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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f용變품時期의 i蘭漢 l짧係어l 래 하여 

閔 斗 편* 

1. 

1898年의 改함連動이 失敗하여 日本으쿄 亡命한 梁투혼起는 H 本 東京

에 도착한지 6 日 만에 티 本 首相 大뼈 퍼f딩 에 게 값넌후運動의 혈相과 政變

의 경위륜 說明하는 퉁文의 서한을 보녔다 1) 이 펀지에서 찌{E은 政變의 

)핑因을 네가지 들고 있다. 첫째는 光絡帝와 j펌太}듭의 다둠， 플째는 新과 

舊의 다룹， 세째는 滿과 漢의 다뜯， 네째는 英陸l과 러시아의 다툼이 그 

것이다. 첫벤째， 두번째 그리고 네반채의 윈인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의 논고가 발표되 었우나 세째의 원인 즉 滿漢關係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관섬이 기울여지고 있지 않다 .2) 

그러 나 이 시 기 의 滿漢關係에 대 한 꽤j파는 rt;EX:‘攻휩運動 自體의 性格

을 이 해 하는데 중우할 뿐 아니 라 後 日의 排滿i함-6p運動의 ￡료i原 問題와 

관련해서도 必평한 일일 것이다. 梁은 이 서한에서 浦평의 對立抗爭을 

* 서 울大學校 人文大 敎授(束洋史學)
1) 日 本外交文펌 MT 161431 454, 上大限발. 향澤j폐， 史料紹介-梁참超致大限 

重信펌， 大I몇雜誌 밍쟁l짧랩 第 4 輯 第표冊， pp. 314. -317. 梁은 이 글의 앞 
부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터本의 東和協會報에 게재케 하였던 듯 하니 

知 입f報 第79冊은 「新黨某君上 日本政會 • 會社論中國政變품」를 東知1없會報에 

서 轉載하고 있 다 (r J:lGtJ(;變法 J H. pp. 601-608 參照). 梁은 陽 10月 20 日
東京에 도착하있는데 이 랍轉은 10月 26 日字로 되어 있다<'93澤周， 關於
康梁亡命 日 本的檢討， 太[갚;j:ff'註씁을띈 第 4 輯 第五冊， pp.306) 

2) 黃影健民는 康有돼에게 「保中國하고 不保大淸」할 의도가있었지만 이는 여 
1X; 4月 以前의 일이고 그 이후로는 그런 정책을 바꾸었다고 하였다 黃民에 

의하면 舊黨플은 여1X; 4月 以後에도 여전히 康이 「不保大淸」할 뜻이 있는 
것 으로 의 심 하었 다고 한다 (同 BÇ ， ).x;E용變法史liJf究， p. 101. 및 p. 305, p.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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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明함에 있어 「變法이 不利於己」 함을 믿는 滿洲諸大田(그 代表는 直

錄總督 榮禮) 이 守舊勢力을 代表하여 西太팀와 結合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梁의 說明에서 漢A 守舊派(漢人으로서 守舊勢力을 구성하는者 

들)라는 개념은 排除되어 있으며 漢-人은 곧 改팬勢力을 代表하는 것으 

로 생각하드폼 調導되어 있다. 이 서한은 亡命 直後의 자기의 立場을 

보다 有주IJ하게 변호하고 보다 더 강한 心情的인 호소의 효과플 나다내 

게 하려 하었기 때문인지 原因들의 설명이 지나치게 댈純化되어 았다. 

이같은 경향은 이 서힌보다는 조금 늦게 씌여갔을 1r.:X;&ι政變記」에도 계 

승되어 있다. 政變記의 j갖훌훌의 總原因을 說明하는 헬에서는31 칫째 원언 

을 西太팀와 光縮帝의 對1I， 둘째 원인을 행固大댄의 守같홉態Bt라 하였 

다. 비록 「上大l짧雪」에서 처럼 滿漢의 對j!T이란 만을 쓰고 았지는 않지 

만 滿洲의 모든 守舊첼「滿、씨 全部 守舊팩人」)윤 1펴띤파고}~ 同一視하。1 

그블이 滿人의 立場에 사 ikfF에 反對하였유윷 「증 가 」블 지1 시 하면사 강 

조하고 있다. 그 j 종거」토 내세운 것이 그 뒤 유탬테낀 滿人大學士 꽤 

행기 말했다는 M1zU又편論이 다. 즉 피iJ짜는 언제 나 「改한은 漢人으1 flj이 고 

滿人의 J땀이다. 나(우리펴씌|人)의 財@:(디그國)은 차라리 친구(外!평人)에 

게 기충 할지언정 @又t:oíH漢人)가 그것윤 니누어 갖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 

었다는 것아다 41 이 朋갔:ixjjk論은 그 둬의 캔Fj滿論으1 展開에 크게 영 향을 

주었던 듯 싶으니 陳天펀의 「합1ft混j5I J::海蘇報 (1903. 6. 10) 의 排폐論 

說61등에 안용펴어 있을 뿐 이니라 주玄‘팎命 1블말 직후 패北떤政돼의 郞

챈명의의 宣言文에서도7) 1빨命 不可避↑生의 증거로썩 인용되이 았다. 그 

3) 木橋에서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은 文海出版社뒀印의 mrru本이다. 찌찌政쩔 
記 第 3 篇 第 1 章 「政짧之떠原因J (p.143) 은 淸議報에 저음 거1 개된 갓아파 

4)1司 h註 . WX7Jc"흔合集本의 .QG}강政變記이1 는 。1 대 목。1 폐[잇되 어 있 다 . ):X;J;양 

]文變룹딘 卷 4 第 4 篇 第 3]딛 I'~ifìr댐담及 今>>3r R딘:將來之 n야'W. þ디 1iiJ J (p , 207) 이1 서 

는 이말을 다시 인용다만시 Jj)j友란 려시아플 가리킨다고 하였다. 
5) 中華民國開國1Í-j-^年잣:앓!: 쩡 1 倚 第16게IJ p.155. 
6) 上抱띔 第 l 篇 第10flf} ， →1二海蘇報 「績嚴拿짧學生密論有↑뀔」 
7) 中華民國뭔{3軍郭督整微告天 F文， 中國한命記 第→冊 文}협(上海 1912.6) pp. 

