.“21)
이와 같이 1933년도의 관세 인상은 주로 침략국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저지하여 점차 우
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의 양해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주요한 대상국인
일본으로서는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국민정부의 관세개정을 “대일 경제 저항
이며 미국에 영합하는 행위”22)로 규정하였다. 日本紡績連合會는 大阪綿布商同盟會 및 輸出綿紗
布同業會 등과 연명으로 일본의 首相, 外相, 商相 앞으로 진정서를 발송하여 관세개정을 일본
공업의 사활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해 주도록 청원하였다.23)
일본 外務省은 亞洲局, 通商局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5월 31일 有吉明 公使를
통해 국민정부에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항의하고 즉각적인 관세의 인하를 요구하였다.
1) 이번 관세 개정이 중국의 관세자주권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관계국에 하
등의 예고도 없이 공포일부터 즉시 실시하는 것은 국제관례 및 국제도의를 무시한 부당한
조치이다.
2) 급격한 인상으로 말미암아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70%의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고세율의 적용은 중일무역의 근저를 파괴할 것이다.
3) 남경국민정부는 이번 세율 개정이 국고수입의 증가를 도모하여 재정난을 구제하려는 목
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대폭적인 인상은 수입을 봉쇄하여 도리어 국
고 수입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4)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국민정부에 신세율을 인하해 주도록 요구한다.24)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정부는 즉시 “中日關稅協定은 이미 5월 16일 만기가 되었다. 중국이
關稅自主權을 가지고 있는한 일본으로부터 하등 간섭받을 이유가 없다. 더욱이 이번 세율은 일
본 제품과 다른 외국 제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항의는 이유가 없다”25)고
발표하였다. 국민정부 財政部 關務署는 6월 4일 세율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천명하였
다.

20)
21)
22)
23)
24)
25)

『美國對外關係文件』(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第一卷,美國政府出版署(中國本),1933,p.521.
社會科學院近代史硏究所,『顧維鈞回顧錄』2,中華書局,1985,p.249.
『朝日新聞』,1933.5.23.
「支那關稅に關する陳情書」,『大日本紡績連合會月報』489號,1933.5.18,pp.8-9.
日本商工會議所,「支那の關稅引上に就いて」,『經濟月報』5卷6號,1933.6,p.46.
『朝日新聞』,1933.6.2.

2. 中日經濟提携論의 경제적 기초

남경국민정부는 1927년 이래 북벌의 완수, 剿共戰의 수행, 9․18사변으로 본격화된 대일항전
등 일련의 정치, 군사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 국민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부족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1933년 말 재정부장 宋子文은
국민정부의 재정에 매월 1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26) 1934년 후임 재정
부장으로 취임한 공상희도 국민정부의 재정에 관하여 “매월의 수입은 1700만원에 불과한데 지
출은 3천만원으로 매월 1200-1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태”27)라고 언급하였다. 1931년부터
1933년까지 국민정부의 재정은 연평균 2억여원의 세입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1935년이 되면 무
려 3억 2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28) 1930년대 中日戰爭 직전기에 국민정부의 재정지출 내
역은 다음의 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30년대 國民政府의 재정지출 내역(%)
年度

당무비

행정비

군사비

1930

0.7

5.2

40.0

1931

0.5

4.3

1932

0.6

1933

각성교부금

채무비

기타

8.6

37.2

8.2

39.8

9.3

35.4

10.6

5.6

44.1

9.4

28.9

11.3

0.6

7.4

41.6

6.1

27.3

17.0

1934

0.6

10.4

37.6

5.4

23.0

22.7

1935

0.6

18.2

33.5

11.2

28.7

7.7

1936

0.5

25.0

32.5

10.7

24.1

7.1

1937

0.7

19.4

39.2

3.1

32.4

5.1

資料來源:島一郞,「中國民族工業に對する統稅の重壓」,『經濟學論叢』18卷1,2,3期,1969.1,p.306
.
위의 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국민정부의 지출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한 것이 바로 군
사비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비용이었다. 이러한 재정의 지출 구조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전체 지출 구조에서 채무 상환의 항목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국
민정부는 매년 재정 수입 가운데 30% 정도를 채무의 상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국민정부는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였으며, 공채의 상환이 다시 재정의 악화를 가중시키는 주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민정부는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시 공채를 발행했
던 것이다.
이밖에 군사비의 지출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은 국내의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초공전의 수
행과 함께 9․18사변 이후 본격화된 중일관계의 악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정부의 재정상태는
9․18사변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의 증대와 동북시장의 상실로부터 기인하는 세원의 감소로 말
미암아 크게 악화되었다. 중국 關內에서 동북으로 수출되는 총액은 1931년 13억 9600만원에서
9․18사변이 발발한 다음해인 1932년에는 7억 7700만원으로 반감되었으며, 그만큼 국민정부의
26) 『中國年鑑』,1934.12,上海日報社,p.66.
27) 田中忠夫,「支那の經濟的危機」,『經濟往來』9卷5號,1934.5,pp.386-387.
28) 『支那經濟年報』第一輯,白揚社,1936,p.245.

