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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큰대신문의 선구지 <순환일보>(個H日#닮)에 관한 소고”의 제 

2편으로서， 앞서 제 1 편에서 살펴본 “<순환일보>으| 창간배경과 동기"(前틈 즉 

제4권 저12호에 게재)에 이어，<순환일보>으| 창간과정， 성격과 체재， 편집방침 

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 다읍， 끝으로 <순환일보>가 중국근대신문의 생성 · 발 

전에 미친 주요 영향과 공헌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1) 

그 결과<순환일보>는 1874년 2월 4일 왕타오(王휩)가 홍콩에서 창간했는 

데， 그 성격과 편집체재 등이 중국인창간의 최초의 근대중국어신문으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줬으며， 주요 목적은 중국국민들에게 변법자강과 세계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수호 의식의 고취에 있었으나， 통상하(通上下) . 증식견 (1휩떤 

모) . 우권징(萬채德)을 기본적 보도 · 편집방침으로 삼으면서 다양한 내용을 다 
루었다. 그리하여 중국인들에게 근대신문의 창간을 촉진하고， 그 정형(定型)을 

보여주고， 또한 중국근대신문의 사명과 방향 등을 제시해 주었다. 

Key Words : 중국언론사， 중국근대신문사， <순환일보>， 왕타오(王露) 

* 제1저자 chawheel@hanmail.net ** 제2저자 : limin930@hanmail.net 
1) 본 소고의 연구동기， 연구문제， 연구방법 등에 관한 ‘서론’과 〈순환일보〉의 창간배경과 
동기에 관해서는 전호(前號) 즉 제41권 제2호(2004. 12. 31 발행)에 게재한， 본 소고 
의 제1편 “중국근대신문의 선구지 〈순환일보〉에 관한 소고 : (I) <순환일보〉의 창간 
배경과 동기”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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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備環日報〉의 創刊經韓·體載·內容

앞서 제 1편에서는 [연구문제 1] 에 관한 고찰로서 왕타오(王짧)가 〈순환일 

보〉를 창간하게 된 주요 배경과 동기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왕타오는 실제 

로 〈순환일보〉를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 어떠한 성격과 체재의 신문으로 창간 

해서， 어떠한 편집방침 아래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것이 

바로 본 소고에서 두 번째 연구문제였는데， 이러한 [연구문제 2]에 관한 고찰 

결과를 간단히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個環日報〉의 創刊準備와 創刊號의 發刊

왕타오가 〈순환일보〉의 창간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앞서 말했듯이 1867년 영 

국에 가서 2년 통안 영국 신문들의 발달된 모습과 주요 기능 등을 직접 목격 

하면서였다. 그리하여 1870년 3월 중국의 홍콩으로 다시 돌아오자， <순환일 

보〉의 창간준비를 시작하고 있던 차에 마침 런던선교회 산하 모리슨교육선교 

회 (Morrison Education Society)가 홍콩에서 운영하던 영화서원(英華書院)을 

1871년 폐쇄하면서 부설 인쇄소의 문도 닫자， 그 인쇄시설을 인수했다. 그리 

고 왕타오는 그의 동료 황핑푸(黃平南， 일명 黃勝)와 함께 중국인들로부터 자 

금을 모아 중화인무총국(中華印務總局)이라는 인쇄소를 설립했는데(Vittinghof 

등， 2000, p.318) , 이는 앞으로 창간할 〈순환일보〉의 인쇄를 위해서였다.2) 

2) 이처럼 왕타오가 앞으로 창간할 〈순환일보〉의 인쇄를 위해 영화서원 부설 인쇄소의 인 

쇄시설을 인수하여 중화인무총국을 설립할 때 황핑푸가 커다란 도움을 주었는데， 서양 
인들에게는 황성(黃勝， Wong Shing)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던 황핑푸는 모리슨교육선교 
가 1847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매사추세츠州 맨슨(Manson)에서 서양교육을 받게 했 
던 3명의 중국인 학생들 중 하나였음. 그러나 황펑푸는 건강이 나빠서 1848년 중국으 
로 먼저 돌아오자， 그에게 유학비를 보조해 주었던 홍콩의 The Chjna Majf.._德닮西報， 

1845년 창간)의 발행인 마ldrew Shortrede가 황핑푸를 자기 신문사에 고용해서， 신문 
발행업무를 배우게 했음. 그러나 얼마 뒤 황핑푸는 영화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경리를 
담당하면서 또한 James Legge가 중국의 『五經』 을 영어로 번역히는 것을 왕타오와 함 
께 도와주면서 왕타오와 친교를 맺게 되었음. 그즈음 레게는 「週週實珍J (αùlese 
Seη쩌이라는 잡지도 편집， 발행하고 있었으므로， 황핑푸는 이 잡지의 편집도 도외주었 
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후 황핑푸는 런던선교회의 출판업무 책임자가 되어 20년 동 
안이나 봉직했기 때문임. 그러다가 1871년 영화서원이 폐교되자， 그 부설 인쇄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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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왕타오는 신문인쇄시설을 미리 갖추는 한편， 신문발행을 위한 경힘 

을 더 쌓기 위해 홍콩의 ChÍna MaIl(德ê西報) 중국어판 〈화자일보>(華字日 

報)의 주필도 맡았다. 그러 면서 또 한편으로는 Hong Kong DajJy Press의 중 

국어판 〈중외신보>(中外新報)의 실제 편집·제작·경영을 맡고 있던 중국인 우팅 

팡(ffi廷芳)에게서 신문 제작과 경영방법 등을 배웠는데， 우팅팡은 앞서 말했 

듯이 Hong Kong DaJ!y Press의 발행 인 라이 더 (George N. Ryder)에 게 〈중 

외일보〉의 창간을 제의했으며， 이 신문의 실제 발행도 맡았기 때문이다. 

왕타오는 또한 중국어선문의 편집과 제작 등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인재(人 

才)들을 영입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전 준비들을 3년 동안이나 했다. 그런 다 

음， 드디어 1874년 2월 4일 〈순환일보〉를 창간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중국에서 중국인이 창간한 두 번째 근대적 중국어선문이었으며， 첫 번째는 

〈순환일보〉보다 1년 앞서 1873년 아이샤오메이(풋小梅)가 한커우(漢口)에서 

창간한 〈소문신보>(昭文新報)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문신보〉는 창간 후 

곧 폐간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인 1874년 왕타오가 홍콩에서 창간한 

〈순환일보〉를 중국언론사학자들은 중국인 손으로 처음 창간한 근대적 중국어 

신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왕타오가 이 신문의 제호를 왜 〈순환일보〉라고 붙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거공전(::1(;公振)에 의하면 1850년 7월 청나라 조정에 대한 대규모 반란을 일 

으켜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창건했다가 1864년 청나라 군대에 의해 패망했 

던 태평교도(太平敎徒)들에게 동정적이었던 왕타오가 “비록 태평천국의 혁명 

은 실패했지만 그것이 뿌린 씨를 이 신문이 계속 전파하여 대대로 순환시키겠 

다”는 뭇에서였다고 한다(::1(;公振， 1982, p.153).3) 그러나 서양인들은 ‘순환’이 

라는 중국어 낱말을 그대로 영어로 직역 〈순환일보〉를 The UnÍversal 

αTculatÍng Heralc뻐고 표기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 이 라고 말하고 있다. 

쇄시설을 왕타오에게 인계해주고， 중화인무총국을 설립하여 왕타오가 「순환일보」 를 창 

간하는 것도 도와주었음. 그러나 「순환일보」 가 창간되먼 해 청나라 정부가 미국에 제2 

차 유학생단을 보낼 때， 황핑푸는 그 통역원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으며， 그 후 청나 
라가 워싱턴에 청국대표부를 설치하자 그 통역관으로 일했음. 