5-8. 前獨 開國五十年文없第 2 篇 第 1 冊 pp.426-7에 도 수록되 어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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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맡은 과연 얼매나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梁양超는 아 말의 

出處로서 확실성 있는 자료는 대 지 않고 그저 「京師A은 다 알고 있다」 

고만 하였는데 뼈U폈가 말댔다는 IßB友값챔論」이 같은 政變記의 다른 곳 

에는 달리 표현되어 있어 그 신빙성에 상당한 회의블 품게 한다. 즉 「改

후이 滿人의 利가 되지 않는다」는 剛짧의 단은(滿人과 연결 관계를 갖 

고 있냐는) 려시아 사람들이 카르쳐 준 말로 되어 있는 것이다 8) 

또한 滿洲禮部 尙書자리 에 서 쫓겨 난 폈힘布와 滿싸H戶部左待郞인 立山

(쫓j료正黃폈) 등이 光續帝플 l魔位시 키 기 위 해 西太팀에 게 후소하는 한 

펀 西太듭의 뼈威이며 直if~總督인 삶『끊과 密흉흉하었마고 하여 政變〔梁애 

의하면 皇帝의 사실상의 廢位)이 滿ì'i.il人들에 의하여 꾸며졌음을 강조하 

었다 ÐI 핏향超와는 별도로 康有寫는 이 비 政變則後 (1898. 9. 2:i) 에 上海

英國 領事애게 政變을 滿漢對立으토 說ljJf하였고 이해 末에 씀 「自編年

語」에서 검日改華 未期의 狀況을 기술하연서 자키가上海 避짧륜 王張한 

야유보서 :l t京에는 舊黨과 아울러 1~~人(滿人)이 기-득 함(改캘i의 방해가 

됨)을 들고 있고，3:.照、사건(王照의 떠한主張上奏블 禮部尙쉽가 代表플 

tTI否함으르서 光績帝의 노여 움을 사 免職된 샤건) 이 후 1치務댐j、員。I 

西太J팀에게 하11政을 해야 한다고 청하었으먹 이에 立山 등이 天발에 가 

서 榮폈과 짜고 廢立을 모의 하니 「ff;人의 來쓴야 (이 사건윤 모의 하기 

위해〕 벤번해졌다J101 고 하고 있는 것 01 다. 

梁은 「[tfE政變記 증의 政變의 핑댐을 말하는 章。1 이-닌 다른 곳에 

서도 滿漢對立에 래하여 言及하면서 淸政府의 練兵악 宗틈는 않人을 단 

압하기 위한 컷이라 하였고111 滿人인 文셈가 處有혔블 비난하여 「保中

國 不保大淸」이콰고 찬 것이 「滿人의 야음에 깊이 새겨겼다 고 하였 

8) 찌릿댐짝5'[~ 쉰~)， 第 5 Ír~ 했 2 章 支那與各國之關係， p.215. 펴 지 이 j、이 剛
꿇c꺼거1 인하 주었고， 텐합는 이말음 널리 펴뜨랐다고 볼 수 없으나 이렇 
거 _L는 것은 지나친 추측인 풋 싶다. 

9) r:tBi:u.k창설듭닌 갚 3, 第 3Æ펴 第 2 펠 政變之分原困， p.150. 
10) 中國밍 學會編， [.용1:x;變法 1195ì) . 1lI p. S26 빚 11 pp. 159-60. 
1l)[X;!X.政變듭더 卷 ‘1, 第 4 篇 第 3 좁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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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1 띠펴改I뿔關係휩의 차벨 상황을 맏하는 章에서는 端方이 핏人임으 

游人c~l 대헨r 로 해서 (漢A과는 닫다) 관대한 처분윤 받았다고 하여1:11 

만:감플 표맹하고 있다. 漢人으로서의 김정적 

2. 

피해플 븐 

남이있만 시땀의 칭우 전휴 그 

그러면 이같은 폐덴펌立感뺨은 政變으로 얀해 직접깎으프 

梁〕향핍니 康有침만띄 생 각일까 ? 隊I內에 

런 생각을 가컸다 하더마도 公表를 한 수는 없았음 갓야니- 公表룹 예장 

日記의 갱우 미-띤 쓴 수 있씬、윤 갓인데 &~텅]fE와 꽃]듭熾의 정 하지 

우가 그러하다. 

。

一
L 아

 펴 
太f금려J[政宣布‘의 j강찌죄펴는 改]빨運펑j의 →마:J:Fj'판 의 pl 하는 

딘';1)받派人士가 체으[띈 갓뜯 묘르고 았다) 陰八JJ-l一~λ1-<2.. 드 τ7 쓰 ( ð 1.71 
~ • 1;=. l~二 è • \ "[ 

日記에서’ B의 

띠太Jr=r의 이 갇 은 또치 /、룹I i[ J:~깐윤 가리 킴 )는 一己의 IÖ~';쉰릎 위 한 생 각에 서 나온 

것이고 넓家의 감亡}뜯 잉 각하지 아니한 태서 나온 끼이다- 폐人블은 펴太팀이1 

j퍼히기기 응이히다------ 」F리의 소밍→이만 F그떠도 한미-단의 퓨으로 끝강디 

滿人이 파A을 성 삭 망이 이 와 갇으나 장 차 받λ、이 1끼젠애 틀이 의 (소人노풋을 

파띤) 그플이 파人을 (엠바나) 싫야한 것인가 젠은 기피 낀끽갇 수;까 있다. 고 

각해야 5등이나 6꽁의 띠다뷔에 렐갓이 값을 갓이미 1.1) 

펴人 쩌l낀 文티記에서는 또한 改핸이 한칭 진렌되고 있떤 5JJ 19 딘의 

J때가 康-有참블 「保中國 不짜大땀~」한다고 料폐한- 上奏에 [주L 늠n표하띤 λ] 

플다 

1959-2, J증 11、 

子EK制考 찬은 것은 쐐人(따외기) 

면τ섣촬 ì)Jt라는 말을 갚- 풋에 뭔人이 란 말윤 대 신 쓰고 있는 것 이 다 15) 

힌편 葉 j렌없으1 ?찢란티 5디f원~itf( 9月 9 티 條에 보띤 政變의 윈언윤 J 梁}감 

12) J:X;B<;政變記 깥 3, 챙 3 ，~1j 챔 2 I줍 p. 158. 
13) 찌많政첼記 卷 4:, ~~1 ιll~J 第 2 ~ii p.189. 
14) 皮錫瑞， lijfî{:*:쉽[’ 日 記 ~rJéfí염→ 24年 8月 108 條.