稅收도 감소하게 되었다.29) 이렇게 볼 때 남경국민정부의 경제건설을 가로막았던 일차적인 원
인은 정치, 군사적 불안정이었으며, 이후 중일 간에 추진되었던 중일경제제휴도 중국 측의 심
각한 적자 재정을 주요한 근거로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말해 만주침략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중국 침략과 이로 인한 양국 간의 정치, 군사적 대
립은 군사비의 지출을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정부의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요인
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일 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은 바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정부의 외교적 변화와 중일화
해의 움직임을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해석한 일본의 언론 보도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장개석은 미증유의 재정,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안으로는 공산당 세력
밖으로 구미의 원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일친선공작

이 발호하고

은 필연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30)
한편 앞에서 살펴본 관세인상의 조치는 국민정부의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국민정부는 시급히 정치, 군사비를 조달해야 했으며, 공황 이후 중국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다. 이와같은 경제적 현안은 관세 인상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일적
성격이 농후한 관세인상 조치는 결국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면제품을 비롯한 경공업 제품의 수입관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한 결과 수입 절대량이 감소되었
을 뿐만 아니라 관세율이 대폭 인상된 품목은 수입이 감소한 대신 천진항을 통한 밀수출이 증
가하여 당초 기대했던 세수의 확보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면 이는 수입 수량 자체를 감소시켜 오히려
세수의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관세 인상을 전후하여 지적되고 있었다. 일본
측은 “국민정부는 관세개정의 목적이 재정난의 구제에 있다고 하지만, 고율 인상은 수입 자체
를 봉쇄하여 도리어 국고 수입을 감소시키게 될 것”31)이라고 하여 반대의 뜻을 표명하였다. 더
욱이 국민정부 내부에서도 “관세장벽을 무리하게 제고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
라 밀수입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 현재의 수입세율 중에도 종류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인하가 요망될 정도”32)라는 의견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1933년도의 관세인상은 강한 배일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宋子文을 중심으로 한 財政部
의 주도로 입안된 것이다. 1932년 12월 16일 중국 국민당 제4계 3중전회에서 ‘抗日案’이 가결되
었으며, 宋子文, 陳公博 등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전국적으
로 시행되고 있는 일화배척운동을 국민당 및 정부가 지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宋
子文은 국내산업의 보호를 단순히 전국적인 배일운동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합법적인 관세인상을 통해 日貨를 저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인상은
재정의 보충보다는 오히려 무역총량의 감소를 가져와 관세수입의 저하를 초래하였으며, 적자재
정의 상황 속에서 관세인상에 대한 재개정의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
일 간의 정치적 대립의 완화는 적자재정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기초가 아닐 수 없었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도 중국과 인도는 양대 수출시장이었지만, 9․18사변 이후 만성적인
일화배척운동으로 말미암아 수출시장으로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29)
30)
31)
32)

吉原次郞,「支那紡績業と民族銀行資本について」,『滿鐵調査月報』17卷12號,1937.12,p.149.
『大阪朝日新聞』,1935.2.20.
日本商工會議所,「支那の關稅引上に就いて」,『經濟月報』5卷6號,1933.6,p.46.
「日支關稅協定滿期後當分現行輸入稅率襲用」,『金曜會パンプレット』96號,1933.5,p.4.

인도 시장은 일본 수출의 생명선과 다름없었다.33) 그러나 1930년대 초 세계공황 이후 영제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경제가 형성되는 와중에서 1933년 4월 인도는 돌연 日印通商條約의 파기를
선언하고 관세인상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印度産業保護案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인도의 대일통상조약의 파기라는 조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왜
냐하면 인도가 단행한 극단적인 조치의 배후에 식민지 본국인 영국이 깊이 개입하였다고 믿었
기 때문이다. 인도가 통상조약의 파기를 선언한 4월 11일은 3월 27일 일본이 國際聯盟의 탈퇴
를 선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일인통상조약의 파기를 “9․18
사변에 대한 영국의 새로운 대일제재의 일환”34)으로 의심하였다. 더욱이 국제연맹을 탈퇴한 이
후 일본으로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정치적 고립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팽배하였다.
일본은 인도와의 통상 마찰 이후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에따라 “일본 경제의 안전판”35)으로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일층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해
서는 먼저 중국 시장이 소비시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廣田外相은 의회의 연설을 통해 불위협, 불침략주의를 표명하였는데,
일본의 여론은 이를 “일본은 중국의 일화배척운동으로 인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이제 세계시장으로부터 배척당해 다시 중국 시장으로 돌아왔다”36)라고 평가
하였다. 또다른 언론도 “중국과의 국교를 호전시켜 상호 이익을 위해 경제적 교류를 회복함으
로써 잃었던 시장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37)라고 강조하였다.
1930년대 중국 침략 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일본 군부도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關東軍 측은 각국의 경제블록 형성과 함께 안정적인 시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주요한 대상지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
제로서 중일친선, 중일경제제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일본은 과연 최후까지 사수할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가....세계적인
진전 속에서 일본은 적어도 7-8억원대의 무역액을 유지할 수 있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시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

블록경제의

는 절대적인 시장이 필요

다.”38)

동경주재 영국 대사관의 商務官은 ‘日本經濟狀況報告書(1933-34)’에서 中日經濟提携의 경제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의 수출품은 세계 도처에서 배척당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국민이 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중국에서 판로를 개척해야 할
으로 중국을 지배하게 된다면 일본은 자국품을
음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