3) 거공전은 왕타오가 태평교에 동정적이었던 이유로서， 왕타오가 1862년 중국의 정치와 
사회 개혁에 관한 자신의 복안을 태평천국의 忠王 楊秀淸에게 올렸다가 반도들과 접촉 
한 혐의로 청나라 관헌이 체포하려 하자 서양선교사들의 도움을 얻어 1862년 10월 4 
일 홍콩으로 피신했던 사실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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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備環日報〉의 주요 特性들과 成功 理由

위와 같이 1874년 2월 4일 왕타오가 홍콩에서 창간한 〈순환일보〉는 그 후 

1897년까지 23년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 없이 발행한 민간인 

경영의 중국어일간신문으로서， 이는 중국에서 중국인이 직접 창간해서 성공을 

거둔 최초의 근대적 중국어신문이었다. 그러면 〈순환일보〉는 어떠한 성격과 

체재의 신문이었기에， 당시 홍콩에서 서양인들이 이미 〈중외신보〉와 〈화자일 

보〉라는 두 개의 근대적 중국어선문을 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 

일보〉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1) 優秀한 制作陣과 새롭고 獨特한 編輯體載

〈순환일보〉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첫째 이유는， 왕타오가 10년 동안 주 

필로서 편집은 물론， 경영도 직접 맡으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 그 기초를 튼 

튼하게 닦아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타오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유능 

한 중국인 인재들이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왕타오는 〈순환일보〉 

를 창간하면서 첸신보(錢所伯).홍간푸(洪幹南).펑한천(鴻輪면).궈잔성(郭贊生) 등 

을 영입했다. 이들 중 첸신보는 영국 상인 메이저(M며or) 형제가 1871년 상 

하이에서 중국어선문 〈신보>(申報)의 창간을 준비하면서 홍콩의 〈중외신보〉 

와 〈화자일보〉에 파견하여 중국어선문의 제작과정과 경영방법을 배워오게 했 

던 중국인으로서， <순환일보〉의 창간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4) 그리 

고 홍칸푸와 펑한천은 〈순환일보〉의 실제 편집업무를 도왔고， 궈잔성(郭贊生) 

은 서양어신문들의 기사를 번역하는 일을 맡았다CVittinghoff ， 林햄彦， 黃文江，

2000, p.327). 

이처럼 유능한 인재들이 왕타오와 함께 〈순환일보〉를 제작， 발간했기 때문 

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순환일보〉의 새롭 

고 독특한 편집체재 때문이었는데， 일찍부터 신문에 관섬을 가지면서 1864년 

부터 2년 동안 〈중외신보〉의 ‘근사펀록’(近事編錄)란을 편집했고， 1866년부터 

4) 첸신보는 뒤에 왕타오의 사위가 되었으며 〈순환일보〉의 펀집인이 되었음. 한편 흥간푸 
는 10년간 〈순환일보〉의 편집을 돕다가 뒤에 왕타오 대신 주필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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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은 영국에서 영국신문들의 실태를 직접 목격했으며， 귀국 후에는 〈화 

자일보〉의 주필을 맡으면서 신문편집에 관한 경험을 쌓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왔던 왕타오는 자신이 직접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되자， 과거의 

경험과 생각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업·경제관계 뉴스들을 한데 묶어 제 1면에 배치한 것이 

었는데， 이는 당시 〈순환일보〉의 발행지 홍콩이， 외국인들은 물론， 중국인들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무역선박의 입출항， 상품거래 상황， 물가시세 등 상 

업과 경제관계 뉴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요가 많은 점에 착안했기 

때문이다(賴光臨， 1980, p.1l7).5) 그리하여 당시 영국이나 중국에서 서양인들 

이 발행하던 신문들은 거의 모두가 제 1변에 광고를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 

환일보〉는 광고를 맨 마지막 제4면으로 돌리고 그 대신 제 1면에 상업·경제관 

계 뉴스들은 실었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편집방법은 왕타오가 예상했던 대로 

중국 상인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당시 홍콩에서 서 

양인들이 발행한 중국어선문들인 〈중외신보〉나 〈화자일보〉보다 〈순환일보〉 

를 선호하게 되어， 창간 당시는 약 1천부 정도였던 〈순환일보〉의 발행부수가 

계속 증가했다.6) 그러자 구독료 수입 이외에 광고수입도 늘어나서， <순환일 

보〉는 창간 후 곧 흑자를 내게 되었다. 

2) 대담한 內容과 신선한 文體의 論說

〈순환일보〉가 이와 같이 곧 흑자를 내자 “학인(學人) 출신의 왕타오가 상 

업과 경제 뉴스 중심의 상업지(商業紙)를 내면서 돈을 번다”고 비난하는 사람 

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상업·경제관계 기사 중심의 

상업지처럼 만들었던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순환일 

보〉를 창간한 본래의 목적 즉 중국국민들에게 변법자강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서는 우선 신문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부터 확립해야 되었기 때 

문이다. 왜냐하면 〈순환일보〉는 민간지로서 오직 구독료와 광고 수입만으로 

5) 그러나 이는 중국인 상인들과 사업가들에게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여， 정치개 
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업 엘리트들을 정치화시커기 위해서였다고 비팅호프 
(Vittinghoff) 등은 말하고 있음((Vittinghoff ， 林햄彦， 黃文江， 2000, p.327). 

6) 창간 초기의 연간구독료는 홍콩 달러로 5불이었고 월간구독료는 50센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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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처럼 구독료와 광고 수입만으로 신문을 발행해야 

지， 그렇지 않고 만약 어떤 기관이나 정당 또는 특정인의 후원금을 받아서 신 

문을 발행하면 신문논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순환일보〉의 논설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순환일보〉는 제 1 

면 첫머리에 날마다 논설 l펀을 반드시 실으면서 이를 통해 변볍자강사상을 

독자들에게 고취했기 때문이다. 이들 논설은 〈순환일보〉의 창간 이후 10년 

동안은 왕타오가 직접 집필하면서 중국의 낡은 정치와 각종 사회제도를 비판 

하고， 이들 제도의 개혁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왕타오의 논설은 

매우 날카롭고 때로는 대담하여， 청나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비판 

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청나라 조정의 개혁까지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처 

럼 왕타오가 대담한 필봉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은 〈순환일보〉의 발행지가 

영국의 조차지 홍콩이었고， 또한 홍콩의 영국정부 관리들이 그를 보호해 주었 

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중국 국민들에게 변법자강사상을 고취하여 중국을 다 

시 부강하게 만들려는 왕타오의 일념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념의 왕 

타오의 논설들은 뭇있는 중국인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게 되어， <순환일보〉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또한 왕타오도 명성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그의 독특한 문체 때문이기도 했는데， 왕타오의 문체는 당시 

다른 중국어신문들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과장적이고 진부하고 난해한 문체와 

는 아주 대조적으로서 과장이 전혀 없고， 참신하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품위가 

있으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난해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중국어신문사에서 일 

하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과거(科學)에 실패한 후 생계를 위해 임시로 신문 

사에서 일하던데 반해서， 왕타오는 과거의 초시(初試)에 합격한 학사(學士)였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국에 건너가서 영국신문들을 보면서 신문기사 

의 문체도 많이 연구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왕타오는 과장이 없고， 사실적이 

며 객관적이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했으며， 이러한 문체를 〈순환일보〉의 모든 

채방원(採誌員， 즉 취재기자)과 편집원들에게도 쓰도록 함으로써， <순환일보〉 

는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되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3) 新聞의 普及과 配布에도 남달리 努力

이밖에도 〈순환일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던 이유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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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들어보면， 다른 신문들보다 더 많은 독자들에 

게 더 빨리 신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순환일보〉도 창간 초기는 홍콩의 다른 중국어선문들과 마찬가지로 조간(朝 