1959. p. 151. 
15) 同上註， 5져 19 i=J 條， p. 132. 

알 lJ} 이니다」라고 하고 있다. 

?씨F삼歷C딘資){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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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와 똑 같이 新舊相爭， 많(滿)、파+디팎， 英ffQt텀爭네가지륜들고 있다 161 

同時人에 의한 追述인 원行席의 「첨 jlì{.~~ 댐{닙錄J (1926年刊)에는 光錯帝의 

곱격한 變法政策이 滿人 官際의 판망을 샀다고 말하고 있고， 趙f펴%값은 

「壽太렀f專」에서 r>t;강年의 變注~딩경댄잭에 대해 /Xt월子땅(의 大部分)는 變

法이 그들의 쭈1J!iÌ찮을 그르칠까바 넨 1상하는 자가 많았다고 하고 있다 171 

한등안 康 • 梁의 연헐한 支~.~j:者었떤 상 가흔르의 E物펴tirj t/k3cf휠。lC이一매 

도 J:tEt政變記으} 영 향을 받아) 그의 캡-합 rChinese Crisis Írom WithinJ 

에저 「朋友없慧論」을 引돼하여 反淵펴펙立을 강조하고 있고， 찌냈-政짧 

당시의 玉Rb섣事件을 滿漢對立 갚然化으1 계기쿄 보고 있는 것은 保皇週動

家포서는 오강1 리 텅떤한 것으로 프야잔다 18) 

tJ、上은 쌀人늘의 立쩍셰셔의 써!}한對立펴이 였는데 그러면 샘~~rH人블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기 ? 팔ll5]~파 ;쉰f흉팅[) ~향i필은 政짧 찢 (8月 228) 

의 한 上奏에서 

近來 外f웹으1 핑7듬은 이 T간에 ~~웠( Q G2- --_:-:;한 시략이 모두 따/l、염을 보고 댐lr: 

에서 滿人펀만 픈j 핏人플 ;느원하는 뜬이 있、디고 의셈하그 있디. :~:~l씻는 펴§i젠 

問평에 있셔 븐， ,1 치번마지른 않는이. 그다니 오놓날의 젠펜의 커 ië]에 어지j 어 

띤 면견 c1 탔을 것인가? ...... (그라니， 이되힌 핀듬이 팔고 있으니 그것플 려소 

하는 하나의 方션으로λ1) 파人中악 中JE不갚者 벚 사란을 포 i 다야 의 파올 부 

는 것이 뚱 겠 τP"i 

라고 하고 있다. 亡끼rψ인 껏침~Æ핀뿐 이→니콰 京師에 있는 꽉人‘티’땅플 사 

이이1 政變을 꾀핏침←1??} ]7.場에서 브려는 경 향이 있었、음을 펴人의 입장 

에서 시인하고 있는 갓이다. 名分上흐르는 폐漢→짧를 까지〕우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폐넷으1 삼간;윤 가정 λ1-섣로 삼은 짐정이 있、유윤 알 수 있는 

것 이 다. 값덴파勳을 펴파펀 jrl:의 JL:場에 서 보는 滿人의 T드 마흔 ↑껏u는 

16) !:Jì;))i;變펀 1 p.53G. 

17) 趙炳購 -;?J;~J.:5~ 따 tl~μi:~ι ， 文:ff "lli 3. 
18) Wen Ching (Lim Boon Keng), The Crisis from Within , LOlldo!l, 1901, 

p.62. 
19) 國家챔횟펴 기“l 싸쫓태펴 χr;Q;쫓法꽤案史料， 1958, p.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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輪林院f폼講學士 貼戰의 경 우에 서 도 볼 수 있다. 政變RP後 滿A으로서 湖

北썩뺑에 任命된 曾錄가 (한창 反改草 順向。1 激烈하던 때에) 行政制度

上의 變華을 上奏하자20) 밟觀은 이 를 규탄하여 「滿싸|人이 면서 도」 祖法을 

저 버 리 는 上奏를 하였다고 III 난하였다 21) 始꿨은 曾됐 處릎ij을 주장하면 

서， 改華에 동조하였던 滿人官傑인 關普通武외 端方을 처벨하지 않고 

있유도22) 간캡 적 으로 비 난하고 있 다 23) 짧觀은 滿人과 漢人을 직 정 대 립~ 

시키는 대신 滿A은 大淸과 一줬시키고 그 大淸을 다시 外洋國과 對立

시키고 있으나 견국 그 근저에는 漢人은 外洋의 利益에 (大淸의 利益이 

아니 라) 봉사하는 存在로 간주되 고 있음을 推量하게 한다. 

3. 

이장의 몇가지 例에셔 政變의 被害者이건， 被害者가 아난 사란이걷， 漢

人이건， 滿人이건 간에 改한이 滿人의 쭈IJ깜과 對立펀다고 보고 政變은 

그 滿漢對立의 結果 전개환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政變 前後에 결쳐 적 

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려면 改華論者들은 改:빨期間中 滿漢 문제를 섣제로 어떻게 다루였 

는가? 梁향超에 의하면 改휩運動의 주현 推進者언 康有寫가 改략推進 

20) 曾짧 햄量變通gX;{꺼U iW;E， 여하變法 H, pp.454-460. 이 上奏는 12月初에 올 
렸는데(이 E행로 인한 처떤이 10月 6 日) 아마도 이는 9月 l 터의 1-切政

治有關國計民~者 無論ff舊↑乃應次第推行」이 라는 上廳를 곧이 곧대 로 믿 은 
때문이 이년가 살다. 

