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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近代新聞의 先훌훌紙 <擔뀔 H 報〉어l 관한 小考

- (1) <衛웰 H 報>의 創刊背景과 動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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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고에서는 중국에서 중국인으로는 처음 왕타오(王짧)가 1874년 홍
콤에서 창간한 근대적 중국어신문인 〈순환일보>(備環日報)의 창간배경과
동기를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순환일보〉의 창간에 가장 중요한 배경과
동기가 된 것은， 1758년부터 중국에서 서양인들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근대적 중국어신문들까지 발행하면서 중국 여론을 주도하자， 이에 자극을

받아， 중국인들도 근대적 신문을 창간， 서양인발행의 중국어신문들에 대응
하고자 했던 중국인들의 언론사조(言論思湖)였던 것드로 나타났다.
하지만 1870년대 초부터 더욱 거세지고 있던 서양열강의 중국침략에 대
응하기 위하여 중국의 선각적 인사들이 전개한 변법자강운동(變法自彈運
動)도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중요한 배경과 동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운동에 앞장섰던 왕타오는 신문을 통하여 중국인들에게 변법
자강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순환일보>를 창간， 제 1 면 첫 머리에 매일

논설 한편을 반드시 실으면서 변법자강의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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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論

1. 짧究動機와 先行짧究

중국과 일본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그 나름대로의 전근대적

형태의 전통적 신문들이 존재했다. 즉 한국에는 〈조보>(朝報)가 있었듯이，
중국에는 〈저보>(邱報}<조보>(朝￥~) 등의 관보(官후~)와 소보(小報)'<경보〉
(京￥~) 등의 민간신문들이 있었으며， 일본에는 〈가와라반>(互板)이라는 전
통적 신문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의 전통적 신문들은 불행하게도

근대신문으로 이행， 발전하지 못했으며， 중국·일본한국어1 서는 모두 서양의
언론문물야 들어와 근대신문을 생성시켰다.1) 그러면 왜 이처럼 중국과 일
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언론문물을 수용하여 어떻게 근대신문을

생성시키게 되었는가?
이러한 문제에 관한 고찰은 중국과 일본의 근대산문의 생성과정뿐 아니
라， 한국끈대신문의 생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

과 일본은 각각 어떻게 서양의 언론문물을 수용하여 근대신문으로 생성시

켰는지를 고찰， 이를 한국근대신문의 생성과정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비교해보면， 한국근대신문의 생성과정을 좀더 정확하게 규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사(言論史)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이나

일본의 근대신문의 생성과정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소고(小考)의 필자들은 우선 중국에서 근대신문의 생성
과정부터 고찰해 보고자 했다.
하지만 하나의

논문에서

중국근대신문의

생성과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때문에 연구범위를 좁혀， 우선 중국에서 중
국인 손으로 처음 1874 년 2월 4 일(음력 同治 12년 12 월 18 일)2) 왕타오(王
1) 한국의 전통적 관보(官報)였던 〈조보〉는 1883년 한국 최초의 근대신문이었던 〈한성순
보>(漢城쉽J￥야의 창간 이후에도 계속 발행하다가 1894년 폐지했으며， 중국의 전통적 민
간신문이었던 〈경보〉도 1874년 중국인 손으로 처음 만든 근대적 중국어신문인 〈순환일
보>(備環 日報)의 창간 이후까지 발행했음.

2) <순환일보〉의 창간호가 남아있지 않아 창간 날짜에 대한 이론(異論)이 있는데， 창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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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가 홍콩에서 창간해서 1897 년까지 23 년 동안 발행한 근대적 중국어신

문인 〈순환일보>(備環日報)의 3) 창간배경과 과정부터 고찰해 보기로 했는
데， 이를 고찰해 보면 중국에서 근대신문의 생성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순환일보〉의 창간과정만 고

찰해 보기로 하고， 우선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순환일보〉에 관한 연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으나，4) 중국

에서는 많은 연구논문들과 단행본들이 나와 있었다(뒤의 ‘참고문헌’ 참조).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순환일보〉의 창간자 왕타오에 관한 전기적(傳
記的) 연구와 그의 사상에 관한 것들이었으며， <순환일보〉의

창간배경과

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외로 적었다. 또한 이들 연구도 〈순환일보>의 창간

배경과 과정을 종합적아고 체계적으로 규명해 놓은 것은 아니었다. 예컨
대， 라이광린의 연구(賴光臨， 1967)도 비록 <순환일보〉의 창간과정을 비교
적 자세히 소개했지만， 그 창간자 왕타오를 주로 소개한 것으로서， <순환

일보〉의 창간과정 자체에 관한 깊야 있는 논문은 아니었다. 또한 황단의
연구(黃묘， 1998) 도 〈순환알보>의 창간 배경과 동기 등을 다각적으로 탐구

하긴 했으나， 주로 왕타오의 개인적 입장에서 살펴보았으며， <순환일보〉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시대적 배경 등은 제대로 밝혀 놓지 않았다.

2. 짧究問題와 짧究方法
위와 같이 〈순환일보〉에 관한 연구들이 중국에서

이미 많이 나왔지만，

짜가 1874년 1 월 5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문헌도 있으나， 夏良才가 여러 문헌을 연

구해 본 결과， 1874년 2월 4 일이 었음이 확실하다고 함(夏良才， 1990).

3) 엄밀히 말하면 중국인이 최초로 창간한 근대신문은 1873년 文小梅가 漢口에서 창간했
던 〈昭文新報〉로 알려져 있음. 하지만 이 신문은 곧 폐간했기 때문에 다음 해인 1874년

왕타오가 창간한 〈순환일보〉를 중국인 손으로 처음 창간한 근대신문으로 간주하고 있음.
4) 한국에서는 다만 임근수가 “동양에 있어서의 근대신문의 생성과정에 대한 비교사적 연
구"(<亞細亞服究>， 제 36호， 1969) 라는 논문에서 〈순환일보〉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한 것

과 事培根著， 『中國近代言論벚~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제 2장에서 〈備環日報〉

에 관하여 소개해 놓은 것 빛 이민의 석사논문 “한국의 〈독립신문〉과 중국의 〈備環日
報〉에 관한 비교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2004) 등이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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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창간배경과 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외로 적었으며， 또한 이들 연구도
〈순환일보〉의 창간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해 놓은 것은 아나

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순환일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샤

〈순환일보〉의 창간배경‘동기·경위 등을 좀더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했
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을 위해서는 〈순환일보〉의 실제 내용과 〈순환일

보〉가 중국근대신문의 생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
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순환일보〉의 창간배경·동기·경위뿐 아니라， 그

내용과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했는데， 본 소고에서 고찰해
보고자한 연구문제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l > 중국에서 중국인으로는 처음 왕타오(王露)가 근대적 중
국어신문인 〈순환일보>(領環日報)를 창칸하게