刊)으로 발행했다. 하지만 조간신문은 홍콩 이외의 마차오와 광등(廣東) 등지 

에 보급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홍콩에서 마차오와 

광등으로 가는 정기 기선(汽船)은 오후 4시에 한 편밖에 없었는데， 그 전날 

일어난 사건들의 뉴스를 취재하여 저녁에 신문을 제작해서 다음 날 아침 발행 

한 조간신문을 오후 4시발 기선으로 마카오나 광퉁으로 보내서 그 날 저녁이 

나 이튿날 오전에 마카오나 광풍 지역 독자들에게 배포하면， 이들 지역 독자 

들은 결국 하루 전이나 이틀 전 뉴스를 읽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차오와 광둥 지역 독자들에게도 당일 뉴스를 당일에 읽게 하기 위 

하여，<순환일보〉는 1878년부터 석간(것刊)으로 전환하여， 낮 동안 일어난 사 

건들에 관한 뉴스들을 빨리 취재하여 오후 4시 이전에 신문을 제작하여 오후 

4시발 기선 편으로 마카오와 광퉁에 보냈다. 그러자 이들 지역 독자들도 그날 

뉴스를 그 날 저녁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순환일보〉는 큰 환영을 받게 되 

었는데， 이처럼 〈순환일보〉는 독자들에게 더 빨리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남다 

른 노력을 했다.7) 

그런가 하면， <순환일보〉는 상업·경제면언 제 1면은 값비싼 외국산(外國塵) 

양지(洋紙)에 인쇄해서 중국인 상인들에게 별도로 비싸게 파는 한편， 일반 뉴 

스변인 제2면은 값싼 중국산 모태지(毛太紙)나 죽지(竹紙)에 인쇄해서 일반 중 

국인들에게 싸게 팔기도 했는데， 이처럼 제 1면과 제2면을 각각 다른 용지에 

인쇄했던 것은 당시 중국에서 발행한 중국어신문들은 오늘날과는 달리， 기사 

들을 신문용지의 한쪽 면에만 단면인쇄(單面印剛)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순 

환일보〉는 1875년부터는 매달 치의 기사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다 

시 월보(月報)로 만들어서 발간하기도 했다(연간 구독료는 1불이었음). 그러나 

이 월간본(月刊本)은 본지와는 달리 구독자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1년 만에 

중단하고 말았다. 

7) 하지만 1882년부터 〈순환일보〉는 다시 조간으로 되돌렸는데， 왜냐하면 오후 4시에 맞 
추어 신문을 제작하게 되자， 신문제작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신문을 정성스럽게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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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創刊 初期의 紙面構成體載와 編輯方針

위에서는 우선 〈순환일보〉의 주요 특성들과 성공 이유부터 간단히 살펴보 

았는데， 그러면 〈순환일보〉는 어떠한 보도·편집방침 아래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앞서 말했듯이 〈순환일보〉는 1874년 2월 4일 창간해서 

1897년까지 23년 동안이나 발행했다. 그러나 본 소고에서는 창간 초기 10년 

간의 지면구성체재와 보도·펀집방침과 주요 내용만 고찰해 보았다. 

1) 創刊 初期 10年間의 紙面構成體載

〈순환일보〉는 창간 이후 10년 동안 매일 4면을 발행했으며， 이들 4면의 구 

성체재는 1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는데， 다음 〈표 1>에서 보듯이， 제 1면 

에는 위에서 말했듯이 첫머리에 우선 논설을 실은 다음， 홍콩에서의 무역선박 

의 입출항， 상품거래 상황， 물가시세 등 상엽과 경제관계 뉴스들을 한데 묶어 

서 배치했다. 이는 앞서도 말했듯이 〈순환일보〉만의 독특한 지면구성체재였는 

데， 왜냐하면 〈순환일보〉의 창간 당시 영국이나 중국에서 서양인들이 발행한 

신문들은 거의 모두가 제 1변에 광고를 실었으며， 상업과 경제관계 뉴스들만 

별도로 한데 묶어 제 1면 전체에 배치한 신문은 없었기 때문이다. 

〈표 1> 창간 초기 <순환일보>으| 지면구성체재 

제1면 논설과 상업·경제관계 뉴스 

일반 
청나라 황제와 조정 뉴스(주로 〈京報〉에서 발훼) 

제2면 
:!;:;.A 홍콩광주지역 뉴스 
lT::"':' 

기타 지역의 국내 뉴스 및 외국 뉴스 

제3면 선박소식·광고 및 지면관계로 2면에 싣지 못한 뉴스들 

제4면 상품·상업광고와 각종 유료 공고(公告) 

다음 제2변에는 일반 뉴스들을 실었는데， 이들은 크게 네 가지 유형， 즉 @ 

청나라 황제(皇帝)와 조정 뉴스，(2)<순환일보〉의 발행지 홍콩과 그 인근 광 

저우($州) 지역 뉴스，@ 그 밖의 중국 각 지역의 뉴스 및 @ 외국 뉴스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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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배치했다. 그러나 제2면을 세 개 난(爛)으로 나눠 첫째 난에는 먼저 청 

나라 황제의 유지(論듭)-동정(動靜) 등 청나라 조정관계 뉴스들을 싣고， 둘째 

난에는 홍콩과 광저우 등지의 지역 뉴스들을 게재하고， 셋째 난에는 그 밖의 

중국 각 지역 뉴스들과 외국 뉴스들을 함께 묶어 실었다. 이처럼 네 가지 유 

형의 뉴스들 중， 청나라 황제와 조정 뉴스를 첫째 난에 실은 것은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모든 면에서 황제에 관한 것을 맨 먼저 앞세워야 했고， 따라서 중 

국의 전통신문들인 〈저보>(邱報).<조보>(朝報)-소보(小報).<경보기京報) 등도 

황제와 조정관계 뉴스를 맨 먼저 싣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한편 제2면에 실은 일반 뉴스들의 출처(뉴스源)를 보면， 첫째 난의 청나라 

황제와 조정 뉴스들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중국의 전통적 민간신문인 

〈경보>(京報)에서 주로 발혜했고， 셋째 난의 중국 각 지역 국내 뉴스 및 외국 

뉴스들은 당시 홍콩에서 서양인들이 발행한 영어신문들에서 주로 발궤하거나 

전재(轉載)했다(물론 이들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실었음). 그러나 둘째 난의 홍 

콩과 광저우 등지의 지역 뉴스들은 직접 취재해서 게재했다 

제3변에는 선박의 입출항 소식과 기업·상품 광고 등을 주로 실었으나， 지면 

이 부족해서 제2면에 싣지 못한 국내·국외 소식도 실었다. 그리고 마지막 제4 

면에는 각종 광고와 유료 공고(公告)들을 게재했는데， 앞서 말했듯이 당시 영 

국이나 중국에서 서양인들이 발행한 신문들은 모두 제 1면에 광고를 실었음에 

도 불구하고， <순환일보〉는 광고를 맨 마지막 제4면으로 돌린 것은 제 1면에 

는 논설과 상업·경제관계 뉴스들을 싣기 위해서였다. 이상과 같은 〈순환일보〉 

의 지면구성체재는 창간 후 10년 동안 거의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간혹 상업· 

경제관계 뉴스들을 늘려 이들을 제3면에도 싣기도 했다. 