21) 혐짧은 며티로 免戰되었다(여j강變法 1I. p. 113) 한편 曾~f을 규탄하는훼 

人 光禮렇少땐1 張깨析은 함의 견 해 가 「全靈팬黨梁}홉超之舊論」 한 것 이 라고 
바난하고 였다(여벚變法챔몇낀:(òj. ， p. 498). 

22) 揚志없， iX;EX;變품人物탱橋， 上， ;jl::京 1961. pp.149-50 및 여밟政變記 p. 
188. 

23) 梁혈超는 政變記 p. 188에셔 I캠方이 처밸되지 않고 오히려 升딴한 것을 「그 
가 滿人언 때문]이라 하고 였다. 禮部待郞으로부터 西寧辦事*많으로 轉
任흰 關普通式에 대해셔는 이플 流벚이나 같다고 하여 滿人임으로 해서 특 

별 대 우를 받았다고는 하지 않고 있 다(淸議報 第 5冊， 成文出ll&iìH: 影印기" 
政變近報 p.271) 평~0~은 이 轉↑판도 滿人인 때 문에 받는 관대 한 조처 리 
고 보고 였다(上협뿔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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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한다 24; 康有쫓對한 일이 최져間 동안 「滿핏不강、 居월同治」블 

냥
 
탱
 

보띤 「請첩民合治 1')밝漢不分웹Jol r>U장年 6J.l 에 'rX:.8G奏감f~J 에 참의 

。1 .1::쫓의 !져침에는 의집스려운 전이 앉지 않으니 있다. 된 것으포 되어 

묘
 

댐
 
얘
 

과
 
」위에 않지만 梁향超의 이 )땅形 그벼도 上奏된 것 같지는 

보아 궤찮不장 居RI司治블 내용으로 하는 上奏플 하기는 폈다고 보이→도 

그
 

강조하였 

있었먼 듯하니 좋-윤 것 같타 25) 減漢不分의 생 각은 ni에 게 확실 등l 

달하기릎 「日本變政쉰」에서 「合滿漢 敎띈女J-[→ 

확싣히 

自歸年펌에서 

있다고 하었다. 言표이 이디펜 티木월rft考에는 오늘날 전하는 

보이고 였다26) 

f펴힘j집가 뷔에 또 滿漢[굶別 문제튿 다문 사한으쿄는 5R元濟7~ 있다. 

않고 그저 滿뿔木강의 떤칙만 강 具E원的 方뚫은 만하지 만한 上奏에서 

「變法담델811낀패除本病統잔全ì]~YU (7月 20 

21) 梁햄超‘ 論變~~.{~、텀각5';':1~-1~Wt之띔~tì，젠， % 2 RH p‘ 67. 
25) 핸影떤은 그으1 fJi침 3!2E<;텔횟짧 〈L갇~f::， 197.1) 에서 이 C띤득 쩔 Ei 으1 i당 

↑낀。1 라 하e〕、다〈p.475). [tEkfFR엄 上낀찬 F딴形그래르기 아니마는 뜻에서는 
월의 의견이j 등의한다. 그려나 꽃이 말한 「潤꽃不分 임~;I되 ;1}」의 1Aj픽퍼은 

갇으니 이 갇은 뜻이 받간 上쫓는 s}딩、샀다고 브는 것이 쥬판 것이다 .. tJ<;r;양 
쫓챔]챔태[117:의 이 上짝 커(~틀에는 國파픔 l띤극Ýi르 고치자고 ]맏투딘다고 았는티1 
「不保大해」이리고 공격받먼 텅←시의 상횡~으료 보아 있플 수 없는 표현이다. 
뿔이 지작한데보 이 上핏에서 國會聞會룹 주장한 것도 삿딘으1 c&ff얻 수 

있다. 또 이 h핏 덴퍼마에 光協帝가 「股HHiJ\ 1&中國:EF j;fE;kj편 ~lU I꿇않짜~ 

權끼]磁 j라 하았음닫 言及하고 았는데 똑같슨 만윤 cì 약 시 간은 단에 上햇 
하였 다는 (DZ찌핏1관하며)의 If띠f 1i調펠~，껑듀Eε f끽Æ開텅당한Jii]뽀쏘1탠才짧jí;Íé if1'장 
上듬켠\j:li영 J (11;한 1~j갚 .C져밟펀奏龍J p.176) 에서 또 다시 즙 Z{( -，[;-1 드: 있는 것으로 

브아 그 진섣성 。l 의신스린다. 많의 年띔〔찌따짝캘 W. :p .155) 에 따프띤 

챔賞編큐r감웹으1 차〕띔씨 「뼈~變;Z急 分폐之苦」를 짜j디히셨다 아았는에 밟멋 

핏病마TJj;{의 드윷좋펴껴1 는 。7 젓 이 얀 브인 다. 

26) 康有섬， 되 짧f「j힘 p. EiO 및 원쩔첼， 많有웰펴]강쉴꿇풍 
pp.189←g。이1 r슴淑굉→합굉女」를 창께 :강조하고 있다. 

27) !여멍變法 fi&gE 링크14 pp .. 12-49. J:X:f;\?;政變記 卷 ,1, 第 4)염격 젤 2 iI으1 ïíiHí선之士 
에 의J"l먼 5ξ元*형외 치댐 원얀은「請變官制去拜탬」하였기 따1 문이라 하었고 
I휩jf판l 自網조듀諸 (p.153) 에 보면 張元濟7} 敵林院과 령E찢r:;t~운 廢11::략자 
고 주장하였다 한다. 오블같 판 수 있는 짧의 ))j{播에 보면 잉林l짜의 廢ll::

는 분영 강1 1닫及파고 있 다. 