된 주요

배경과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연구문채 가 왕타오는 실제로 〈순환일보>를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
어떠한 성격과 체재의

신문으로 창간해서，

어떠한 편

집방침 아래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연구문제 3] <순환일보>는 그 이후 중국인들이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서

창간한 근대신문들

중국 근대신문의

생성·발

전에 어떠한 공헌을 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에 관한 고찰을 위해서 본 소고에서는 역사적 연

구방법， 문헌연구방법， 내용분석방법 등을 병용했다. 그러나 [연구문제

2J

에서 〈순환일보〉의 내용분석에서는， <순환일보〉의 실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왕타오의 저서 『도원문록외편.! (顧園文錄外編)에 수
록되어 있는 〈순환일보〉의 논설 180 여 편만 분석대상으로 했음을 미리 밝
혀 둔다.5)

5)

r짧園文錄外編』 은 왕타오가 1874년 2월 4일 〈순환일보〉의 창간 이후 10년 동안 직접
집필해서 〈순환일보〉에 게재했던 논설들 중에서 180여 편을 추려 놓은 책으로서，

1882

년판， 1883 년판， 1897년판(上海中華書局의 교정판)이 있는데， 이들 중 1897년판을 上海書
店出版社에서 2002년에 再印한 것을 본 소고에서는 주로 참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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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環日報>의 創刊背景과 動機

위에서 말했듯이 본 소고에서 첫 번째로 고찰해 보고자 했던 [연구문제

lJ

은 “중국에서 중국인으로서는 처음 왕타오(王뚫)가 근대적 중국어신문

인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주요 배경과 동기는 무엇이었는가7" 였는데，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소고에서는 왕타오의 개인적 배경， <순환일보〉의 창간

전후 중국의 시대적 배경 및 중국의 언론사적(言論史的) 배경을 중심으로
<순환일보〉의 주요 창간동기만 고찰해 보았는데， 이들 세 가지 배경과 동
기를 고찰해 보면 〈순환일보〉의 주요 창간 배경과 동기를 알 수 있기 때
문이다.

1. 王짧의 個A的 背景과 〈價環日報〉의 創刊動機

첫째로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개인적 배경과 동기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우선 왕타오의 인적(人的) 사항과 왕타오가 출생해서

1874

년 〈순환일보〉를 창간할 때까지 46년 동얀 어떻게 살아가면서 언제부터

왜 근대신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그 기능(機能)과 중요성 등을 인
식해서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그리하여 이러
한 고찰을 토대로 왕타오가 〈순환일보〉의 창간하게 된 개인적 배경과 동

기를 알아보았다.

1) <領環日報>의 創刊者 王露의 家門과 學問的 背景

먼저 왕타오의 인적 사항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왕타오는 1828 년 11 월

10 일(음력 道光 8 년 10 월 4 일) 장쑤성(江蘇省) 쑤저우(蘇州)의 칭둥난(城東
南)에서 50여 리(里) 떨어져 있는 창조우(長洲)의 푸리촌(南里1'1) 에서 태어
났는데，6) 그의 조상들은 일찍부터 대대로 벼슬을 많이 했다. 그러나 명(明)
6) 왕타오의 부모가 처음 지어준 원명은 ‘리빈’(利휠)이었으나， 왕타오가 17세 때 ‘한’(懶)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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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말에 일어난 커다란 난(亂)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급속도로 몰락했다.
그리하여 왕타오가 태어난 당시는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 그의 아버지

왕창구이(王昌桂)가 사숙(私훨) 즉 서당(書堂)을 세워

아동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다.

이처럼 가정형편은 어려웠으나， 왕타오의 아버지 왕창구이는 왕타오의
교육에 온 힘을 다했는데， 왕창구이는 어렸을 때 ‘신동’(神童) 소리를 들었
음에도 불구하고 과거(科學)에 응시해서 출세하지 못한 까닭에 자신의 소
원을 아들이 대신 이루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한편 학자 집안 출신인
왕타오의 어머니 주(朱)씨도 왕타오의 교육에 열성을 다하여 왕타오가 네
다섯 살 때부터 글자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왕타오는 어려서부터 부
모로부터 학문을 배웠는데， 후일 왕타오는 그의 회고담에서 “나는 어릴 때
엄격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9살 때부터 각종 사서(史書)와 경전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공부가 내 일생동안의 학업에 토대를 다졌다”고 술회

했다(王뚫， “짧園老民 自 傳"，

1897).

이렇게 술회했듯이， 9살 때부터 각종 사서와 경전을 읽으면서 학업의 토
대를 다져왔던 왕타오는 17세 때인 1845 년 과거(科學) 초시(初試)에 무난
히

합격해서

학사(學士， 즉 秀才)가 되어 관계(官界)로 진출했다. 그러나

부패했던 청나라 관계는 왕타오에게 승진시험을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자 왕타오는 벼슬을 그만두고， 20세 때인 1848 년 그의 아버지를 따라
상하이(上海)로 올라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사숙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

려나갔다. 그러다가 그 이듬해인 1849년 런던선교회 소속의 서양선교사 월
터 메드허스트W외ter H. M어hurst， 중국명은 찢都思)가 운영하던 성서출판

사인 묵해서관(뿔海書館)에 취직해서 서양선교사들이 성서를 중국어로 번

역하고 편집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1862 년까지 상하이에서 살았다.
2) 上海로 王露의 移住와 西洋近代新聞에 대한 關心의 시작

위와 같이 1848 년 상하이로 올라와 살면서 왕타오는 여러 가지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 하나는 1842년 개항(開港) 이래 서양 각국 사람들

로 개명했다가 1862년 10월 4 일 홍콩으로 피신하면서 다시 ‘타오’(짧)로 고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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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하이로 몰려오면서

이들과 함께 물밀듯이

11

밀려드는 서양의 새로운

문물들을 접하면서 받게 된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인
들과 중국의 문명에 대한 서양인들의 멸시를 당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정
신적 충격 이 었다(王顧，

『짧園 R~홈』 卷三， 1897 ,

p. 5). 그렇다면 당시 상하

이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1 )

王짧의 移住地 上海의 西洋 9 iJ끓에 대한 開港過程

중국이 상하이를 서양 제국(諸國)에 공식적으로 개항한 것은 방금 위에
서 말했듯이 1842 년이었는데

우선 상하이의 개항과정부터 간단히 살펴보

면， 1760년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각종 공산품을 대량생산
하게 된 서양 제국은 그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처와 대량생산된 공산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차(茶)와 향신료(香辛料) 등의 수입을 위해서 아프
리카와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19세기 초부터는 중국에 와서도 통상