2) 創刊 初期의 주요 報道·編輯方針

다음으로 〈순환일보〉의 보도·편집방침은 창간사에서는 어떻게 밝혀 놓았는 

지 창간호가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그러나 〈순환일보〉의 논설들을 보 

면 왕타오가 〈순환일보〉의 보도·편집방침에 관하여 밝혀 놓은 것들이 있다.8) 

8) <순환일보〉의 논설들은 왕타오의 논설집 『도원문록외펀J (짧園文錄外編)에 수록되어 있 
는 것들을 주로 참조했음 r도원문록외편』 은 왕타오가 1874년 2월 4일 〈순환일보〉의 
창간 이후 10년 동안 직접 집필해서 〈순환일보〉에 게재했던 논설들 중에서 18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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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을 바탕으로 〈순환일보〉의 창간 직후의 보도·편집방침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1) <續環日報〉으l 끓說들에서 밝혀 놓은 報道 • 編輯方針

먼저 1874년 2월 4일(음력 同治 12년 12월 18일)자 〈순환일보〉 창간호에 

실은 ‘본관일보약론’(本館日報略論)이라는 논설을 보면，9) 한 독자의 질문에 대 

답하는 형식을 빌어서， 왕타오가 〈순환일보〉의 보도·편집방침 등에 관한 자신 

의 견해를 밝혀 놓았는데， 그 중에서 우선 하나만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독자: “보관(報館)의 선생에게 여쭈어 보겠는데， 선생이 만든 이 일보(日 

후~)는 논설이든 뉴스 보도이든 간에 논평이 적절하고 서술이 간단명 

료합니다. 그러나 선생이 시사{時事)를 언급할 때 회피하는 것이 많 

으며， 또한 악행자(惡行者)들의 악행을 언급할 때 그 자(者)들의 01 
름을 밝히지 않는데， 이것은 사실대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인의 원칙 

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7" 

선생: “내가 이렇게 기사를 쓰는 이유는 다만 이런 사건들을 차용(借用)해 

서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을 토로하여 무지한 백성들을 계몽시키고지

할뿐이지， 모든 시사 사건들을 일일이 모두 보도하고 또한 악행지

개인들을 낱낱이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음력 同治 12 
년 12월 18일자 〈순환일보>)10) 

다음으로 1874년 2월 12일(음력 同治 12년 12월 26일)자 〈순환일보〉에 

을 추려 놓은 책으로서， 1882년판， 1883년판， 1897년판(J:.海中華書局의 교정판)이 있 

는데， 이들 중 1897년판을 上海書店出版社에서 2002년에 再印한 것을 본 소고에서는 
주로 참조했음. 

9) 이 논설은 〈순환일보〉의 창간사를 대신한 것도 같으나 이와는 별도로 또 창간사도 실 
었는지는 〈순환일보〉의 창간호가 남아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음. 

10) 이 논설에서 ‘독자’의 질문은 실제로 독자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왕타오가 만든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 논설은 〈순환일보〉의 창간호에 실렸던 것이므로， <순환일보〉가 
창간되기도 전에 독자가 이미 〈순환일보〉를 보고 그 논조와 보도방법 등에 관하여 언 
급하면서 질문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이는 독자의 질문에 대답하 
는 형식을 빌어서 〈순환일보〉의 보도·편집방침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위하여 
독자의 질문도 왕타오가 미리 예상해서 만들어서 그에 대답하는 형식을 취한 자문자답 
(自問自答)이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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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했던 ‘창설일보소인’({昌設日報小引)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보면， “큰 나라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백성의 소리를 조정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인 

데， 이는 사람이 원기(元氣)가 막혀 사지(四R것)가 움직 이지 못한다는 것과 같 

다”면서，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백성들에게 원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본국(本 

局， 순환일보사를 지칭: 필자주)은 박채군언(博採群言)， 겸수병축(暴收井홉)의 

방침으로써 백성들의 소리를 모두 보도하겠다”고 〈순환일보〉의 보도·편집방침 

을 밝혀 놓았다 

또한 이 논설에서는 “외국의 사정 즉 정치체제， 공업의 발전상황 및 각종 

풍습 등을 모두 보도하겠다”고 밝혀놓았는데， 이와 같은 외국사정에 관한 보 

도·편집방침은 1874년 2월 6일(음력 同治 12년 12월 20일)자 논설 ‘일보유비 

우시정론’(日報有牌手時政論)에서도 “우리 후세들이 외국사정을 잘 알 수 있도 

록 [본 일보는] 해외 각국의 국토면적은 얼마며， 풍습은 어떠하며，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지 등을 모두 자세하게 보도하겠다”고 천명했다. 

(2) <擔環日報〉의 세 가지 基本的 報道 • 編輯方針

위와 같이 왕타오는 〈순환일보〉의 창간 직후 몇 편의 논설들을 통하여 그 

보도·편집방침을 밝혀놓았는데 이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즉 

통상하(通上下)， 증식견(增識見)， 우권정(萬觀徵)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 

면 이들은 무엇을 말하며 이러한 것들을 〈순환일보〉가 기본적 보도·펀집방침 

내지 기능(機能)으로 삼은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통상하(通上下)란 ‘창설일보소인’이라는 논설에서 밝혔듯이， 박채군언 

(博採群言)， 겸수병축(暴收井홉)의 11) 방침으로써 백성들의 다양한 소리들을 널 

리 취합， 보도하여 백성들의 뜻을 조정에 올바로 상달(上達)하고， 또한 조정의 

뜻을 백성들에게 하달하여 조정과 백성이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러한 통상하를 〈순환일보〉가 첫 번째 보도·편집방침으로 삼은 이유 역시 ‘창 

설일보소인’이라는 논설에서 “큰 나라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백성의 소리 

를 조정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한 사람이 원기(元氣)가 막혀 

서 사지(四뾰)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백성들 

11) ‘博솟群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널리 취함. 暴收井홈: 내용 또는 성질이 다른 것들을 
모두 받아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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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원기를 불어넣기 위하여”라고 밝혀 놓았듯이 당시 중국에서 가장 문제 

였던 것은 나라가 크기도 했지만， 전제정치(專制政治)체제였던 까닭에， 백성들 

의 소리가 조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백성과 조정 간에 상하소통(上下流 

通)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아， 마치 사람의 원기(元氣)가 막히면 사지(四願)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나라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증식견(增識見)이란 위의 ‘창설일보소인’과 ‘일보유비우시정론’이라는 

논설에서 밝혔듯이， 외국 여러 나라의 정치체제， 과학과 공업의 발전상황， 지 

리， 풍습 등을 모두 자세히 보도해서 독자들의 이목(耳目)을 새롭게 하고 견문 

을 넓혀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증식견을 〈순환일보〉가 두 번째 보 

도·편집방침으로 삼은 이유는， 당시 중국인들은 뿌리 갚은 중화사상(中華思想) 

때문에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계가 넓은 것을 모르고， 다른 나라 사람들 

은 모두 요랑캐라고 부르면서 중국의 낡은 정치와 사회제도 등의 고수(固守) 

만 고집해 오다가 서양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었으므로， 변법자강사상의 고취 

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인들에게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과 문물제도 등에 관 

한 견문을 넓혀주고 인식을 새롭게 해서 낡은 중화사상을 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권정(萬觀徵)이란 ‘본관일보약론’(本館 B報略論)이라는 논설에서 밝 

혔듯이， 사람의 선행(善行)과 악행(惡行)들을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서로 권선 

정악(觀善徵惡)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우권정을 〈순환일보〉가 

세 번째 주요 보도·편집방침으로 삼은 특별한 이유는， 위의 논설에서는 밝혀 

놓지 않았으나， 우권징은 신문과 잡지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 이를 

특히 서양선교들이 중국에 건너와 각종 잡지들을 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 

능 내지 편집방침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던 같다(賴光臨， 1878, p. 38). 
〈순환일보〉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 보도·편집방침 내지 기능들 이외 

에， 또한 ‘본관일보약론’이라는 논설에서 밝혔듯이， 논설이든 또는 뉴스 보도 

기사이든 간에 논평은 적절하게， 서술은 간단명료하게 하며， 시사(時事) 문제 

는 중요한 것만 다루고， 악행(惡行) 사건의 보도는 어디까지나 백성들에게 권 

선정악(觀善徵惡)의 마음을 감발(感發)하기 위한 것이므로 악행자(惡行者)의 

성명을 밝히지는 않는다는 것 등을 보도원칙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들 원칙 

을 실천하면서 신문의 올바른 자세와 정도 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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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創궤 初期 論說들의 주요 內容

〈순환일보〉의 내용에 관한 고찰을 위해서 위에서는 우선 창간 초기의 지면 

구성체재와 보도·펀집방침부터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순환일보〉는 구 

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었는가? 즉 뉴스로는 주로 어떤 것들을 보도 

했으며， 논설에서는 주로 어떤 주제들을 다루었는가? 