러한 난관을

것이다. 만약 일본이 정치적

배척한 제국에 대해 중국에서 똑같이 앙갚

제품을 가장 격렬하게 배척하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중

국이다.”39)

33) 三甁孝子,『日本綿業發達史』,慶應書房,1941.12,p.201.
34) 石井修,「日印會商1933-34年」,『アジア經濟』,アジア經濟硏究所,1980.3,p.61.
35) 野村叢文,「支那市場の重要性」,『綿業春秋』1卷1號,1936.3,p.10.
36) 太田宇之助,「日支調整より提携へ」,『支那』26卷4號,1935,p.36.
37) 『綿業時報』1卷3號,1933.6,p.37.
38)中濱義久,「日本製品に對する列國の輸入防渴措置」,『滿洲國關稅改訂及日滿關稅協定方策』第一卷續,1935.7(立案調査書類第23編
第1卷續),pp.1020-1021.
39) 「北支に於ける日支經濟提携問題」,『東亞』10卷3號,1937,pp.48-49.

일본은 동북 침략과 만주국 성립 이후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영, 미에 의존하는 중국을
친일로 돌아서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중일친선, 중일경제제휴 등
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배일운동의 철저한 단속을
통해 중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정책
방향은 중국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일본 산업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18사변 및 만주국 성립을 통해 일본은 중국 동북지방을 독점적인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북시장의 확보는 반대로 중국에서의 격렬한 일화배척운
동을 촉발시켜 중국 시장의 상대적 비중을 저하시켰다. 예를 들면 일본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황 이전인 1928년에는 14%에 달하였으나 1932년에는 8%, 더욱이 관세인상
의 1933년에 이르러서는 5%로 격감하였다.40) 이렇게 볼 때 9․18사변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시장과 동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지적한 다음의 연구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다.
“만주 침략을 통해 일본은 만주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으로 말미암아 화중, 화남의 대시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일본의
로의 수출을 만주로 대체하였을 뿐으로 총량은

일화배척운동

대중국 수출은 화중, 화남으

증대되지 않았다.”41)

실제로 일본의 중국침략으로 말미암아 열강 간의 시장 점유율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
국은 일본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결한 시장이었지만 공황 이후, 특히 9․18사변
이후 그 중요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말하자면 정치, 군사적인 중일관계의 악화가 그대로 중
일 간의 무역 규모를 축소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1930년 일본의 대중국 무역은 수출이 총액
가운데 15.3%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총액 가운데 7.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34년 현재 수
출은 5.4%, 수입은 5.5%에 불과하였다.42)
중국 수출무역에서 일본, 영국, 미국의 비중 변화 (단위:%)

국가

1913년

1923년

1929년

1934년

일본

16.8

26.3

25.2

15.1

미국

9.3

17.2

13.5

17.6

영국

4.0

5.7

7.3

9.3

資料來源:浪江淸太,「支那外國貿易論」,『支那經濟事情硏究』,東亞事情硏究會,1935,p.121.
중국의 대외무역

(단위:천원)

1933년도

1934년도

국가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미국

113,146

297,468

410,614

94,435

271,732

366,167

영국

48,765

154,041

202,806

49,806

124,647

174,453

40) 大橋逸三,「北支工作と日支綿業關係の編成替」,『大日本紡績連合會月報』541號,1937.9,p.31.
41) 原郞,「大東亞共榮圈の經濟的實態」,『土地制度史學』71號,1976.4,p.15.
42) 東亞經濟調局,「最近日本的對華貿易」,『經濟評論』3卷1號,1936.1,p.1.

일본

95,807

132,349

228,156

81,232

126,886

208,118

기타

354,575

775,120

1,129,695

310,260

515,714

825,974

합계

612,293

1,358,978

1,971,271

535,733

1,038,979

1,574,712

資料來源:馮亨嘉,「最近中日貿易與英美日在華市場之戰爭」,『錢業月報』15卷11期,1935.11,p.27.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일본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미국과 영국
과의 교역 규모는 점차 증대되고 있었다. 1930년대 미국은 영국, 일본을 제치고 교역 규모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중일경제제휴는 바로 중일 간의 무
역 축소를 시정하고 나아가 확대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中日經濟提携論과 중국 外交路線의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9․18사변 이후 본격화된 중일관계의 악화는 중일 양국에 심
대한 타격을 주었다. 국민정부는 초공전의 수행을 위해 이미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는
데, 중일 간의 정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
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영제국 블록경제의 형성과 이로 인한 세계적인 일화배척운
동의 와중에서 인근 중국 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와같은 양국
의 인식을 기초로 중일관계의 안정과 화해는 당면의 정책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33년 7월 25일 주미 일본대사관 참사관인 武富敏彦은 “일본이 현상을 기초로 중국과 화해
를 모색하고 蔣介石도 이를 수용하려고 하지만 宋子文과 기타 몇몇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다”43)라고 하여 송자문을 중일관계 화해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하였다. 9․18사변 이후 송자문
의 이름은 바로 배일정책의 상징이 되어 버렸던 것이며,44) 따라서 중일화해는 송자문 및 그가
실시한 정책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7월 19일부터 26일에 걸쳐 소집된 제일차 廬山會議에서 蔣介石은 화북에 일부 군대를 주둔
시키는 외에는 모든 군대를 江西에 집중시켜 剿共에 대비하기로 결정하였다.45)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에 대해 군사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중일관계의 악화로 인한 군사적 충돌의 위험
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 대일외교 방침에 대해 “항일정
책은 국내의 반장파에게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긴장상태를 조성할 우려가 있으
므로, 汪精衛, 黃郛의 대일정책을 채택하기로”46)을 결정하였다. 이는 송자문을 중심으로 하는
구미파의 정책으로부터 왕정위를 중심으로 하는 대일화해파의 정책으로 전환함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7월 30일 장개석은 왕정위와 회담한 이후 “대미외교를 위해 출국한 송자문이 귀국한 이후에
도 대일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것”47)에 합의하였다. 8월 16일에는 대일 강경외교를 주장하던 외
교부장 羅文幹과 외교부차장 劉崇杰이 사직하고 왕정위가 외교부장을 겸임하게 되었으며, 외교