과 문호의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 제국의 요구를
중국의 청나라가 거절하면서 극히 제한된 교역권만 주자， 공산품의 판로는
개척하지 못하고 그 대신 중국 차의 수입만 늘어나게 된 영국은 당시 중

국에서 수요가 증대되던 원면(原線)과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여 정부재원을

염출코자 했다. 그리하여 영국은 동인도회사의 관할 아래， 인도의 뱅갈 지
방에서 아편을 재배， 이를 사무역업자(私質易業者)들을 통해 중국에 수출

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출량이 18 세기 말경에는 연간 약 1 천 상자(1 상자는
약 133 파운드)였던 것이 1800-1821 년간에는 4천5 백 상자가 되었고， 1838

년에 이르러는 약 4만 상자로 증가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아편이 중국으로 들어오자， 중국인 아편중독자들이

날로 증가했으며， 게다가 영국의

아펀밀수업자들이

아편밀수를 단속하는

청나라 관헌들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청나라 관리들의 부패를 촉진했
다. 그러자 청나라 황제는 1839년 초 린쩌쉬(林則徐)를 흠차대신(敎差大면)

으로 임명하여， 아편밀수의 중심지였던 광둥(廣東)에 가서 영국의 아편밀
수를 근절시키도록 명령했다. 그리하여 린쩌쉬가 광둥에 가서 영국이 들여

온 아편을 압수하여 불살아 버리고， 군함을 출동시켜 아편밀수 선박들을
단속하다가 1839년 11 월 영국 군함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자 이를 빌
미로 영국은 중국에 원정군을 파견， 1840년 여름 상하이 남쪽에 있는 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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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열도(판山列島)를 점령한 뒤 텐진(天律) 하구까지 쳐들어왔다. 그리하여
흔히 ‘아편전쟁’이라고 흔히 부르는 제 1 차 청영전쟁(淸英戰爭)이 일어났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는 군기(軍紀)가 문란한데가다 영국군의 우세한 화력
(火力)에 밀려， 계속 패배만 거룹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청나라 군대가 패배
한 곳들에서 중국 민중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자 패배를 인정한 청나라는 영국과 정전협상을 벌인 끝에 1842년 8

월 29 일 난진(南京)에서 영국과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난징조약(南京條約)
은 중국에게는 매우 굴욕적인 것으로서

그 골자는 @ 청나라는 린쩌쉬가

몰수했던 영국의 아편대끔과 전비(戰費)로서 2천 1 백만 불(멕시코典)의 배상

금을 영국에 지불하고，(2)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며，@ 영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중국의 5 개 항구， 즉 광둥(廣東).마카오(演門).푸저우(福州).닝

보(寧波).상하이(上海)를 개방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조약을 청나라가
영국과 체결하자， 프랑스와 미국도 청나라에 문호개방을 요구해 왔다. 그
러자 할 수 없이 청나라는 1844 년 7 월 3 일 미국과 청미왕샤조약(淸美望層
條約)을 맺었고， 같은 해 10월 29 일 프랑스와도 청불황푸조약(淸佛黃補條
約)을 체결했는데， 이들 조약도 모두 중국에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2) 王韓가 移住해 왔을 당시의 上海의 狀況
바로 위와 같은 조약들에 따라 상하이도 1842년 서양 제국에 문호를 개

방하자 서양인들이 몰려왔으며， 이들은 서양 각국이 상하이를 비롯한 각
개항장에 주재시킨 자국 영사(領事)들의

보호 아래

‘치외법권’(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 을 누리면서 상업적·종교적 활동 등을 자유롭게 했다. 왜냐
하면 치외법권은 서양인뿐 아니라 그들의 상품과 재산에까지 효력을 미쳤
으며， 이러한 효력이 점차 회-대되어 나중에는 서양인들이 고용한 중국인들
까지도 청나라 관헌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되었거 때문이다.
특히 서양 각국이 상하이를 비롯한 각 개항장 내에 설치한 자국민들의

거류지구(居留地圖)인 소위

‘조계’(租界， 정식

명칭은 ‘共管居留地’ 또는

‘專管居留地’)들은 서양 각국의 식민지와 마찬가지가 되었는데， 이들 조계
의 경찰과 행정은 해당 지구를 설치한 나라가 각각 맡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조계는 1845 년 영국이 처음 상하이에 설치하자 다른 나라들도 서로 다
투어 설치함으로써 그 수가 점차 늘어났다. 이들 조계는 서양의 문화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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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중국에 확산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각 조계에 서양인
들이 회사상점·은행·학교도서관·병원·호텔을 설립하고， 전기·전화상하수도·가
로등 등도 설치하자， 이를 본 중국인들은 서양의 발달된 문물과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부러워하면서 자연히 서양의 문화적 영향이 중국인들에게 파

고들었기 때문이다.

1842년 개항한 5 개 항구도시들 중 상하이는 특히 수많은 서양인들이 몰
려와 거주했으며， 그래서 영국이 맨 먼저

1845 년 조계를 설치하고， 각종

근대적 시설들도 설치함으로써 새롭고 번화한 항구도시로서 급격히 변모
하고 있었다. 따라서 1848 년 왕타오가 푸리촌에서 상하이로 처음 올라와서
서양의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을 접하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
데， 그 실례의 하나로서， 왕타오가 일하던 묵해서관에서 1850년 서양에서

새로운 활판인쇄기를 들여다가 18 개월만에 모두 11 만 5천 권의 『신약성
서』 를 찍어내는 것을 보고， 그 뛰어난 성능에 왕타오는 크게 놀랬다고 한
다. 또한 당시 서양인들이 중국에서 발행하던 근대적 신문을 상하이에서

처음 보고서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가 태어났던 시골인 창조우(長
洲)의 푸리흰南里村)에서는 신문을 구경조차 할 수 없어서 ‘신문’이라는
것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3)

王輪가 上海에서 처음 본 西洋A 發行의 新聞

왕타오가 상하이로 올라와서 처음 본 신문은 중국의

전통적 신문들인

조보(朝報)나 경보(京觸 등이 아니라， 서양인이 발행한 근대신문을 말하는

데， 서양인들은 1842 년 청나라가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방하기 이
전부터 중국에 건너와 1822년부터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7) 그러나 왕

타오가 상하이로 올라왔을 당시， 이곳에서는 아직 신문을 발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서양인들은 처음에는 주로 마카오와 홍콩에서 신문을 발행하다
가 점차 중국 대륙으로 북상하면서 상하이에서는 1850년부터 신문을 발행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타오가 1848 년 상하이로 올라와 곧 서양인발행의 신문을 보았
다면 그것은 당시 홍콩에서 영국선교사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이

7)

서양인이 중국에서 창간한 최초의 신문은 1822년 포르투갈인이 마카오에서 창간한

Abelha da China( ‘The Bee of

China’라는 뜻)라는 포르투갈어신문이었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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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 영어신문 The Friend of China( 中國之友， 1842년 창간)나 또는 영국