위해 

E 本짧政캄~ 

「副}해파했ιJ;-J" 둔」 하기 

Eî~τ li{r 
l 기 I[入 

조한 것과는 달리 훨元濟의 

日)는 具體的으호 그 方法을 만하고 았는각11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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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制에 있어서의 滿漢의 마찰， 社會生活에서의 區別， 差異등을 없이}야 

한다고 하고 그 方法εL로서 ;많;人을 民籍에 편입 하고 滿漢通婚을 허 가하 

고， 營商을 할 수 있도록 職業 選擇의 自由흘 주고， 官府에서의 滿漢표 

列制을 없애고 負짧한- 하l人을 위한 生活對策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光錯 24年 7月 29 日의 上줍는 흉뼈의 八彼;生計에 관핸: 條陳의 軍機大

B죠議覆을 근거 르 하여 八趙生計問題에 관한 새 1j案을 作成할 것을 ;지 

關에 指示하고 았다 28) 효뼈의 條陳의 內容은 1따A에게 직업 선벡의 자 

유블 주어 生計維持에 적극척 으로 활동하게 하고 宗輸 · 따UGR을 점 차 줬 

滅하고， 八雄官學을 정돈하여 교육 효과블 높히지는 것이다， 흥종행의 1條

陳에는 滿漢의 區分을 없앤다든지， 官制에 있어서의 滿漢 差異을 없앤 

다든지 하는 것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宗室， 않人을 漢A과 차별되는 

特珠身分으로부터 해 방시 키 자는 것 이 니 그려 한 特採身分으로 부더 해 단 

되면 결국 官制面에서만 差別윤 둘 수는 없게 될 것입으로 滿漢區웠û을 

2f'分한마는 張)t)齊의 主張과 實質的으로는 같응 것 이 라 할 수 있 다. 

4. 

JY:.C:t‘改華期間 동얀에 漢人의 立場에 서 gk뿔方案의 一環으 로서 滿뿔;각i 

分論이 제기되었、음을 보았는데 滿人들은 아 운동에 어떤 태도필~ 취하었、 

는가? 滿漢對IZ 論者가 보는 것처램 滿人은 改뿔에 전적으로 反對하었 

는가? 

3껴林;院薦吉士요 宗볕 인 픔룹힘는 j짧普通武와 더 불어 ifx:훨에 가장 적 극 

걱 으로 呼應한 사란아 다. 그는 康有혔와 뎌 불어 ifx:료한에 폼조하는 立場

28) .c강않變法 ][, p.93. 빚 p.449 光續帝는 軍擬大띔이 걷윷해의 上奏에 대 해 5월 
覆한 것을 근거 로 八旅生計에 관하여 훤찬新훤하드콕 7月 29 日 에 命하뇨 
았다. 며f강變法 1I. p‘ 93，에서는 이 날짜플 上奏日字로 잡고 있으나 좋체 
의 予빼文錄 文五에 는 [:l(;B(年의 間三月 때}에 安徵젝뺑가 代奏하였다고 하였 
다. 1버쥐힘 [용/떳變法史힘「零給(~펀 I.l(學報第 8 號， 1970) pp.560-61 ,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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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서 知耶學會을 만들어 滿洲人들을 다수 참가시켰고29) 時務報에 말 

표된 「與八題諸君子陳說時局大勢햄」에서는30) 滿洲族이 다른 사람(즉 漢

族)에 비해 天下大勢에 어두워 危機狀況에 무감각함을 개단하면서 國家

王室의 安危에 보다 적극적 인 관심을 보여 야 한다고 하었다. 知꾀6學會의 

취지도 이같은 위기 의식 고취에 있었거니와 壽富의 危機 ;意識은 밖으 

로 外勢의 합犯뿐만 아니라 안으로 民權論의 흉기의 위험도 폭‘합되고 았 

다. 民權論을 滿洲族의 鋼가 될 것임을 경고한 壽富의 뜻은 결국 改후 

運動이 民權論과 같은 과격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改華에 참여하 

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의 「知패學會後序」는 康有寫 中心약 

學會， 報館등의 사엽을 적극 지지하고， 自彈을 위해 분발할 것을 말하고 

있다 311 

壽富보다 더 적극적 으로 改華運動에 同調한 滿λ、으로는 關普通武가 

있다. 그도 個A的으로 康有寫와 가까왔고 保國會에 가입하였으며 禮部

의 守舊派 두 尙書가 王照事件으후 쫓겨 나자 禮部待郞으로 말탁이 되 었 

었다 32) 그는 光錯 24年 7月 3 日의 上奏에서 京師와 各省에 各各 上下

議院을 開設할 것을 주장한， 당시로서는 가장 곱진적인 主표을 하고 있 

다 33) 

그밖에 반드시 康 • 梁과 個人的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고， 主張도 그 

들의 것처렴 진보적이거나 體系的은 아닐지라도 改草運動의 展開에 발 

맞추어 各種改華案을 건의 한 滿)、이 적 지 않다. 便宜上 irY:EIG變法뺨案 

史料」를 가지 고 조사해 보면 이 에 수록된 奏片중 反改寧의 엽 장에 서 있 

는 其他 項의 것과 軍機大많， 總뿔大ê릉의 議覆上奏블 除한 素片이 231 

29) 梁행超， 知흉b學會)한， 時務報 40冊(光紹 23年 9月 1 日) 빛 /많， 年댐， p.138. 
30) 時務報 27冊(光繹 23年 4月 21 티)， 華文書局本， pp. 18,19-1852. 
31) 이같은 품첩가 政變 後에는 많의 亡命 活動이 中國을 위대휴게 히는 것으 

로 보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흥미룹다. 써”깅동 ~~ll , 致宗室
등편富伯福f횟常-論康有f펀띈， rX;B!;變法， 11 , p.651. 