43)

『美國對外關係文件』(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本),1933,pp.503-504.
44) 場希孟,『上海資本家與國民政府』,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p.152.
45) 『新聞報』,1933.7.25.
46) 『日本大陸政策の發展』,東亞硏究所,1940,p.39.
47) 위의 책,p.40.

Diplomatic

Papers)第三卷,美國政府出版署(中國

부차장에는 왕정위 휘하의 친일파인 唐有任이 임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왕정위는 高宗武를 亞
州司長代理로 발탁하여 대일외교의 포진을 갖추었다. 중국의 언론은 羅文幹의 사직을 국민정부
가 외교상 대일타협 정책을 실행하는 분기점으로 해석하였다. 중국의 언론은 이를 계기로 국민
정부의 외교방침, 특히 대일태도의 변화를 지적하였으며, 8월 23일 일본공사관의 有野參贊도
중일 양국이 외교상 접근중이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48)
9월 초 개최된 廬山會議는 사실상 국민정부의 대일방침을 확정하는 자리였다. 국민정부는 회
의에서 東三省과 熱河를 할양하거나 만주국을 승인하는 일은 불가하지만 그 외의 문제에 대해
서는 일본과 타협하여 일체 일본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언급을 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국민정부의 외교 방침에 대해 송자문은 정면으로 반대하였다. 장개석과 왕정위는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송자문은 기존의 배일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9)
마침내 1933년 10월 25일 국민정부는 송자문을 재정부장의 직위로부터 사임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배일의 해소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다. 일본이 송자문을 배일의 거두로서 인식하는 한
중일친선은 달성되기 힘든 일이었다. 10월 27일, 행정원은 실업부, 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
과의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관세개정으로 인한 미증유의 무역역조와 무역의 조정 문제를 논의
하고 현행 관세율의 재개정에 합의하였다.50) 신임 재정부장으로 임명된 孔祥熙는 11월 1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중일간의 현안인 관세문제와 원산국표기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
혔다.
첫째, 관세 문제는 세수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방침이다.
둘째, 원산국표기조례의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각국의 반대와 수정 요구, 그리고 국민정부
자체의 기회균등주의와 모순되므로 실시 시기를 연기한다.51)
1934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南昌에서 장개석, 왕정위, 황부, 당유임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
최하고 “중일 공존, 공영을 위한 구체안을 중정회의에 제출하여 통과시키고 이를 위한 전제로
서 국민정부 내의 대일 분위기를 완화시키는데 노력한다....중일 공존, 공영의 원칙에서 가능한
것부터 신속히 시행한다. 중일 간의 현안인 원산국표기조례는 무기한 연기한다. 관세도 재개정
한다”52)는데 합의하였다.
남창회의의 결과에 대해 왕정위는 4월 18일 남경에서 유길명 일본공사를 만나 “원산국표기
조례는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관세재개정 문제는 5월 이후 대체로 일본의 희망대로 개정될 수
있을 것”53)이라는 방침을 전달하였다. 국민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1933년 관세개정 이후 계속되
어 온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935년 1월 22일 일본의 廣田弘毅 外相은 중국에 대해 中日親善, 中日提携를
주창하였다. 일본의 有吉明 公使는 남경으로 달려가 왕정위와 장개석을 만나 중일친선의 뜻을
전하였으며 장개석도 중일경제제휴와 중일친선을 천명하였다. 1월 29일 장개석은 南京軍官學校
내의 관사로 일본공사관 무관인 鈴木 中將을 초청하여 중일관계에 관해 논의하였다. 양자의 회
견은 친일파 唐有壬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장개석은 중일관계의 호전에 비추어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일 간의 교섭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鈴木은 “중국이 일
본의 세력을 무시하고 헛되어 구미 세력에 의존하는 것은 중일관계의 중대한 장애”임을 전하
48)
49)
50)
51)
52)
53)

『新聞報』,1933.8.24.
吳景平,『宋子文評傳』,福建人民出版社,1992,p.216.
『上海日日新聞』,1933.10.28.
『上海日報』,1933.11.2.
北支那協會,『南昌四月會議と黃郛政權の再認識』,1934.4.23,p.50.
동상