1) 論說內容의 分析方法과 分析對象

이와 같은 〈순환일보〉의 구체적 내용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본 소고에서 

는 〈순환일보〉에 실렸던 기사들을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순환일보〉의 실물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내용 전체에 관한 분석은 불가능했는데，<순환일보〉는 1874년 2월 4 

일 창간해서 1897년까지 23년 동안 발행했으나， 그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을 아래와 같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ó) 1874년 7월 22일자 1부: 이는 홍콩 정부가 홍콩의 역다리(域多利) 거 
리 근처에 있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기념비 밑에 1897년에 매장해 놓 

은 문물(文物) 주머니를 1977년 9월 발굴했을 때， 그 속에서 1897년 
당시 홍콩에서 유통했던 화폐， 1870년대에 홍콩에서 발행한 중문·영문 

신문들과 함께 나온 것임. 

(z) 1874년 발행의 약 4개월 분: 이는 영국과 일본에 보존되어 있음. 
CID 1880-1884년간 발행의 2년 분: 이것도 현재 일본에 보관되어 있음. 

@ 이밖에 상하이(上海)의 〈신보>(申報)와 〈만국공보>(萬國公報)가 전재 
(轉載)해 놓았던 〈순환일보〉의 기사들이 약간 있으며， 또한 왕타오가 

〈순환일보〉에 게재했던 논설들 중에서 뽑아서 그의 저서 r도원문록외 

편.1 (賴園文錄外編)에 수록해 놓은 180여 편의 논설들이 있음. 

이처럼 현재 남아있는 〈순환일보〉는 얼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을 구 

해 보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부득이 본 소고에서는 왕타오가 1874년 2월 4일 

〈순환일보〉를 창간한 뒤 1884년까지 주필을 맡으면서 직접 집필한 논설들 

중에서 180여 편을 골라서 실어놓은 r도원문록외편.1 (휩園文錄外編)에 수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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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논설들의 내용만 분석해 보기로 했다 12)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와 교육관계 논설들의 내용만 분석해 보았다. 왜냐 

하면 『도원문록외편』 에 수록된 논설들은 〈순환일보〉의 대표적 논설들로서 

정치외교 문제를 비롯하여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 

용을 다루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와 교육에 관한 논설들이 〈순환일 

보〉의 논조(論調)를 가장 잘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정치·교육관 

계 논설의 편수(篇數)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양적(量 

的) 내용분석방법 대신， 질적(質的) 분석방법을 통하여 정치와 교육관계 논설 

들의 주요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이는 『도원문록외편J 에 수록된 논 

설만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순환일보〉의 논설 전체의 내용으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2) 政治關係 論說들의 주요 內容

먼저 정치관계 논설들을 보면， 변볍자강사상을 고취한 논설들이 가장 많았 

는데， 이는 앞서 본 소고의 제 1면에서 말했듯이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 

한 주요 동기의 하나가 바로 중국 국민들에게 변법자강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서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설들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대내적인 것으로서 “중국의 정치제도를 변혁하여 국가 

를 진흥시키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대외적인 것으로서 “국가의 주권을 지키 

기 위해서 세계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자”는 것이었다. 

(1) 對內的으로는 ‘훌法自꿇’을 주장 

첫째로， “중국의 정치제도를 변헥 [변법 ]하여 국가를 진흥시키자”는 주장의 

논설들로는 “변법"(상·중·하)， “변법자강"(상·중·하)， “중민"(重民， 상·중·하)， “양 

무"(洋務， 상·하)， “치중"(治中)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논설의 내용을 보먼， 

12) <순환일보〉의 논설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순환일보〉에 실려있는 논설들과， 또한 
〈申報〉에서 전재(轉載)해 놓았던 〈순환일보〉의 논설들을 張海林이 조사해서 그 목록을 
그의 저서 『王짧評傳J (中國 南京大學出版社刊， 1993)의 부록 pp. 478 -510에 실어놓 
은 논설들의 수는 838편임. 그러나 이들을 모두 얻어 볼 수 없어 본 소고에서는 왕타 
오의 『짧園文錄外編』 에 수록된 〈순환일보〉의 논설 180여 편만 분석대상으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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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계열강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도록 중국이 강력해지려면 변법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변법’의 뜻을 설명하고， 변법의 필요성을 열거한 다음， 

변법이 필요한 각종 제도들과 그 구체적 변볍방안들을 제시했다 13) 왜냐하면 

세계열강의 침략을 물리치려면 과거 2천여 년 동안 중국이 시행해 온 봉건군 

주의 중앙집권체제의 낡은 법률과 제도들을 개혁하여 새로운 국가체제를 건설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논설에서 특히 

강조한 것들을 보면， 첫째로는 조정의 내부적 구조를 개혁하여 쓸데없는 한직 

관리(閒職官更)들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또한 복잡한 법률규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 둘째로는 과거(科學) 제도와 관리의 선발방법을 개혁하여 나라에 

유용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선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군대를 근대 

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한펀 “달민정"(達民情)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보면， “오늘날 세계에는 국가를 

다스리는 체제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주가 다스리는 군주전제체제요， 

또 하나는 백성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민주체제요， 또 하나는 군주 

와 백성이 함께 국가를 다스리는 입헌군주체제”라면서， 이들 세 가지 체제 중 

에서 입헌군주제를 가장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영국처럼 군주와 백 

성들이 함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입헌군주체제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r銷

園文錄外編J , pp.55~56 所收).

이와 같은 주장은 또 “기영국정치"(紀英國政治)라는 논설에서도 피력하면서 

“영국이 세계적 대국(大國)이 된 것은 군사력이 강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상 

업이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 원인은 바로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군주입헌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영국처럼 군주입헌제를 채 

택하여， 나라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군주(君主)는 나라를 다스 

리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아폼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백성들을 존중해야 한 

다고 청나라 황제에게 은근히 충고하면서， 백성·군주·나라 3자간의 관계를 조 

화롭게 이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r훌칩園文錄外編.1 , pp. 

89~90 所收).

13) 하지만 이들 논설은 몇 년， 몇 월， 며칠 자 〈순환일보〉에 게재했던 것인지는 『짧園文 
錄外編』 에 밝혀 놓지 않아서 알 수 없음. 따라서 본 소고에서 인용해 놓은 논설의 내 
용과 그 쪽수는 모두 『짧園文錄外編』 에서 재인용한 것임. 



20 언론정보연구 42-1 호 

(2) 對外的으로는 ‘主權守護’를 주장 

둘째로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열강의 침략에 대 

항하자”는 논설들에서는 서양제국뿐 아니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도 주권을 수 

호하자는 것이 많았다. 이는 〈순환일보〉의 창간을 전후해서 일본도 서양열강 

에 가세하여 중국을 넘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순환일보〉의 창간 두 달 뒤 

인 1874년 4월 일본이 중국의 타이완(台평)에 대한 침략을 시작하고， 유구열 

도(짧球列島)도 병탄하려 하자，<순환일보〉는 “일본통중국고"(日本通中國考)라 

는 논설을 실어서， 유규열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규탄했다( r짧園文錄外 

編.1 , pp.117~ 118 所收).
이러한 논설에 이어 또 〈순환일보〉는 “유구향귀일본변"(짧球向歸日本辯)이 

라는 논설에서， “서양 각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를 제한하는 국제법이 있지만 유명무실할 뿐이다. [때문에] 

요즙 일본의 유구 침략 대해서 공정한 말을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

대부분은 일본 편을 든다. 일본이 명치유신(明治維新) 이래 국가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서양 나라들이 자꾸 일본을 중시하고 중국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중국의 국가 실력이 일본보다 못하기 때문이라 

고 자성(딩省)했다( r훌쉽園文錄外編J , pp.121~125 所收). 또 “박언일본취유구 

유십증"(默言日本取統球有十託)라는 논설에서는 중국이 외적으로는 강한 군사 

력을 키우고， 내적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중용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오늘과 

같은 낙후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국제무대에서 다시 제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r짧園文錄外編J , pp.127~128 所收).