인 앤드류 쇼트레드(Andrew Shortrede) 가 발행한 영어상업지 China Mail(德
몸西報， 1845 년 창간)이었던 같은데， 이들은 상하이에도 배포되었기 때문
이다. 특히 때e Friend of China의 발행인 모리슨은 왕타오가 일하던 상하
이의 묵해서관 운영자 메드허스트와 같은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메
드허스트와 함께 여러 개의 중국어잡지들도 발행한 적이

있으므로， 그가

발행하던 The Friend of China를 상하이의 묵해서관에도 보냈음이 거의 확
실하다. 때문에 이 신문이 왕타오가 묵해서관에 취직해서 처음 본 신문으
로 잠작된다. 하지만 왕타오가 처음 본 신문은 1850년 영국인 헨리 서어만

(Henry

Sheannan) 이 상하이 에 서 창간한 돼e North-China Herald(北華據報)

라는 영어주간신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상하이에서 최초로 나온 신
문이었기 때문이다.
왕타오가 처음 본 신문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상하이로 올라와서 처음
근대신문을 접하게 된 왕타오는 점차 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왕타오에

게 특히 신문에 관심을 갖게 만든 것은 서양인발행의 영어신문보다는 중
국어신문이었는데， 서양인들이

1858 년부터 중국어신문도 발행하기 시작하

자， 이들 중국어선문은 왕타오뿐 아니라 다른 중국인들에게도 커다란 관심
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서양인이 발행한 최초의 중국어선문

은 1858 년 영국인 라야더 (George
외신보>(中外新報)였는데，

N. Ryder,

윷a맴)가 홍콩에서 창간한 〈중

이는 라이더가 발행하던

영어일간신문인 Hong

Kong Daily Press(存刺西報， 1857 년 창간)가 그 중국어판[中文版] 형태로
창간한것이었다.
이러한

〈중외신보〉에

이어

1861 년에는

앞서

말한

상하이의

The

North-China Herald도 〈상하이신보>(上海新報)라는 중국어판의 발행을 시
작했다. 이는 상해에서 나온 첫 번째 중국어신문이었는데， 창간하자마자
당시 상하이 근교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던 태평천국(太平天國)의 반란군과

청나라 군대와의 교전(交戰)에 관한 뉴스들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러자
당시 안전지역이던 상하이로 피난 와서 그들이 버리고 온 고향의 소식과

태평천국란에 대한 청나라 군대의 진압 상황을 몹시 궁금하고 있던 많은
중국인들의 커다란 환영을 받아서 〈상하이신보〉의 발행부수가 급격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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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다(曾虛白，

1981 , p. 143). 그런데 이 신문은 청나라 군대의 승전보뿐

아니라， 태평천국 반란군의 소식과 전투지역에서 청나라 군대의 약탈사건
등도 보도하자， 이러한 〈상하이신보〉의 공정한 보도 태도를 보면서 왕타

오는 서양의 근대적 신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3) 홍콩으로 王廳의 避身과 西洋人發中國語新聞의 編輯에 參與
위와 같이 서양의 근대신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왕타오는 그 뒤

1862

년 홍콩(香港)으로 가서 신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 왕
타오는 왜 상하이에서 홍콩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부탁 간단히 살펴
보면， 1860년 영국과 프랑스는 군대를 몰고 와서 청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동년 10월 베이징에 입성했다. 그러자 청나라는 할 수 없이 휴전협정을 맺
고， 영국에게는 새로운 조차지(租借地)로서 홍콩 맞은편의 쥬롱반도(九龍半
島)를 주었으며， 프량스에게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지방에서 자유

롭게 선교를 하고， 또한 재산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러자 이
를 구실로 러시아도 청나라로부터 최혜국의 특권을 얻어내면서 중국은 세
계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해 갔다.

이렇게 되자 중국의 뜻있는 인사들이， 서양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하
여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야는 한편， 중국의

정치와 사회제도

등을 개혁하여 증국을 다시 중흥시키자는 자강운동(自彈運動)을 시작했다.
그러자 왕타오도 중국의 정치개혁에 관한 자신의 복안(H흥案)을 여러 차례

청나라 조정에 상서〈上書)했다. 그러나 이를 청나라 조정이 무시하자， 왕타
오는 그의 개혁안을 청나라 조정 대신， 당시에 청조(淸朝)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태평천국란(太平天國)을 수립했던 태평천국의 충왕(忠王) 양슈칭(楊
秀淸)에게 올렸다. 그러자 청나라 관헌이 왕타오를 반도(꿨徒)들과 접촉한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왕타오는 묵해서관 운영자 메드허스트를 비롯한 서

양선교사들의 도움을 얻어

1862 년

10월 4 일 홍콩으로 피신했다(張海林，

1993b, p. 96).
이렇게

하여

홍콩으로

간

왕타오는，

영국선교사

제임스

레게 (James

Legge) 가용) 중국의 오경(五繹 즉 詩經·書經·易經·禮記·春秋)을 영어로 번역하

는 일을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1865 년 출판한 레게의 영역본 『예기.!I (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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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의 서문을 보면， 레게는 왕타오를 “본인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그 어느

중국학자들보다도 고전(古典)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했다.9) 또한 레게는 1871 년 그의 동생에게 보낸 펀지에서도 “우리는 오경
중에서 네 번째로 『시경.! (詩經)을 380쪽까지 인쇄했는데， 나의 중국인 조

수(助手) 왕박사(王博士， 왕타오를 지칭: 필자주)에게 주는 20불을 포함해
서 매달 105 불이나 들어서 출판비용이 크게 부담되는데， 때로는 일주일 내
내 왕박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그를 고용하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왕박사는 참으로 나에
게 매우 가치 있는 인물이다. 특히 요즘 나는 서문을 쓰고 있기 때문엠 그
의 조력(助力)이 많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일류의 중국인 학자가 필요한데，
그와 비교될 만한 다른 학자들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왕타오를 높

이 평가했다(Britton， 1933,
이러한

왕타오는

p. 42 에서 재인용).