고 구미 각국으로부터 무기와 군비를 도입하는 정책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와함께 배일
운동 및 배일교육을 철저히 근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개석은 이에 원칙적으로 동감을 표시하
고 배일의 단속을 약속하였다.54)
같은날 왕정위도 유길명 공사와 회견하였는데, 여기서 왕은 장개석, 황부와 논의한 결과 중
일화평의 방침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유길명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중일관계의 완화를 위해
일본이 중국 침략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표명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유길명은 배일
운동의 단속과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의 금지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였다.
다음날인 1월 30일 장개석은 유길명 공사를 만나 광전 외상의 연설에 동의하며 중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구하였다. 여기서 장개석은 일본 군부의 강경한 태도를 완화시켜 주도록
유길명 공사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유길명 공사는 배일운동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였다.55) 2
월 2일 장개석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여 국민정부가 종래부터 배일운동을 금지해 왔음을 강조
하고 중일관계의 호전에 비추어 배일운동을 금지하도록 포고하였다.56)
상해 일본공사관의 橫竹 상무참사관은 2월 13일에 중일경제제휴에 대해 “중국의 농업 방면
에 기술을 원조하고 면화의 대량 생산을 지원하며 일본에서 이를 구입하도록 한다”라는 구체
적인 방법을 언급하였다. 바로 다음날 일본 외무성은 重光 외무차관을 비롯하여 橫竹 참사관,
來栖 통상국장, 桑島 동아국장, 天州 정보국장 등이 참가하여 중일경제제휴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중국은 배일운동을 단속하여 성의를 표시하도록 한다. 일본은 중국에서 면화 등의 농산물
을 수입하고 동시에 중국으로 공업품, 기계류 등을 수출한다.
2) 중국 경제계의 안정을 위해 신용 제도의 설정이 필요하다.
3) 백은 유출 이후 발생할 재정상의 불안에 대책을 강구한다.57)
2월 16일 橫竹 상무참사관은 廣田 외상을 방문하여 중국의 재정 경제 상황을 보고한 이후
경제제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1) 중국의 배일사상을 근절하는 것이 바로 경제제휴의 근본 목적이다.
2) 바터제도를 채용하여 일본은 중국의 면화 등 농산물을 수입하고 일본은

공업제품을 중

국에 수출한다.
3) 중국 농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및 경제 원조를 실행한다.
4) 차관 문제를 원만하게 진행시킨다.5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면화는 중일경제제휴의 주요한 주요한 매개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구상은 기존 중일 간의 무역 구조 상에서 나타난 현상을 더욱 강
화하고 확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일 간의 무역 구조
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일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면화였으며,
반대로 일본의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면직물이었던 것이
54)
55)
56)
57)
58)

『中國年鑑』,上海日報社,1935,pp.123-124.
『日本大陸政策の發展』,東亞硏究所,1940,p.66.
『中國年鑑』,上海日報社,1935,pp.125-126.
『紡織週刊』5卷6期,1935.2.16,p.175.
위의 책,p.177.

다. 따라서 9․18사변 이후 양국 무역의 축소를 중일경제제휴를 통해 종래 중일 간의 무역구조
를 유지하면서도 주력 품목의 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양국의 외교 및 경제 관계를 회복시
키고 나아가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중일 양국의 주요 수출입 상품 분석(단위:천원)
중국의 대일본 주요 상품 수출
주요상품

1932

1933

1934

면화

18,886

24,348

15,693

식용유

6,873

9,478

5,898

면

일본의 대중국 주요 상품 수출
1932

1933

1934

면포

37,150

25,299

13,030

11,215

철제품

2,663

6,059

10,108

7,923

10,170

설탕

2,655

6,158

6,990

5,190

6,027

8,712

3,847

4,951

6,691

석탄

2,719

4,104

6,818

종이

5,122

4,786

6,153

피혁

2,351

4,901

5,472

수산물

2,532

2,279

4,432

식물섬유
(면화제외)

주요상품

기계및부품

資料來源:陳志遠,「中日經濟提携之基礎工作論」,『經濟評論』2卷3號,1935.3,p.6.
1935년 2월 19일 행정원장 왕정위는 각 성시에 일본 상품의 검사와 항일조직의 활동을 중지
하도록 명령하였다. 같은날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인 王寵惠는 국민정부의 대표로서 동경으로 가
열흘에 걸쳐 일본 조야의 인사와 접촉하고 중일경제제휴에 관해 논의하였다. 王은 2월 20일 廣
田 외상과 회담하고 중일의 제휴를 위해서는 “첫째, 중일 평등의 원칙, 둘째, 불위협, 불침략,
셋째, 외교 교섭은 외교 기관을 통할 것”59)이라는 중국 측의 3원칙을 제시하였다.
2월 27일 장개석은 왕정위와 연명으로 전국 각 기관과 단체에 배일운동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시달하였다. 같은날 국민당 중앙정치회의는 각 신문 통신사에 통고하여 배일과 일
본상품의 반대 기사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월 1일에는 중앙당부선전위원회주석의 명의
로 전국의 각 당부에 배일행위의 중지와 함께 중일경제제휴의 뜻이 전달되었다.60) 이러한 가운
데 1935년 5월 8일 일본과 국민정부는 양국의 공사를 大使로 승격시켜 蔣作賓과 有吉明을 각
각 주일대사와 주중대사로 임명하였다.