한편 1871년 러시아가 중국의 속령(屬領)이던 투르커스탄에 군대를 진주시 

키자， <순환일보〉는 “아인지재겸병"(散人志在暴뾰)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서 유럽 국가들보다 우선 경계해야 할 것은 러시아라고 주장했다( r짧園文錄 

外編.1 , pp.92~94 所收). 또한 “중외합력방아"(中外合力防散)라는 논설에서는， 

러시아의 영토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주변국들과 힘을 모을 것과， 중 

국이 온 힘을 다해서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국경 수비를 튼튼히 할 것을 호소 

했다( r짧園文錄外編.1 , pp.94~96 所收).

1882년 프랑스도 비록 중국 영토는 아니었지만， 중국이 종주권(宗主權)을 

주장하던 베트남(월남)의 통킹만(東京變)을 점령하고， 강제로 베트남과 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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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맺자， <순환일보〉는 “논법인불인월남위중국번속"(論法人不認越南寫中國 

灌屬)， “논중국의력비월남"(論中國宜力표越南)， “논중조욕구월남의발병"(論中朝 

愈救越南宜發兵) 등의 논설을 잇달아 실으면서 프랑스의 월남 침략을 규탄하 

고， 청나라 군대를 베트남에 출병시켜 프랑스에 대항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다 

가 프랑스가 청나라의 베트남 출병을 트집 잡아， 1884년 8월 중국 푸저우(福 

州)를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청불전쟁(淸佛戰爭)이 시작되자， <순환일보〉는 

“중국이수위전설"(中國以守寫戰說)이라는 논설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전황을 

자세히 분석해 주고， “중필승법론"(中必勝法論)이라는 논설에서는 프랑스에 대 

향하던 중국 병사들의 투지를 격려하고， “논흑기군항거법인"(論黑雄軍抗租法 

Á)이라는 논설에서는 프랑스의 침략에 항거하던 민병(民兵)들인 흑기군(黑魔 

軍)을 칭찬하면서 중국인들의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심을 고취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우수한 군사력에 참배한 청나라가 베트남에 출병한 군대를 

철수하고， 프랑스가 베트남과 맺은 보호조약상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조 

건으로 프랑스와 강화조약을 맺자 〈순환일보〉는 “양무"(洋務)라는 논설에서 

“나라가 강하면 마음대로 국제법을 세우거나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가 

약하면 국제법이 우리 펀을 들어 공정한 말을 하지 않는다. 오호， 슬프도다. 

오늘날의 세상은 단지 두 글자로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利) 

이고 또 하나는 강(彈)이다”라고 개탄하면서， 중국도 하루 속히 변법자강을 하 

자고 중국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r廳園文錄外編J , p.27에서 인용). 

3) 敎育關係 論說들의 주요 內容

다음으로 교육관계 논설들을 보면， 청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 

안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논설들 중 하나의 실례로서 ‘변법’(중)이 

라는 논설의 내용만 소개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는 선생이 보통 한두 

명밖에 없고， 선생들도 거의 다 나이가 많고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이 

들은 명예를 위해서만 일하며， 캉의는 단지 종래의 관례대로만 행할 뿐인데， 

이런 학교제도는 오히려 한(漢)나라 때의 국자감(國子藍)보다 못하다”고 당시 

청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관리 선발의 유일 

한 수단인 과거제도(科畢制度)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錯園文錄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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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J , pp. 1l ~13 所收). 왜냐하면 과거제도는 말로는 국가운용에 필요한 현명 

한 관리를 양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과 

거를 통해 뽑은 관리들은 탁상공론만 할 줄 알고 배운 것들을 현실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제도는 오히려 나라 발전에 큰 걸림 

돌이 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그 대신 새로운 시험제도를 채택하여 유능한 관 

리들을 선발하되，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의 선발시험을 따로 실시， 문관선발 

시험에서는 실제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테스트하고， 무관 

시험에서는 군대의 근대화를 위하여 서양무기의 사용능력을 테스트해서 뽑아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품행이 올바르며 특정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관리선발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순환일보〉는 또한 관리가 될 

유능한 인재들의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혁도 주장하면서 그 방법의 하나 

로서， 특히 중국의 근대화에 필요한 새로운 인재의 양성을 위한 신식 학교의 

설립과 신식 교육의 실시를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식학교에서는 그 교과목틀 

을 문학(文學)과 예학(藝學)으로 나누어， 문학교과에서는 경학(經學).사학(史學). 

작문 등을 가르치고， 예학교과에서는 물리·수학·지리 등을 교육할 것을 주장했 

다. 그리고 이들 교과의 교사(敎師)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틀을 초청해서 가르 

치게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무관의 양성교육을 위해서는 무관학교를 설립하 

여， 근대적 군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어학교도 설립， 외국 

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실업학교도 설립하여 각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자고 주장했다. 

N. <擔環日報〉의 影響과 頁敵

지금까지 위에서는 〈순환일보〉의 창간배경과 동기·특성·체재·보도편집방침·내 

용 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순환일보〉는 그 이후에 

나온 중국인발행의 근대신문들에 어떠한 영향을 어떻게 미치면서 중국근대신 

문의 생성·발전에 어떠한 공헌을 했는가? 이것이 본 소고에서 고찰해 보고자 

했던 [연구문제 3]이었는데， <순환일보〉는 1874년 2월 4일 창간 이래 1897 

년까지 23년 동안 계속 발행하면서 중국근대신문의 생성·발전뿐 아니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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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게 변법자강사상과 개화의식을 심어 주는 등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본 소고에는 중국근대신문의 생성·발전에 미친 주 

요 영향과 공헌들을 몇 가지만 간단히 들어보면서， 이를 본 소고의 결언(結言) 

으로 대신하기로 하겠다. 

1. 近代的 中國語新聞의 創刊을 끊進 

왕타오의 〈순환일보〉가 중국근대신문의 생성·발전에 미친 주요 영향으로는 

우선 중국인들도 근대신문을 창간하도록 자극을 주어， 중국인들이 여러 개의 

근대적 중국어선문을 창간함으로써， 중국근대신문의 생성을 촉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1874년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기 이 

전에 이미 서양인들은 중국에서 여러 개의 근대적 중국어신문들을 창간했음에 

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자 다른 중국인들도 연이어 근대적 중국어선문들을 창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한 이후 다른 중국인들은 어떠한 근대적 

중국어선문들을 창간했는가? 