레게의

오경

번역을 도와주는

한편，

1864년부터는

Hong Kong Daily Press의 중국어판 〈중외신보〉의 ‘근사편록’(近事編錄)란
의 편집도 맡게 되었는데， 브리된Roswell S. Britton) 에 의하면 왕타오가
선문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위와 같은 ‘근사펀록’란의 편집을 맡게
된 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Britton， 1933 , p. 42).10) 그러나 왕타오가

8) 당시 레게는 런던선교회(Lρndon Missionary Society) 산하 모리슨교육선교회(Moπlson
Education Society) 에서 운영하던 영화서원(英華書院) 교장이었는데， 영화서원은 본래
1815년 말레시아의 말래차(Malaca) 에서 설립， 이곳 화교(華橋) 자녀들을 교육하다가

1842

년 청나라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자 런던선교회가 홍콩을 중국에 대한 새로운 선교기
지로 삼기로 하고， 1843년 홍콩으로 옮겨오면서 그 산하 영화서원도 함께 옮겨왔음

9) 레게의 영역본 『禮記』 서문(1865년판): “본서의 편찬자는 본인에게 커다란 도움을 준 쑤
저우 출신 왕타오의 헌신적 노력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한다. 본인이 이제까
지 알고 있는 그 어느 중국학자보다도 고전(古典)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이 학자는
1863년 말 홍콩에 와서 오경을 번역하면서 수많은 주석(注釋)을 달아 주었다 또한 본인
에게 중국사상을 설명해 주면서， 때로는 본인과 논쟁까지 별이며 본인의 번역작업을 도
와주면서 수많은 각고(刻苦)의 날들을 함께 살아왔다"(Britton， 1933, p. 42 에서 재인용).

10)

브리톤에 의하면 ‘近事編錄’은 당시 홍콩에서 영국인 라이더 (George N. Ryder)가 발행
하던 영어일간신문 Hong Kong Daily Press(1857년 창간)의 중문부록(中文附錄)으로서 서
양인들에게는 Th e Hongkong News라고 알려졌던 중국어신문이었다고 함(Britton，

42).

그러나 ‘큰사편록’은 Hong Kong Daily Press의 중문부록이

1933, p.

아니라， Hong Kong

Daiυ Press가 1858 년부터 발행한 중국어판 〈中外新報〉의 뉴스란의 하나인 ‘홍콩근사편
록’란이었음이 분명함. 왜냐하면 Hong Kong Daiυ Press는 〈근사펀록〉이라는 중문부록을
낸 일이 없으며， 중국어판으로는 〈중외신보〉만 발행했는데， 이 〈중외신보〉 제 2 변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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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일보〉의 창간을 결심하게 된 것은 1867년 영국에 가서 2년 동안 체

류하면서 영국의 신문들의 실태와 그 기능 등을 직접 목격하면서였다.
4) 王輪의 獲英과 英國新聞들의

目擊과 新聞創궤의 決心

왕타오가 영국으로 가게 된 것은 레게의 초청 때문이었는데， 1866년 영

국으로 돌아간 레게는 오경의 번역을 계속하다가 왕타오의 도움이 필요하
자 왕타오를 영국으로 초청했다. 그리하여 1867 년 영국으로 건너간 왕타오

는 레게의 오경 번역사업을 도와주면서 2 년 4개월 동안 체류했다. 그러면
서 영국의 완비된 도시시설， 발달된 공업시설 등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
았고， 또한 중국보다 앞선 정치와 사법 제도 등을 보면서， 많은 중국인들

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양은 오랑캐 나라가 아니라， 중국보다 발달된 문명
과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왕타오는， 서양의 발달된 문물제도를 받아들여 중국의 낡은 문물제도를
개혁하려는 사상을 갖게 되었다.

한편 왕타오는 영국의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인쇄공장， 제지공장 등을
견학하면서 고도로 발달된 언론출판사업에 매혹되었는데， 그가 귀국 후 쓴

영국기행문을 보면， 서양의 발달된 인쇄기술 중에서도 특히 지형(紙型)， 연
판(錯版， stereotypε)， 사진인쇄술 등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런 새로운 기
술들이 앞으로 중국의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예측했다(蘇精， 2αlO，

p. 305 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인쇄기술보

다도 왕타오를 더욱 매혹시킨 것은 당시 영국 신문들의 놀라운 발전상이

었는데， 1832년 영국정부의 개혁법안이 통과된 이후， 자유주의 정신에 따
라 신문에 대한 정치적 통제도 풀리면서 영국 신문은 크게 발전하기 시작

하여

일간( 日 刊).주간(週刊)-반월간(半月 刊)-월간(月궤) 등 수많은 신문들이

발행되었으며， 또한 법률·의료·농업·상업 등에 관한 전문지들이 각 분야별로
나왔고， 아동신문도 있었으며， 신문의 발행부수도 대단히 많았기 때문이다.
왕타오는 또한 영국 신문들의 내용을 보면서도 크게 놀랐는데， 각 신문
은 의회， 각 도시와 지방의 정부， 각급 법원， 해외공관 등에 관한 뉴스를

‘홍콩근사편록’이라는 표제 아래， 홍콩의 최근 뉴스들을 한데 묶어서 실어놓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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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의회에서 국사{國事)에 관한 토론 내용， 국내외 상공업의 현황

등을 모두 싣고 었었기 때문이며， 특히 런던의 Times는 국내외 중대사들을

모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
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 신문들의 속보성과 시의성(時宜性)도 왕

타오를 감동시켰는데， 당시 영국 신문들은 아미 전보를 이용하여 뉴스를
송고(送橋)해서 독자들에게 신속히 전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대王짧， 2002，

p. 171).
이러한 영국 신문들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
고， 또한 영국의 민주주의 정치와 사법제도 등의 발달과 운영에서 신문띄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한 왕타오는 중국으로 돌아가면 자신도 영국의 신문

과 같은 근대적 신문을 발행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커다란 동기의 하나였다. 그려하여
1870년 I 원 레게 함께 런던에서 홍콩행 기선을 타고 동년 3 월 귀국한 왕
타오는 곧 근대적 중국어신문의 창간 준비에 착수 3년만인 1874년 2 월 4

일 드디어 〈순환일보〉의 창간호를 세상에 내 놓게 되었다.

2. 中國의 時代的 背景과 <備環日報>의 創刊動機
위와 같이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주요 동기의 하나는 그

가 영국에 가서 영국 신문들의 실태와 기능 등을 목격하면서， 영국의 신문
들과 같은 근대적 신문을 중국에서도 발행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된 것이
었다. 그려나 아러한 욕망 이외에 또 하나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

게 펀 중요한 동기는， 아펀전쟁 이후 날로 거세지고 있던 서양열강의 중국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의 낡은 정치적·사회적 제도부터 개혁
하고 근대화시켜 국력을 기르자는 변법자강사상(變法自彈思想)을 신문을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고취해야 하겠다는 애국적 욕망이었다. 그렇다면 이

러한 욕망을 왕타오는 왜 언제부터 갖게 되었는가?
1) 阿片戰爭 以後 1860年까지의 中國의 時代的 狀況

왕타오가 위와 같은 애국적 욕망을 갖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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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펀전쟁 이후 중국의 시대적 상황부터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
했듯이 영국과의 소위 ‘아펀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1842 년 8 월 29 일
영국과 굴욕적인 난징조약(南京條約)을 체결하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는
한펀 중국의 5 개 항구를 개방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은 영국은 다