4. 中日經濟提携論과 중일 경제의 밀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일경제제휴는 국민정부에게는 중일화해 무드의 조성을 통해
중일 간의 군사적 충돌을 완화시켜 군사비의 지출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초공전에 전력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일본에게는 영제국
블록경제 형성 이후 인근의 중국을 안정적인 원료공급시장과 제품수출시장으로서 확보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
이밖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해 이외에도 정치적인 화해와 긴장의 완화를 통해 동
북지역의 점령과 만주국의 기정사실화를 의도하였다고 보여진다. 세계공황과 경제블럭의 진행

59) 尾岐秀實,『嵐に立つ支那』,亞里書店,1937,p.197.
60) 『日本大陸政策の發展』,東亞硏究所,1940,p.66.

속에서 일본에게 독점적인 만주시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
은 1933년 4월 송자문이 일본에 기항하였을 당시 일본이 전개한 외교활동으로부터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천황은 외무성 루트를 통해 송자문에게 중국이 만주에 대한 법률소유권을 포기
한다면 일본은 중국에 대한 침략정책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송자문은 일
본 외무성과의 접촉마저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영도주권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다시 천명하였
던 것이다.61)
이러한 결과 이미 1934년 초부터 중일 간의 정상적인 경제관계의 회복을 위해 양국 공상자
본가들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
기 시작하였다. 1934년 3월 일본의 富田 財務官은 상해를 방문하여 중국 금융계 및 공상자본가
들과 중일경제제휴의 필요성과 그 실천 방안을 협의하고 16일 귀국하였다. 부전은 상해에 체재
하면서 중국은행 총재 張公權, 鹽業銀行 經理 陳介, 송자문과도 협의하였다. 회담에서 富田은
송자문에게 중국이 배일정책으로 일본에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
며, 양국의 외교는 무엇보다도 경제관계의 정상적인 회복이 급선무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송자문도 동의를 표시하고 중일경제제휴의 방침에 원칙적인 찬성의 뜻을 표시하였다. 특히 장
공권은 중일경제제휴의 필요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다.62)
중국은 대일화해와 중일경제제휴의 상징적 조치로서 관세재개정을 단행하여 수입관세를 인
하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과의 국교를 호전시켜 상호 이익을 위해 경제적 교류를 회복함으로
써 잃었던 시장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63)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일본은 중일
친선의 분위기를 통해 수출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중일경제제휴는 일본의 대중국 자본수출의 대표적 존재인 재화일본방직공업(이하 재화방으
로 약칭)에게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재화방에서 생산된 면제품은 1923년 이
후 上海紗布交易所에 上場이 금지되어 왔다. 1923년 旅大回收運動을 계기로 중국은 對日經濟絶
交運動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上海紗布交易所는 재화방 제품의 반입과 판매
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64) 在華紡績同業會 총무이사인 船津辰一郞은 중일관계의 호전을 계
기로 재화방 제품도 사포교역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국민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는 영국 방직공
장의 제품이 상장되고 있는 현상에서 유독 재화방의 제품이 상장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
장하였다. 선진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정부 실력자인 杜月笙과 접촉하였으며, 상해사포교
역소 이사장인 穆藕初에게도 재화방 제품의 반입과 판매를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재화방은 3월
30일 상해사포교역소 앞으로 요청서를 보내는 동시에 국민정부 재정부에도 이를 청원하였다.65)
상해사포교역소 이사회는 중국 민족방직공업 측의 반대를 고려하여 주저하였으나 결국 두월
생의 주선으로 재화방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상해사포교역소 이사장인 목우초는 6월 12일 이사
회를 개최하여 재화방의 가입을 협의한 이후 6월 20일 在華日本紡績同業會 총무이사인 船津辰
一郞에게 이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회답을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1935년 8월 1일부터 마침내 재
화방 제품의 상장이 승인되었다. 이는 재화방이 중일친선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하
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66) 재화방으로서도 배일의 해소를 통해 면제품의 소비시장을 확대하
기 위해서는 중일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재화방은 사포교역소에 자사의 제품을 상장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萬寶山事件 이후
61)
62)
63)
64)
65)
66)

吳景平,『宋子文評傳』,福建人民出版社,1992,p.208.
『大阪每日新聞』,1934.3.15 및 3.17.
『綿業時報』1卷3號,1933.6,p.37.
高村直助,『近代日本綿業と中國』,東京大學出版會,1982,p.143.
「日支關係の調整と在支綿業」,『東洋貿易硏究』14卷8號,1935.8,p.1287.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各國ニ於ケル本邦輸出綿紗布取引關係雜件』3卷,E-4-5-0,有吉-廣田外相,第487號,1935.6.15.