1) <領環日報〉에 뒤이은 中國A創궤의 주요 中國語新聞들 

왕타오가 홍콩에서 〈순환일보〉를 창간한지 4개월 14일 뒤 인 1874년 6월 

16일(음력 5월 3일) 중국인 릉흥(容閔)도14) 상하이에서 〈회보>C雅報)라는 제 

호의 근대적 중국어신문을 창간했는데， 이 신문은 창간하자마자 청나라 조정 

의 정치와 행정 등을 비판하면서 개혁적 논조를 폈다. 그러자 퉁훔이 이 신문 

의 창간자금을 모을 때 투자했던 광저우(廣州) 상인들이 혹시 자신들에게 화 

(福)가 미칠까 우려해서 〈회보〉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회보〉는 

일단 정간했다가 발행인을 퉁흉 대신에 영국인을 내세우는 한편， 논조도 보수 

적이고 친정부 쪽으로 전환하고， 또한 제호도 〈휘보>C훌報)로 고쳐서 동년 7 

14) 容閔을 광퉁어(廣東語)로는 ‘융쟁’이라고 발음하는데 광퉁 출신이었던 容閒은 자신의 
이름을 항상 ‘융원’이라고 광둥어 발음을 사용하여 소개했음. 그러나 본고에서는 북경어 
로 발음을 사용하여， 풍홍으로 부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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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일 복간했다. 그러나 발행부수가 증가되지 않아 재정난에 부딪친 〈회 

보〉는 주필을 바꾸고 1875년 6월 14일 제호를 다시 〈익보>(益報)로 고쳤으 

나， 역시 발행부수가 증가되지 않자， 동년 11월 7일 폐간하고 말았다. 

1876년 11월 23일 상하이에서 또 〈신보>(新報)라는 제호의 일간중국어신 

문을 중국인 펑쥔광(鴻俊光)이 창간했는데， 이는 펑쥔광이 중국 각 성(省)의 

상인(商人) 2백 명에게서 자본금을 모아 주식회사 형태의 신문사를 설립하여 

창간한 것이었다 이 신문은 중국어판 뒤에 영어판도 붙인 것이 특색이었는데， 

영어판 창간사를 보면， 당시 중국에서 서양인발행의 신문들이 서양인들에게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하 

지만 이러한 목적의 영어판을 서양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자， 몇 개월 뒤 영 

어판을 없애버리고 중국어만으로 신문을 발행했다. 그러나 독자가 많자 않아 

서 경영난에 부딪치게 된 〈신보〉는 창간 6년만인 1882년 자진 폐간하고 말 

았다. 

한펀 〈순환일보〉의 발행지 홍콩에서도 1886년 중국인이 〈홍콩오보>(香港 

典報)라는 근대적 중국어신문을 창간했는데， 이 신문은 홍콩에서 발행했지만 

그 제호에서 보듯이 홍콩과 광둥지역(典는 광둥지역의 옛날 명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신문과 같은 해 6월 24일 광풍의 광저우(廣 

1'1'1)에서도 〈광보>(廣報)라는 근대적 중국어신문을 중국인이 창간했는데， 실제 

창간자는 당시 광퉁 총독으로서 변법자강운동에 앞장섰던 장즈퉁(張之洞)이었 

으나， 당시 그의 비서였던 광치자오(鄭其照) 명의로 창간했다(Britton， 1933, 

p. 79). 야 〈광보〉는 당시 상하이에서 영국인 메이저가 발행하던 중국어신문 

〈신보>(申報)와 체제가 거의 똑 같았는데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광 

보〉도 중국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889년 장즈퉁이 우한(武漢) 총독으로 가고， 그 대신 새로 부임한 

광퉁총독 리샤오취안(李小果)에 대한 비판기사를 싣자， 리샤오취안이 1891년 

〈광보〉의 발행을 중지시켰다. 그러자 〈광보〉는 사옥(社屋)을 광저우시의 프랑 

스 조계 샤멘(沙面)으로 옮기고， 제호를 〈중서일보>C中西日報)로 바꾸어 복간 

했다. 하지만 리샤오취안 총독이 계속 탄압의 손길을 뻗치자 〈중서일보〉는 마 

시 제호를 〈월교기문>C越橋紀聞)으로 고쳤다. 하지만 리샤오취안 총독의 탄압 

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은 1891년 폐간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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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國人創궤의 초기 中國語新聞들의 實態와 發展

위와 같이 1874년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자， 다른 중국인들도 여러 

개의 근대적 중국어신문들을 창간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영국령 홍콩과 

개항장인 상하이·광저우 등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청나라 관헌의 탄압을 피하 

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청나라 관헌의 탄압은 개항장에도 미쳐서， 앞서 말했듯 

이 상하이의 〈광보〉 등이 폐간되었다. 그런가 하면， 1890년경 광저우의 영국 

조계에서 중국인이 창간했던 중국어신문 〈영남일보>(鎭南日報)는 서양인들을 

‘양이’(洋奏， 서양오랑캐)라고 지칭했다가 영국조계 당국에 의해 발행금지를 당 

하기도 했는데， 청나라와 서양 제국간의 조약에서 사용을 금지한 ‘양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곧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 

래서 신문발행을 금지하자，<영남일보〉는 사옥을 광저우내 중국통치구로 옮겼 

으나， 이번에는 청나라 관헌이 발행을 금지함으로써 결국 폐간하고 말았다. 

이처럼 일찍 중국인들이 창간한 근대적 중국어신문들은 이래저래 탄압을 받 

아서 수명 이 길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인들이 신문을 많이 구독하지 않 

은 까닭에 경영난에 부딪쳐 자진 폐간한 신문들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1874년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한 것에 자극을 받아 여러 중국인들도 

근대적 중국어신문들을 창간했으나 1890년 초반까지는 중국인발행의 근대적 

중국어신문들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895년 청일전쟁(淸日戰 

爭) 이후 중국인발행의 중국어선문들이 크게 발달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청 

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참패하자，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도 하루 속 

히 근대화를 이룩하여 국력을 길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들끓게 되면서 중국 

의 개혁주의자들이 다시 변법자강운동의 적극적 전개를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신문틀을 창간했기 때문이다. 

1895년 캉유웨이(康有寫) 등은 변법자강운동의 적극적 전개를 위하여 강학 

회(彈學會)를 설립한 뒤， 동년 8월 베이정에서 〈강학보>(彈學報)라는 기관지 

를 창간했고， 1986년 8월 9일 상하이에서도 강학회 회원 량치차오(梁양超) 등 

이 변법자강사상을 국민들에게 고취하기 위해 〈시무보>(時務報)라는 신문을 

창간했다. 그런가 하면 엔푸(嚴復)도 변법자강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1897년 

10월 26일 상하이에서 〈국문보>(國聞報)라는 신문을 창간하는 등 여러 개의 

근대적 중국어신문들을 중국인들이 창간하면서 중국인들에 의한 중국근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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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순환일보〉는 그 창간자 왕타오가 1897년 70세를 향년 

으로 서거하자 폐간하고 말았다. 

2. 近代的 中國語新聞의 定型을 처음 提示

위와 같이 왕타오의 〈순환일보〉는 중국인들도 근대신문을 창간하도록 자극 

을 주어， 다른 중국인들도 여러 개의 근대적 중국어선문을 창간함으로써 중국 

근대신문의 생성을 촉진했다. 또한 〈순환일보〉는 중국의 신문사학자(新聞史學 

者) 라이광린(賴光臨)이 말했듯이，(D 서양의 선진적 언론개념(言論觀念)과 언 

론사상의 도입，(2) 신문의 역할과 정기능(正機能) 등의 소개，@ 논설기사의 

도입 등을 통해서 중국근대신문의 생성·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賴光臨， 

1980, p. 93).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했듯이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조보>(관 

보)-<경보>(민간지) 등 근대적(前近代的) 신문들이 존재해 왔으나， <순환일보〉 

가 나오면서부터 중국인들도 근대적 형태의 신문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국의 전통적 신문들이었던 〈조보〉나 〈경보〉 등은 사라지고， 그 

대신 서양식의 근대적 중국어신문들이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중국의 근대신문 

이 생성되었는데， 이는 물론 서양언론문물의 영향 때문이었다. 하지만 왕타오 

와 그의 〈순환일보〉의 영향도 컸는데， 왜냐하면 서양언론문물을 도입， 원용 

(援用)하여 중국인으로서는 처음 근대적 중국어선문의 정형(定型)을 창출해서， 

이를 보여 줌으로써 중국인들도 과거의 전근대적 형태의 〈조보〉나 〈경보〉 대 

신， 근대적 신문들을 발행하도록 만든 것은 역시 왕타오의 〈순환일보〉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왕타오의 

〈순환일보〉는 중국인들에게 근대적 중국어선문의 어떠한 정형(定型)을 보여주 

었는가? 