시 청나라에 아편무역의 합법화(合法化)를 요구해 왔으며， 이를 청나라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상인들을 통하여 아편무역을 계속했다. 그런
가 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양 각국의 상인들도 아펀무역에 합세함으로써，
중국으로 아펀의 수입량이 1850년대에는 연간 5 만 상자나 되었다. 그러자
중국인 아펀중독자들의 수가 날로 증가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가뭄과 홍수
등의 천재(굿]k) 까지 겹치자， 중국 사회는 흔란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청나라 정부가 해결할 힘도 없고， 또한 노력도
하지 않자， 도처에서 비적(展戰)이 날뛰고? 폭동과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했

다. 1850년 7 월 홍슈취안(洪秀全)이 광시성(廣西省) 진텐춘(金田村)에서 대
규모의 반란을 일으켜 태평천국(太平天國)이라는 나라를 창건하고， 1853 년

말까지 사이에 중국의 18 개 성(省) 중에서 16개 성에 진입하여 약 600개
성(城).시(市)를 점령했다. 또한 염비(찮展)도 1853 년 농민들을 규합하여 반

란을 일으켰고， 회교도(이슬람교)들도 1855 년 윈난성(雲南省)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밖에도 소규모의 여러 반란들이 중국 각처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서양열강은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는 격으로 청나라로부터 무역상의 여러 특권들을 얻어 내려고 했다.
그리하여 1854년 영국은 미국과 프랑스와 함께 최혜국조약(最惠國條約)의

수정을 청나라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를 청나라가 거부하자 서양열강들
은 다시 중국에 무력정책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1856년 홍콩 선적(船籍)의 선박 애로우호(πle S.S. 삶row) 에 게양한

영국국기를 청나라 경찰[파補]이 하강시킨 사건과， 프랑스 선교사 한 사람
이 반란지역에서 살해된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구실로 영국과 프랑스 양

국은 중국에 원정군을 파견， 1858 년 초 광둥(廣東)을 점령한 뒤 텐진(天律)
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렇게 되자， 당황한 청나라 정부는 1858 년 6월， 그간에 영국과 프랑스
가 요구해 왔던 조약， 즉 영국과 프랑스 공λH公使)들이 동등한 외교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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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베이정에 주재할 수 있다는 조약에 서명했다. 그러자 미국과 러시아

도 똑같은 내용의 조약을 요구해 왔으며， 청나라는 부득이 미국과 러시아
공사들도 베이징 주재를 허용하는 조약을 맺었다. 이처럼 서양열강이 자국

공사들을 베이징에 주재토록 청나라와 조약을 맺은 것은， 중국의 전통적
우월성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의 조약
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공사들이 베이징에 부임하기 위해 1859 년 6월 텐
진 앞바다에 도착해서 강을 따라 베이징으로 올라가려 하자， 이들이 탄 배
를 청나라 군대가 저지하다가 포격을 가해서 4 척의 영국 포함(뼈盤)이 격
침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그러자 1860년 영국은 1 만5 백여 명의 병력을

그리고 프랑스는 6천3 백

명의 병력을 끌고 와서 청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동년 10월 베이징에 입성
했다. 그러자 청나라 황제 함풍제(成똥별帝)는 만리장성을 넘어 러허(熱河)로
피난한 가운데， 그의 동생 공친왕(짧親王)이 영국과 프랑스 양국과 휴전협
정을 맺고， 영국에는 새로운 조차지로서 홍콩 맞은편 쥬롱반도(九龍半島)
를 주고， 프랑스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지방에서도 자유롭게 선
교하면서 재산도 소유할 권리를 주었다. 그러자 러시아도 청나라에 최혜국
특권을 요구해 왔고， 이를 청나라가 주게 되면서 중국은 바야흐로 세계열

강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해 갔다.

2) 中國의

自彈運動의 시작과 西洋科學技術의 導入

이렇게 되자 뜻있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국도 하루 속히 군사적 근대
화를 통하여 서양열강의

침략에 대응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1860년대 초부터 ‘자강운동’(自彈運動)이라는11) 것이 시작되었는

데， 이는 웨이위안(鍵源)이 1844년 출판한 『해국도지.1 (海國圖志)에서 제창
했던 ‘사이장기이제이’(師更長技以制奏) 방책과12) 마찬가지로， 중국이 서양
11) ‘自彈’이란 말은 『易經』 에 나오는 “君子以티彈不息"(군자는 스스로 힘쓰면서 쉬지 않
는다)는 글귀에서 따온 것이었음.

12) 이는 “洋평(서양 오랑캐)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수한 기술을 배워 그것으로써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함.

鍵j原은

『海國圖志』 에서 서양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孫

子」 에 나오는 ‘以훗制헛’ 즉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치도록 하는 병법과 같은 방책

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 방책으로써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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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압하려면 우선 서양의 과학기술， 특히 군사기술을 선택적으로 수용해

서

중국을 중흥(中興)시키자는 중흥운동(restoration movement) 이었다t페어

뱅크 등， 1981 , p. 366) .1 3) 그리하여 이러한 자강운동에 따라， 청나라는 서
양무기를 구입하고 그 제조기술도 도입하여

안칭(安慶).쑤저원蘇州)-난징

(南京) 등지에 소규모의 병기창을 세워 서양의 무기제조기술을 연마했다.

또한 1865 년에는 상하이에 대규모의 병기창(兵器廠)인 강남기기제조국(江
南機器製造局)을 설립하여， 각종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고， 증기선(薰汽船)
까지 만들었으며， 서양의 과학서적과 논문들도 들여다가 10 여 년 동안 모

두 1 백 73 종의 과학서적을 번역， 출판했다.
한편 청나라는 1861 년 서양열강과의 교업에 필요한 통역관원과 전문인
력의 양성을 위한 신식 교육기관인 동문관(同文館)을 설립했다. 또한 같은
해 3 월 서양 제국과의 외교통상업무를 전담할 정부기구로서 오늘날의 외

교통상부(外交通商部)와 비슷한 총리각국사무아문(總理各國事務周門)이라는

것을 신설했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커다란 변혁의 하나였다. 왜냐하면 중
국은 고대로부터

세계만방의

종주국(宗主國)으로 자처， 다른 나라들과의

국교관계와 통상을 소위 ‘조공’(朝頁)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유지해 온 까닭
에 서양 제국의 외교통상부와 같은 부서는 두지 않았다가， 이러한 부서인
총리각국사무아문을 신설한 것은 곧 그 이전까지 중국이 고집해 왔던 ‘조
공체제’ 대신， 다른 나라들과 호혜(互惠)와 상호협조를 위한 새로운 외교체

제를 수립해 나가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1 4 ) 따라서 이를 서양열강이 크

번째가 ‘師更長技以制훗’였으며， 첫 번째는 ‘寫以횟攻奏’(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치도
록 한다)였고， 두 번째 방책은 ‘馬以몇款奏’(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막도록 한다)였음.