사실상 중지되었던 상품의 광고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6월 24일부터 중국 신문에
회사의 이름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7월 8일부터는 일반 상품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
게 되었다.67)
한편 일본은 중국을 제품 소비 시장뿐만 아니라 원료의 공급시장으로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면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일본 최대의 공업부문이며 최대의 수출산업
인 면업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면화와 중일경제제휴의 관련에 대
하여 당시 三陵財閥은 “면화의 개량과 경작 방식이 개량된다면 장래 중국 면화를 가지고 일본
의 수요에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일경제제휴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누차 강
조하는 중요한 원인”68)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 일반에서도 중일경제제휴를
추진하는 일본의 의도를 ‘공업일본, 농업중국’의 경제 예속을 심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경계하였다.
“중일경제제휴론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일본이 경공업국으로
대외수출품 가운데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더욱이 이

서 면제품이

러한 면제품의 원료인 면화

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69)
일본 공사관의 상무참사관인 橫竹平太郞은 경제제휴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본국
으로 일시 귀국하였다. 橫竹은 廣田 외상 및 각 방면과 협의하고 4월 4일 중국으로 돌아와 중
일경제제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관해 화북의 면화를 개량하여 일본으로의 수출을 증가시
켜야 한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일본은 매년 해외로부터 4억원에 상당하는 면화를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
천만원 상당의 면화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적용이 아
점차 개량한다면 일본이 중국에서 가져갈 수 있

으로부터도 3

니기 때문에 중국이 면화를

는 면화는 매년 증가하여 수년 후에는 일

억원 정도에 달하게 될 것이다.”70)
1935년 5월 28일 광전 외상은 다시 有吉明 대사와 중일경제제휴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
고 중국 면화의 증산과 개량을 조장함과 동시에 재배된 면화를 실제 일본 방직공업으로 하여
금 수용하도록 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유길명 대사는 귀임 길에 관서지방의 방직공업 관계자
들과 회견하고 중국 면화의 매입에 대해 협의하였다. 주요한 내용은 河南, 山東, 江西省 방면의
면화가 상당히 증산되었고 품질도 개량되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가능한한 다량의 면화를
구입하여 경제 제휴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71) 이와같이 중일경제제휴에서 면화의
확보는 매우 핵심적이 문제였음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1935년 7월 2일 關東軍, 滿鐵, 東拓과 滿洲國 財政部, 實業部는 長春에서 개최된 연석회
의에서 화북 자원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강을 결정하였다. 회의 결과 광산업, 교통업, 무역
및 면화재배 사업에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만철이 山東의 면화를 중심으로 일본의 면화 자급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면화의 확보가 대중국 정책, 특히 중일경제제휴에서 중요한 문제로 취
67) 「日支關係の調整と在支綿業」,『東洋貿易硏究』14卷8號,1935.8,p.1286.
68) Mitsubishi Economic Research Bureau,Japanese Trade and Industry,1936,p.237.
69)畢雲程,「中日經濟提携と中國の紡績業」,『日支經濟提携に對する支那側の意見』,上海雜誌社,1935.5,p.1.
70) 『朝日新聞』,1935.2.12.
71) 大連商工會議所,『滿洲の棉花問題』,1935.8,p.94.

급되었던 이유는 대영제국 블록경제의 형성과 日印 간의 통상마찰,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인도 면화 불매 이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일본의 면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
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면업의 비중과 면업에서 차지하는 원면의 중요성을 생
각할 때 저렴하고 안정적인 면화의 확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일
경제제휴에서 면화의 확보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72)
일본은 면화를 확보하기 위해 특히 중국의 하북, 산동, 하남 등의 화북지역에 주목하였다. 일
본의 신문은 “화북으로의 진출에서 우리 자본이 특히 주목할 것은 하북, 산동, 하남으로 이어
지는 면화이다”73)라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배일의 해소라는 분위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1935년 10월 9일 중국 재계는 중화민국경제시찰단을 조직하여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재계 및 정부관계자와 중일경제제휴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였다. 시찰단장
吳鼎昌은 같은해 12월에 국민정부 實業部長으로 임명되었다. 동경에 도착한 오정창은 기자회견
에서 중일경제제휴에 대한 소회와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국과 일본 양국의 친선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경제시찰단은 특수한 사
방문하였다. 우리 시찰단의 목적은 귀국의 경제계와 우리 경제
제휴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양국의 경제제휴의
것이다. 따라서 제재 하는 동안
하고 자료를 수집

명을 가지고

계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기초를 쌓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이 주지에 근거하여 조야의 식자를 만나고 상공업을 시찰

할 예정이며 각 방면의 원조와 합작을 희망하는 바이다.”74)

1935년 10월 10일 중국의 경제시찰단은 일본에서 중일경제제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오정창을 비롯하여 중국은행 총경리 宋漢章, 漢口商會 회장 黃文植, 上海市銀行
同業公會 會長 陳光輔, 北平銀行公會 會長 周作民, 上海總商會 회장 兪佐廷, 招商局 총경리 兪
鴻生, 天津銀行公會 會長 鐘鍔, 浙江興行銀行 총경리 徐新六 등이 참석하였다. 일본에서는 兒玉
正金銀行 총재, 深井 일본은행 총재, 井上 三井物産 회장, 三宅川 三菱商社 회장 등 19명이 출
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배일정책의 종식을 선언하였으며 일본은 중국 면화의 개량과 농
업의 개량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75)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시찰단과 일본의 재계 대표들은 중일경제제휴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
한 상설기구로서 中日實業協會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협회는 설립 목적에서 중일경제제
휴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중일 실업가들을 망라하며 본부는 동경과 상해 양
시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회장은 두 명으로서 중일 양국에서 각 한 명씩을 선출하기로 하였으
며, 총회는 매년 한 차례 중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일실업협회의 성
립은 중일 공상자본가가 경제적으로 밀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일경제제휴의 상징적
인 조치였으며, 그 근저에는 국민정부 외교정책의 전변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72)
73)
74)
75)

『日本經濟年報』21輯,1935,pp.38-39.
『朝日新聞』,1935.7.1.
『中外商業新報』,1935.10.10.
『大阪每日新聞』,1935.10.11.