32) 前獨， 傷， 여명變法人物{평鎬， 上(北京， 1961) p.149. 
33) rX;tX;變法댐案史料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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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이 중 滿A의 것은 12伴(쫓펴- 1人 1件， 端方 6伴， 잊감祝 3f牛，FF안더1 

1jjJj파꺼J와 

았지만 대부분은 

이중에는 恩給 2件， f씁끼덩~ 2伴을 모두 ξ드 판) 이 다. 편꺼J 2件，

4완種 같이 많l밭에 非爾調的인 λl-람의 것도 포팍되 고 

이로씨 20%가 봇되는 부띤 죠츠펠i없字의 티k뿔을 건의하는 햇片듬이다. 

이들중 알 수 있다. 엄을 二ç:... "::;:ι 7'" 
。~↓→ • j 改훨에 강당수가 수이지만 쐐A플도 

戶려5當::t.事: ↑딘年의 쫓片의 

하나로 지1 기히고 었다 

주목되 는 것은 宗人府候챔筆IV김式 젠찬， 
j 

이
 

드
 
「

문제블 改한 方쉰의 ，，1 펴 기거 
-'---"ïj γ 경우처램 lfl務의 

5. 

는 것이다 34: 

익]우 성 과플 바탕으로 파여 핍求하든 염 은 

t마프 다-루아 야 헬- 판 문/?11 0 ' 지 만， 政變記7' 즈:강하는 대 jE라 면 四太j핀 

政變의 原|적운 S-늪난의 

르크照팎件으 토 f효n따 거s-의- Tl타폈總督 뤘『많이 政쩔의 主戰 人物이 고 그밖에 

~r7τ긍))'7.".0" γ→L 
‘::r,- I ~→ '-', /}、 ‘기 힌- 텍j펀布의 35) 戶댄ß左f농댄 立LLr ol 榮폈피→ i쫓펀(쿠데 다)흔 

그낚에 改람에 反펀한 }!한人으로는 剛땅두 단폰 지퓨되고 있다 37) 

J發{jt I슬많는 

廢位움 光짧20年 以來 했、 에 은 갓 이 라 쉰→었다. 잃! 이 플 滿洲人 i참官듣s.l 

직 얻 은 政變듬딘가 :13를하는 政變 主!폈~I J~D 팩太듭와 光結웬의 

풍;섣는 政變 홀 함f깐Fl〈] 인 」평f강~~ 보고， 그런더1 政戀記의 

對IZS객→ 

jî;f( 「上大/파雪」의 한
 

그
 
H 언

 
梁」Fr 앞에 띤결펀 것으도 되 어 있다. 받점하거1 

政變의 第→핏J테으~ 꼼 중 땐그kj늠와 光總帝익 對立을 變總j명1죄 4가지 

또 다른 곳에 서 도 西)듬와 光網帝의 對IZ윤 깐j딘l?、칸의 

보아도 멸펴rf.!찾立 

고 였고? 政變듀딘의 

앞서 칫째 로 핍一고 았다 39) 政變띔의 구생으둔 

34) 前폈띔， p. 105, 108. 
35) 찌짜]얹戀記， 卷 2, 전 3 핀， p.127. 
36) ，r:X;많政變記， 卷 3, p-159 맺 {쥔삽li!대김 월]찾 1훨팀앞， J강，1Xj\'홉法 1 , p.476 , )편 

f듀뜸핑([lG방變·핑:N 、.1 p. 1C; O. 
37) J:揚판 p.468. 
38) [lG 1벚政變記， p. 1l9ff. 
39) 그러 나 碩固떻의 」주R뽕마J 여容으로서 는 剛殺의 Ijlï 友?Y-됐듬밟을 「증가 J5!. 내 서l 

워 滿씨IE:部먼:휩:김끼u을 지 적 하고 있 다 (卷三第三침 p.143). 

?子t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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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變이 이-니래 皇政變。1 단순한 論을 서술하는데 第二웹 全部달 비차 

[싸錄으로 光錯뿔폈핍 한 똘:을 첨 帝의 廢立과 갇은 것임윤 강조하었다. 

이라하여 光錯帝의 對立윤 더 돗보。1 게 하고 았다. 西E와 가함으로써 

말한 fjiJ꾀布 立山등 滿人 ~파댐’ c1 )셔務짜 政變記의 「政變츠j컨因」 증에 서 

씌〈i흡하r:t 하였고 델 fri t→ γl 을- 거느리고 西ÃJð에 711 끼L감하기블 皇上이 

이 어 잖樣에게 겨-서 !發:rE을r 說議하있 마는 光縮 20年tJ來익 廢立論。1 政

것이다 40) 야령듯 {쩌;;'1 1 )적돼띄 「증거」로 언켈펴는 變의 }멍因으로삭의 

政變 !펀 f펴므로 갚 

自體의 政짧의 원인으로 

「연장선상」에서 립l次 )'1닙으모 滿漢對立。l

보아지는 것이나 潤펴함立論 그 

약해잔다. 

있다고 

무게는 매우 

對立 :lJt爭의 

고
 

티
커
 이
카
 

주
 
서
 

이유는 션탱하기 어랙운 또 디튼 政짧의 )京띔윤 滿漢對立의 *김핑3L 

다 아는 바와 갇이 좋7 괴- 갇룹의 對立으로 指{파하~앙、듯이 ) 없후 (짧양j댐도 

西강하였다는 λ}집 며 문 이 다. 運動에는 漢人 守舊派의 저항이 상강깐 

더구 나 녕쌓젠는 극용암딩 太E에게 닮"政을 請한 楊뚫B~'는 펙/’、인 것이다. 