13)

이를 중국의 근대화운동(modernization movement)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피상적
견해임

왜냐하면 1860년대의 자강운동은 중국보다 앞선 서양의 문물제도와 과학기술 등

을 받아들여 중국의 낡은 정치체제와 제도들을 개혁하여 중국도 서양열캉과 같은 근대

국가로 만들자는 근대화운동이 아니라， 다만 서양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배워 중국의 구
질서(舊縣序)를 다시 중흥시키자는 운동이었기 때문임.

14) 청나라가 총리아문을 신설한 것은， 당시 청나라 황제 成뿔帝의 동생 행親王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양 제국의 권고도 크게 작용했는데， 특히 영국의

Horatio

N. Ray는 중국의 전통적 조공체제에 따른 ‘조공무역’(朝頁質易) 대신， 서양식 ‘통상무역’
(通商質易) 체제를 도입하라고 청나라에 권고하면서， 그에 필요한 ‘해관업무장정’(海關業
務章程)을 기초(起草)해 주었고， 1861 년 1 월 청나라의 해관총감독(海關總藍督， 總脫務司)
으로 임명되어 청나라 세관업무의 기초를 수립해 주었기 때문임. 청나라가 총리아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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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환영하면서， 청나라에 대한 무력정책 대신 상호협조정책을 사용함으로

써 그 후 10년 동안 서양열강은 청나라와 평화적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하
게 되었다.

3)

自彈運動의 中斷과 中國의 傳統的 政治體制로 回歸

위와 같이 1860년대 초부터 중국어1 서 자강운동이 일어나자， 앞서 말했듯

이

왕타오도 중국의 중흥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에 관한 자신의 복안(題

案)을 여러 차례 청나라 조정에 상서(上書)했다. 그러나 이를 청나라 조정
이 무시하자， 왕타오는 그의 개혁안을 청나라 조정 대신， 당시에 청조(淸

朝)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

태평천국란(太平天國)을 수립했던 태평천국의

충왕(忠王) 양슈칭(楊秀淸)헤게 올렸다. 그러자 반도(級徒)들과 접촉한 혐의
로 청나라 관헌이 왕타오를 체포하려 하자 왕타오는 1862년 10월 4 일 홍
콩으로 피신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왕타오가 중국의 정치제도의 개혁에
관한 변법자강사상을 갖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 초부터였던 것 같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제도를 개혁하여 중국을 다시 중흥시키려는 왕타오
의 생각이 청나라 조정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듯이， 196θ년대 초부터 중국
에서 일어났던 1860년대 후반에 중단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파 문물제도를 수용하여

중국의 근대화를 이룩하여 서양열강의

침략에 대응하려던 중국 지식인들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자강운동이 중단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

으나， 가장 중요한 근본적 원인은 중화사상(中華思想)에 있었는데， 특히 이
러한 중화사상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중국의 보수적 관료와 학자들은 서

양의 발달된 과학기술과 문물제도의 수용은 고사하고， 서양에 관한 연구
자체까지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다가 청나라 군대가 중국
의 전통적 전법(戰法)을 사용， 1868 년까지 태평천국란을 비롯한 모든 내란
의 진압에 성공하자， 15) 청나라 지배자들은 다시 자만에 빠져， 군사기술을
설치하지， 이를 우리나라도 모방하여 1882년(고종 19년)11 월 17 일 통리아문(統理衝門)을

설치， 외교관계 사무를 맡겼다가 통상사무도 취급토록 하면서 동년 12월 4 일 통리교섭통
상사무이문(統理交涉通商事務衝門)으로 고치는 동시에 그 조직기구도 확대， 개편했음.

15) 회교도란(며敎徒홈U은 1863년， 태평천국란은 1864년에 완전히 진압했으며， 이 밖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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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중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유교식의 전통적 정치체제의 중흥에 모든 노력을 쏟게 되었기 때
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1860대 초부터 중국의 선각적 지식인들이 시작했

던 자강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또한 1861 년 3 월 청나라가 총리각국사무아문(總理各國事務衝門)을 신설
하면서 서양열강과 유지해 왔던 상호협조체제도 1870 1년 끝장나고 다시 중

국에 대한 서양열강의 무력적 침략이 시작되었다. 이것 역시 중화사상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중국의 보수적 학자들 때문야었는데， 앞서 말했듯이

1860 1건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프랑스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국 내륙에서도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프량

스뿐 아니라 서양 각국 선교사들아 중국 전역에서 자유롭게 선교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특히 개신교 선교사들이 중국의 유교적 전통을 무
시한데다가 중국 곳곳에 학교를 세워 학생들까지 가르치자， 이를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해 온 교육 기능(機能)의 침범으로 생각한 중국의 학인계

층은 반(反)그리스도교운동을 전개하면서 중국 민중들에게도 그리스도교를
배척토록 선동했다. 그러자 이에 호응한 중국 백성들이 서양선교사들을 폭
행하거나 교회를 공격하는 등의 사건이 1860년대에만도 모두 55건이나 발
생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1870년 6월 21 일 텐진(天澤)에서 중국 민중이 프랑스
영사와 10명의 수녀들을 포함하여 모두 20 명의 프랑스인들을 살해한 소위

‘텐진대학살사건’까지 발생하자 프량스를 위시한 서양열강이 텐진항 앞에
포함들을 집중시켰다. 그러자 청나라도 일전(一戰)을 불사할 각오로 맞서
면서 전운(戰雲)이 감돌았으나， 그주음 보불전쟁(普佛戰爭)에서 뭇밖에 패
배한 프랑스가 청나라를 위압할 자신이 없어지자 물러서고 말았다. 그리하

여 비록 전쟁은 피했지만 텐진대학살사건을 계기로 1861 년부터 10년간 청
나라와 서양열강 간에 유지되어 왔던 상호협조체제가 끝장나고， 다시 서양
열강은 청나라에 무력적 침략을 시작했으며， 이에 일본까지 새로 합세했
다. 그러나 자강운동도 중도에 중단되어 이에 대응할 힘이 없던 청나라는
세계열강의 침략에 다시 무방비 상태로 직면하게 되었다.