첫째로， <순환일보〉는 신문의 새로운 기능들을 보여주었는데， 과거 중국의 

전통적 관보인 〈조보〉는 황제의 칙령(刺令)， 조정 의 인사(人事) 둥에 관해서만 

간단히 백성들에게 통고했고， 민간지인 〈경보〉 등은 황제와 조정의 통정(動 

靜)， 관료의 인사CA.事)， 사회에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과 기문기사(奇問奇事) 

등만 주로 보도했다. 그러나 〈순환일보〉는 앞서 말했듯이 통상하(通上下)-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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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增見識).우권정(萬勳戀)을 신문의 세 가지 주요 기능으로 삼는 동시에 기본 

적 보도·편집방침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통상하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조정의 

법령과 주요 사업들을 모두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이들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과 소리들도 보도해서 이를 조정이 알게 함으로써 조정과 백성들이 서로 

통하도록 했다. 그리고 증식견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역사지리· 

과학·풍습 등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어 견문을 넓혀 주고， 

이목(耳目)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으며， 우권정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인간들 

의 선행(善行)과 악행(惡行)을 보도하면서 서로 권선징악(觀善徵惡)을 하도록 

계도했다. 그러자 이를 그 뒤 중국인 창간의 중국어신문들도 뒤따르게 되면서 

특히 초기의 중국근대신문들은 통상하·증식견·우권정을 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 

능으로 삼게 되었다. 

둘째로 〈순환일보〉는 중국의 전통적 신문들인 〈조보〉나 〈경보〉 등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논설’이라는 

신문기사의 기능과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설기사는 물론 그 이전에 

서양인들이 중국에서 발행한 서양어신문이나 중국어신문들도 보여 주었다. 그 

러나 신문의 논설기사의 기능과 필요성·중요성 등을 중국인들에게 널리 그리 

고 새롭게 인식시킨 것은 역시 〈순환일보〉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순환일보〉는 매일 제 1면 첫머리에 반드시 논설을 한편씩 실으면서 

중요한 정치사회 문제 등에 대한 비판과 의견을 과감하게 개진하자， 중국인들 

이 ‘논설’이라는 신문기사와 그 역할·중요성 등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순환일보〉에 뒤이어 중국인들이 창간한 신문들도 

거의 모두가 논설을 싣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순환일보〉는 중국의 전통적 신문인 〈조보〉와 〈경보〉는 물론이고， 

서양인발행 중국어신문들의 기사문체와도 전혀 다른 새로운 근대적 기사문체 

도 보여주었다. 즉 〈조보>-<경보〉와 서양인발행의 중국신문들의 기사는 과장 

적이고 진부하고 난해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순환일보〉의 기사들은 과장이 

전혀 없이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참신하고 품위가 있고， 간결하면서도 딱딱 

하지도 난해하지도 않아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사 

문체를 그 뒤 중국인들이 창간한 중국어신문들도 모방함으로써 〈순환일보〉는 

중국신문들의 기사문체의 근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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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國近代新聞의 使命·方向 등도 提示

왕타오의 〈순환일보〉는 위와 같이 근대적 중국어신문의 여러 가지 정형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근대신문의 생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또한 

중국신문의 사명과 자세， 나아갈 방향 등도 제시해 줌으로써 중국근대신문의 

발전에도 여러 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 

단히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순환일보〉는 중국근대신문들이 우선 맡아야할 중요 사명으로서는， 

중국 국민들에게 변법자강사상을 고취하고， 또한 중국민중을 계몽하여 중국을 

하루 속히 근대국가로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하여 이를 

그 뒤에 중국인들이 창간한 중국어신문들， 예컨대 캉유웨이(康有寫) 등이 

1895년 8월 베이정에서 창간한 〈강학보>(彈學報)， 량치차오(梁탱超) 등이 

1896년 8월 9일 상하이에서 창간한 〈시무보>(時務報) 등도 가장 중요한 사명 

으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근대신문들은 처음에는 계몽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정치개혁 문제에 깊이 휩쓸려 들어가다가 19세기 

초부터는 정론적(政論的) 신문들로 변질되어 갔다. 

둘째로，<순환일보〉는 중국근대신문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자세와 보도원칙 

등으로는， ‘본관일보약론’(本館日報略論)이라는 논설에서도 밝혔듯이， 뉴스 보 

도기사이든 또는 논설기사이든 간에 모든 기사의 서술은 간단명료하게， 논평 

은 적절하게 하며， 시사(時事) 문제는 중요한 것만 다루고， 악행(惡行) 사건의 

보도는 백성들에게 권선정악의 마음을 감발(感發)하기 위한 것이므로 악행자 

(惡行者)의 성명은 밝히지는 않는다는 것 등을 직접 실천을 통하여 보여 주었 

다. 그리하여 이를 그 뒤에 나온 중국인발행의 신문들도 본받게 됨으로써， 결 

과적으로 〈순환일보〉는 중국근대신문들의 올바른 자세와 보도원칙의 정립에 

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로， 왕타오의 〈순환일보〉는 중국근대신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으로는， 우수한 자질과 훌륭한 인품을 갖춘 인재들을 신문인(新聞人)으로 선발 

하여 진실한 내용의 신문을 만들어서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할 것을 제 

시했다. 그러면서 우수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반드시 신문인으로 선발해야 할 

이유를 〈순환일보〉의 창간자 왕타오는 아래와 같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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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나라에서 주필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의 엘리트이다. 재주 

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주필이 될 수 없다 ... 신문의 주필을 맡 

는 사람은 반드시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 재주가 부족한 사람과 인품이 

부족한 사람은 주필의 인선(A選)에서 제외해야 한다 ... 기사내용이 사 

실에 어긋나고， 과장되는 것은 근래 각종 신문에 있는 보편적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최소화시켜야 하 

는데， 그러자면 우수한 인재를 주필이나 기자로 뽑아야 한다(<순환일보〉 

의 논설 “論日報漸行”， 王짧의 『짧園文錄外編.J p.172에서 재인용).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왕타오의 〈순환일보〉는 앞서 말했듯이 유능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따라서 그 뒤에 중국인들이 창간 

한 중국어선문들도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자연히 중국신문인들의 

자질(資質)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신문인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자， 우수 

한 인재들이 신문계(新聞界)로 진출함으로써 중국의 근대신문이 발전하게 되 

었다. 때문에 이러한 〈순환일보〉의 창간자 왕타오를 가리켜 ‘중국신문의 아버 

지’라고 린위탕(林語堂)은 불렀다(張海林， 1993, p.1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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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searched for the characteristics, format, contents 

and its influences of the Xunhuan Ripao, the first modern Chinese 

newspaper founded by Wang Tao in 1874. 1n results , it was revealed 

first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format of the paper were modernized 

and westernized differently from those of the traditional Chinese 

newspapers as if most of Chinese journalism historians advocate. It 

was also found that, though its main purpose was to inspire the spirit 

of reformation and enlightenment into the hearts of Chinese people, 

the paper dealt with various subjects and contents, not neglecting of 

the other functions of journalism such as giving informations, 

enlarging knowledges , reinforcing social norms and so on. 1n sum, as 

the first modern Chinese newspaper, the Xunhuan Ripao had lots of 

influences on the posterior Chinese newspapers , facilitating , shaping 

and guiding Chinese modern journalism. 

Key Words: Chinese newspaper history, Xunhuan Ripao, Wang Ta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