奏뺨에서 강픈 北洋太알라졌으며 41) 칠제쿄 S月 1113 의 코줍系의 人物트 

투둡太/뭔 • 皇上을 保꿇하거l 하며 까파의 자다 에 는 

大學士 李i딴판윤 랩→펠깨 하라고 하고 있는 것아 다 42) 또한 

案!밍料의 rl~닫」類에 포함된 處 · 梁 공격 上=췄으} 奏者에 는 1원 4=f;렐， iJ표f中 

jfr, 胡추:震， 는E힘f견의 않人의 이룹。] 滿人안 翊i間緣〔편軍 ?j ， 웠꾀뿔 lt섭 

좋월릉의 이른과 함싸 보인다 43’ 이라한 샤칠은 政變을 펴펜對퍼j’5펌-으프 

jχFZZ끊法돼f 

보 榮『하올 京”며드 단퍼 

40) 여기서 ìi' R 늬는 것은 [강띠年 휩果에서 씌여잔 RJt의 「白뭔'r폐 j ，~찌따變핀 
fý , p ， lG9) 에근 댄太j급에게 흐소환 것이 內鏡部 人j칸이 리 하고 빙한 내용 

은 rL~능變m씁」이 고 「펴꾀I!J윤 하였다고 한데 反해 「[k變記J ([J， 150) 는 內

務)규 人진 外에 f광양1'lî약 jJ‘ 111 이 추까되어 았고 말한 1쳐점은 「닫上無道]로 
되어 있다띤씬 뒤에 쓰1 여진 ~1911) 揮就鼎의 뽕俊{판、 l;ii07、이\?:r:Ji:變합 1, 

p.476\ 씨 는 평평께j의 도!자 R뀔j;:l즙。n 게 哭訴하여 (皇上) 이 「꿇싼끽1융/、」한다고 

말했다고 하여 각치 |처장이 단라 그 쉴寶性에 의심을 갖게 한디 
41) 왜j橋， !X;Ð<;變~Aj힘폐의 f두 1rt 에 매하여， 東洋성3學l~r究 옆 5 뭔(서，9，-， 1971). 
42) P:;El<:變‘法템몇덩::*1 p.466. 
43) 上휩밤， p. αl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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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려는 시도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니 앞에서 

와 마찬가지 로 滿人 가운데 에 서 도 改草 主歡l者인 康有寫，

살펜 바 

梁혈超와밀 

;접한 관계릎 갖고 改華에 동조한 사람이 있고 康 • 梁등과 갇은 잔북적얀 

양안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추진한 개혁 풍조에 맞추어 개혁에 잔동한 

사란이 다수 있었떤 것이다. 

百 H新政期間 통안의 개혁이 滿人들의 特權的 地位를 침해한다고 본 

수 있을까 ? 改후은 궁 극적 으로는 議院制的 · 立憲君主制的 方向으로 갖 

었.을 것이키 혜문에 滿洲人이 漢人과 완전히 같은 條件에 서서 國民의 

一員이 판다면 그들의 少數 存立을 보호해 왔먼 特權이 없어진다는 점 

에서는 不利할지도 모르겠지만 改華으로 인해 滿폐人 大多數의 원중Z. 

極;務의 부패가 해결될 

다고만 볼 수는 없닥. 

가망성도 있는 것이냐 

少數의 滿洲 高位담’댐의 

î:jý:뿔이 滿洲fA에 게 不利라 

경우， 그들의 官쩔로셔 

의 地位가 弱化될 수는 있겠으나 大局的으로 보멈 그들의 근원적인 의 

지인 演廷이 改華을 通하여 滅亡으로부티 救띠l되어 그들의 보다 근웬적 

인 安全이 保障될 수도 있는 것이다(이침이 바로 壽富가 八麻에게 호소 

하여 改華에 참여하기를 권한 이유이다). 이렇게 볼경우 「滿漢對.îz:J 6] 

라 할 때외 滿흘 滿洲族 全體로 볼 것이 아냐리- 少數의 滿人 高位’66]

見解가 제 7] 될 수도 았 니- 滿ìJH뿔族을 니다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다. 그략하여 滿漢對立을 執權層(高位官傑) 內部얘서의 滿漢對立으토 페 

解하려 할지도 모른마. 그러내 滿洲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와對立되는 

漢A 쪽드 執權層어] 속하는 高位漢人 官傑로써 「滿漢對立」의 漢쪽음 f\; 

表시킬수 있을까? 그랭게 보기는 어렴다. 전형적인 경우블 들띤 

事件을 일으컨 保守派인 許應용쫓는 康有寫와 힘껏g의 禮部尙등블였던 

다. 그러므르 漢人 保守派는 滿人뭘族， 滿‘}JH高位官更의 r:þ心펀 

王照

젓이 

의거인 

西太E륜 기 존질서 옹호의 樞횟存在로 본 것 이 다. 온건한保守主義者인 

張之x페이 1900年의 義和團의 펌中에 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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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을 브존하려면 西太팀의 地位의 安定과 無事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 

렇지 않으면 中國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던 所以이 다 44) 漢A 高位람 中에 는 反改章的이 라는 점 에 서 滿

人과 l司調한 사란이 많았다. 그렇 다고 하여 少數의 改훨分子을 〔守舊的

인 立場에 서 滿人 高f立r당들과 강은 立場을 취 한 漢人 高位官들을 除外

힘고서) 滿漢對JL이'* 첼 때의 漢人을 代表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하 

여 꽤洲|人 高位官 • 힐族 • 保守마j인 漢人高官과 少數의 漢人 oZ草論者와 

의 對立을 滿漢對立으료 把握할 수 있을까 ? 

滿漢區分의 廢止는 張元濟가 康有댔의 경우에서 보듯 비밀ζ二런 提言

으토서가 아니라 公然한 提言으로 나다낼 수가 있었던 그러한 것이다. 

정 말로 對立抗爭01 存在하는 狀況에 서 는 그 같은 主張을 公然하케 하기 

어려운 것이 通例이다. 滿漢의 區分은 淸침] 以來 있어 왔다. 그러나 區

別이 았다고 해서 반드샤 對立 • 抗爭이 있는 것은 아니니 區別아 對立 • 

抗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政治的 몇因의 媒介的 빙U햄이 성 

숙해 야 하는 것 이 다 (滿漢區分이 펴피1人의 負짧化의 한 평 λ으로 간주 

되고 있는 상형에저 對立 • 抗爭。1 나다나려면 더욱 그러하대). 