結 論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9․18사변 이후 중국 외교노선은 송자문을 비롯한 구미파가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구미와 연합하여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려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1930년대 초 국민정부의 경제정책은 관세정책에서 보여지듯이 자연히 강한
배일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정부가 추진한 배일적 외교정책 및 경제정책은 막대
한 재정부담을 초래하였으며, 국내적으로 초공전의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든 일본과의 정치, 군사적 충돌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같은 배경 하에서 국민정부
는 배일정책의 상징적 인물인 송자문을 실각시킴으로써 일본과의 화해를 모색하였다. 송자문의
실각은 국민정부 외교정책 및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국
민정부의 배일정책으로 고양된 일본 군부의 경계심을 완화시켜 ‘先安內後攘外’ 정책을 실시하
기 위한 정치적 정세를 조성할 필요가 절실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이 바로 중일친선, 중일경제제휴였다. 장개
석은 왕정위, 당유임 등 대일화해파, 혹은 친일파를 외교정책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외교정
책의 변화를 선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미파인 재정부장 송자문을 해임함으로써 기존에 그가
추진하던 강한 배일적 성격의 관세개정, 원산국표기조례 등이 수정되거나 폐기되었으며, 수정
된 정책은 기존의 배일적 성격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때 1930년대 송자문을 비롯한 배
일파의 주도로 입안되었던 경제정책과 이후 대일화해정책의 기조 속에서 변화된 경제정책의
입안 목적 및 그 성격을 각각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경제정책의 변화는 1930년대
외교정책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중국
시장을 자국의 상품 수출시장과 원료 공급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그 중
심에 바로 최대 산업 부문인 면공업 원료인 면화의 증산, 개량 정책이 있었던 것이다.
【中文提要】

中日戰爭以前時期中日經濟提携論

1930年代初,圍繞着中國外交政策及方針,國民政府首腦里存在着兩個派系,卽首先有以宋子文爲代表
的歐美派或者排日派,其次有以汪精衛爲代表的對日和解派,或者親日派.正在9․18事變後全中國發生
低制日貨運動之背景下,歐美派可以把握立案及實行外交政策的主導權.在這種情況下,財政部長宋子文
堅持推進提高關稅率及成立原産國標記等一系列排日經濟政策.1933年,宋子文首先着手改訂關稅以提
高進口稅率,而沮止綿製品等從日本進口的商品.再加上,在全中國廣範展開低制日貨運動之下,宋子文
成立進口商品的原産國標記,以便一般中國人不曉得買下日貨.這些措施無疑對從日本進口的商品起了
破壞作用,因而日本工商資本家繼續要求日本政府積極參與對中國政府的交涉.
1930年代中日之間的政治,軍事上的衝突及矛盾帶來了經濟上嚴重后果.9․18事變等日本對中國的
侵略政策廣範引起在全中國的低制日貨運動,因而漸漸縮小日本的出口市場.在日本資本主義發展過程

中,中國市場起初具有非常重要意義.但是日本對中國的侵略政策自然縮小日本工業商品的出口市場.對
日本來說,中日之間的糾紛成爲日本貿易蕭條的根本原因.雖然日本侵略東北地區,而確保僞滿洲國爲日
本工商業的獨占出口市場,然而這却廣範引起全中國的低制日貨運動,因而縮小中國市場.從此,日本不
得不採取對中國和解政策.對中國來說,中日之間的衝突很快增加國庫財政負擔.在國民政府一年的財政
支出中,軍事費用占着絶大比重.因此,爲解決財政負擔起見,恢復對日正常關係無疑成爲非常緊迫課題.
雖然汪精衛等對日和解派堅持主張實施中日經濟提携以及對日和解,然而宋子文仍然主張保持對日
强硬政策.對蔣介石來看,爲集中軍事力量以展開剿共起見,中日之間的和解政策具有緊迫課題.中日經
濟提携及緩解緊張措施無疑是解決財政惡化的最好辦法.日本政府反映日本工商資本家的利益,藉此要
求國民政府取消或再改訂關稅等一系列排日經濟政策.這一過程中,宋子文成爲中日經濟提携的最大障
碍.爲實現中日和解起見,蔣介石要求宋子文辭任財政部長.隨后改訂排日經濟政策,而事實上收容日本
的要求,而且實現中日和解政策.
外交政策上的轉變自然影響經濟政策的改訂及變更.國民政府實際上收容日本方面的要求,而再改訂
關稅政策,進而廢止原産國標記政策.中日經濟提携就象徵中日之間的政治,軍事的緩和.藉此,中日兩國
能恢復貿易關係等正常經濟關係.綿製品與棉花占着中日貿易結構上最大比重,因此日本積極推進中國
方面的棉花改良及增産.從而日本積極進口中國棉花,而中國還積極進口日本綿製品.這就是中日經濟提
携的核心內容.對日本來說,通過中日和解可以恢復中國市場,而滿足日本工商資本家的要求.對中國來
說,輕減財政支出,而使以集中軍事力量以全面展開剿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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