한펀으로 專缺이 나 就防짧iU등을 l發止할 것을 댐’子로 하는 펴漢之分의 

1發止를 친구에의 릅즙l?4i에서 주장한바 있는 調쾌同의 경우도 상당한 정도 

의 反滿‘感精을 갖고 았던 사람이내 滿洲휩~廷에 f답f上흔 거부하지 않았으 

며 45) J:X:E강改草週動의 J믿論家인 梁햄超의 경우도 場州十日記블 힘고 「令

人髮指眼짧」하는삐 心淸的인 反滿感淸을 가졌던 사담이 r:}. 展 • 梁의 

i司志 중에는 大띔을 「;trrj國」이라 하고 「必將大찮L합A所}n分」이라 전 

망한 사람까지 있다 47) 그라냐 아들이 反滿感情을 기겼략→고 해서 곧 

44) 張之洞， 값셨;승:꽤電 ~l~갖:뿔公全集， 卷 160. 電댐 39 
45) 譯램에同， ~강貝7G徵휩， ~핏쪼[學證， 및 仁學， 蔡尙思폐 11편패{뉴l 죠슨% p.408 , 빛 

p. 288, p. 59. 
46) 찌IJ(;變法 1I, p.548. 
47) 覺않要錄， 첩 4, p. 21 ~I칭[x;變품 1I, p.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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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滿력도命運動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 사정은 孫文이 

나 章炳織의 경 우 에 서 도 블 수 있으나 孫文은 李폐펠이 나48) 鄭짧~[1이1 의 

上뿔49) 에서 改草 指向的인 온건한 立場을 제시하였고 그러면서도 李돼 

章에게 펀지를 한 갇은 해에 反滿을 표망한 興中웹블 結成하고 있다. 

이플 「同時에 서후 다른 目標플 추구하는 숙련된 숨책」이라 평가하기 

브다는50) 反滿感情의 存左에 도 不캔l하고 「狀況에 따라」 改良方策을 위 

해 浩의 高힘에 호소한 수도 있고 그 精폐]플 자 13-] 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章때熾도 1898年 與에는 改한派의 기관지인 時務報에 

가담하였고 孫文처럼 李패편에 上팝「하고서도51) 공 열펠한 排滿論춰기

되고 있는 것이다. 

몇는 滿漢의 對立이 나 反펴感情 自體가 중요한 것 이 아니 고 滿漢으} 

區分의 存在 그 自體， 꽉 f~族王朝의 存在 그 自 g뭔가 섣l 사적 상황에 따 

라 푼제 가 되 는 것 이 니 , 이 같은 二重狀態가 값펜週때의 失敗판 f떠힘꽃對 

立의 立場에서 해석하게 한다. 政變을 그 二볕/난態 탓으로 플려 ←→種으1 

減4性각으을 거기서 1發見하게 된다. 改草에 不滿을 품는경우도 마찬기지아 

니 改뿔을 二重狀態플 전체로 하여 해석하려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滿漢二重狀態는 滿漢對立 • 抗팡융 반드시 수만하지 는 않지 만 이 런의 미 

에서 改휩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묘로 改함을 추진하기 위해사는 

守舊熱力하고만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二重狀態 그 自體와도 씨워야 

하는 것 이 다. 풋날 (光絡t 26年) 梁양원가 「大浩괴- rcþ國을 --體化시 키 면 

中國을 保하는 것은 곧 大淸을 保하는 것이 된다J 52 ) 고 後 R 말하였듯이 

값파推進勞力은 滿漢의 分을 없 이 하여 大浩꾀→ ~r그國의 一體 폐J 1平滿많 

之分」이라는 과엽을 평화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엽이 쉬운 

48) 黃季陸， 國父年讀 增訂本(줍北 1969) p.57. 
49) 致鄭藏如휩， 孫中山史料專集， 北京 1979, pp.271-273. 
50) Schiffrin H, Sun Yat-Sen and the Origin of Chinese Revolntion, Berkely, 

1968. 
51) 揚志針， 章太씻年듭휩長編， 北京， 1979, p.40ff p.61. 
52) 梁혈超， J::뺑督李傳相書，ÍÌÍ\永室文集， 五(第 2 冊，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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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로내갤 

改華EE블 규만하는 上떻가 이 「保中國

잠아야 했던 것아 53) 그 단작 인 표견이 다. 

/::1(;，0(;變품時願의 滿漢關係에 대 하여 

일은 아니 니 文댐의 ~꿇派 공격 이 「保中國 • 不保大淸」을 

었고， 政變 !lP後의 (8月 14 티) 

不保大淸」을 꽁격의 로
 답

 文jfj{1로부 gz휴tl~들이 만익 이 滿漢之分廢止에 보다 일찍 성용하-었다띤 

않었을 갓이다. 터의 공격의 「구실」은 주지 

그 두 구성 요소가 마같이 어떤 실제척인 펴을 가잭 二;電앉態 <'.r 히1 저 

한은行使 

않았을지라도 그 存tE담體가 역 

구체 적 으로는 文해의 「不

야 만하는 것은 아니다. r滿洲族」의 存在가 支配的얀 실제적 

하지 못하었고 「對立」을 야기 시 키 지는 

사적작용을 한 것이다. 

保淸」공격 이 요， 政變失敗]京因을 滿漢對f〔에 서 

그러한 뜻에서 그 二헬狀態는 政꿇의 장애가 된 수 았 

었고 딩(!'þ:?*가 ~和的으로 滿漢;깐分을 27} 거하여 z二重狀態自많릎 섣칠적 

으로 없에는데 싣패하자 마침내는 한命폈에게 

求하려는 닮·핏등의 태 

그러한 역사적작용이 

도 었먼 것이다. 

二重狀態으! 짧ik인 협r웹 

n倒의 구실을 주었텀 것이디. 담體의 

53) ['):X;ß(變품J n,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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