반란들도 1860년대에 모두 평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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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國知識A들의 變法自彈運動의 再開와 王韓의 同參

중국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자 중국의 선각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다
시 자강운동을 재개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의 자강운동
은 단순히

서양의 우수한 과학기술만 수용하여 서양열강에 대응할 힘을

기르자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양의 선진적 문불제도를 수

용하여 중국의 낡은 정치적·사회적 제도부터 개혁 I변법]하자는 ‘변법자강운
동’(쫓法自彈運動)이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일본처럼 근대화를 이룩하여 니
라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이를 가로막고 있는 중국의 낡은 정치적·사회칙

제도와 사상부터 먼저 개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변법자강운동을 1870년대 초부터

중국의 개혁적 지식인들이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1870년 3 월 영국에서 막 귀국한 왕타오였다.
왕타오가 변법자강운동에 앞장서게 된 주요 이유의 하나는 그가 영국에
서 2 년 동딴 서양의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문물제도를 직접 목격하면서 중

국도 정치적·사회적 제도 등을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페어뱅크 외 2 인，

1959, p. 416).

그러나 또 하나 이유는 청나라의 부패한

정치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앞서 말했듯이 왕타오는 17세 때 과
거(科學) 초시(初試)에 합격하여 관계(官界)로 진출했으나， 부패했던 청나라
관계가 승진시험의 기회조차 주지 않자 벼슬을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1860년대 초 중국에서 자강운동이 시작되자， 왕타오도 중국의 정치개
혁에 관한 자신의 복안을 청나라 조정에 여러 차례 상서(上書)하면서 자신
을 조정에서 중용(重用)해 주기도 은근히 바랐지만 청나라 조정이 무시했

다. 그래서 그 개혁안을 태평천국에 올리자， 반도(꿨徒)들과 접촉한 혐의로
청나라 관헌이 체포하려 해서 홍콩으로 피신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타오는 일찍부터 청나라의 정치제도에 불만을 가지면서 그 제도를 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것도 왕타오가 변법자강운동에 앞장서게 된

중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왕타오가 변법자강운동에 앞장서게 된 큰 이유는， 서양열강의 침
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保衛)하기 위한 애국심 때문이었다. 이런 애국심

을 왕타오가 갖기 시작한 것은 상하이로 올라와 서양인들이 중국인과 중
국문명을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부터였는데， ‘도원노민자전’(짧園老民自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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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가 높고 눈이 패인 서양인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 수 있다. 그들은 우리 중국인을 아주 야비하게
대한다"(王짧，

1897a, p.

417)고 술회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양인들에

대한 왕타오의 적개심은 그러나 그 뒤 서양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게 되

면서 이를 도입하여 중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했
는데， ‘상반위여중승’(上播偉如中후)이라는 그의 글을 보면， “나는 중국이
다시 과거의 위풍을 재현하기 위한 방법을 매일 심사숙고했다 ... 이는 중

화민족의 적(敵)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기 위해서였고， 또한 우리 민족을
침략하는 서양열강을 타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부강케 만들기 위해서
였는데， 그러자면 우선 서양의 앞선 기술을 배워 우리 과학기술을 향상시

켜야 한다”고 말했다{黃묘，

1998 , p. 69 에서 재인용).

5) 變法自彈思想의 鼓吹를 위하여 〈領環日報〉를 創刊

위와 같은 왕타오의 생각 즉 “서양의 앞선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
은 그 뒤 영국에 건너가 서양의 발달된 문물제도를 직접 보고 돌아와서는

“중국의 자강을 위해서는 서양의 우수한 과학기술만 차용(借用)하는데 머

물러서는 아니 되며， 서양의 문물제도도 도입하여 중국의 낡은 제도를 개
혁해야 한다”는 변법자강사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당시 청나라의 수구적

관료와 학인(學人)들이 “조상들이 세운 법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이유만
으로 낡고 뒤떨어진 법을 계속 고수하려 하자， 이를 왕타오는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우리 조상(祖上)들이 세워 놓은 법(法)들은 세계 형세(形勢)가 아직 변하지 않

았던 시대에 세운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과거 1 천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
던 형세에 직변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로 밀려드는 서양의 기술문명은
우리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서양인들은 서쪽에 있고 우리는
동쪽에 살고 있어 서로 아무 관련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양인들은 우리보

다 앞선 기술로 우리를 침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술연(技術面)에서 그들
보다 많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 그러
나 일본은 변법으로 10년 만에 나라가 강해져 이제는 서양열강의 요구대로 하
지 않고 있다t賴光臨， 1980, pp. 120-121 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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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글을 볼 때， 왕타오가 변법자강사상을 갖게 된 것은， 중

국도 일본처럼 서양의 선진적 문물제도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서양열강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가로막고 있는 중
국의 낡은 법들， 즉 정치적·사회적 제도와 사상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절실

히 느꼈기 때문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변법자강사상을 중
국 민중들에게 고취하고 계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왕타오는 〈순환
일보〉를 창간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영국에 가서 그곳 신문들의 역할과

기능 등을 직접 보면서 신문이 새로운 사상의 전파， 여론의 형성， 민중의
계몽과 민지(民智)의 계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
문야다. 이것은 왕타오가 1870년 3 월 영국에서 귀국 직후 그의 출생지 장

쑤성(江蘇省)의 순무(젠懶) 딩리창(TEI 昌)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이 서한에서 왕타오는 아래와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서양 각 나라에서는 신문이 흥행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신문에는 나라의 정치·

경제·문화에 관한 모든 분야의 내용들이 모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신

문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나라의 성쇠(盛養)와 국민들의 생활을 알 수
있다

... 서양 사람들은 또한 나라에 관한 소식들을 서로 신속하게 주고받으면

서 그에 관한 여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이것도 신문의 발행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따라서 1 중국도 이러한 신문을 채용하여， 국민들이 변혁

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깨우쳐야 한다(夏良才，

1990, 2, pp.

159-160).
따라서 이러한 서한의 내용을 보더라도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

게 된

또 하나의 주요 동기는， 신문이 특히 국민 대중의 여론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이용하여

변법자강사상을 중국 민중들에게 고취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賴光臨， 1980, p. 121) .1 6) 그러나 뤼쉬쟁呂實彈)에
의하면，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한 이유는 영국에 가서 그곳 신문인

(新聞人)들이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과 이들의 사회적 명성

16) 그러나 蘇精에 의하면， 왕타오가 위와 같은 서한을 T 日昌에게 보내면서 “신문을 창간
하고， 또한 그 기사들을 외국어로도 작성하여 중국을 적극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선전
하라”고 여 러 차례 권고했으나， 丁 日 昌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왕타오 자신이 직
접 신문(<순환일보>)을 창간했다고 함(蘇精， 2α)()，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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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 들으면서 “벼슬을 안 해도 신문 발행을 통하여 나라를 위한 큰일
을 할 수 있다”는 개인적 욕망 때문이었다고 하는데(呂實彈， 1967 ,

p. 480) ,

그 진위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통하여 변법자
강사상을 중국 민중들에게 전파하면서 그 자신의 명성도 크게 떨치게 된
것도사실이다.

3.

中國의 言論史的 背景과 <領環日報>의 創刊動機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데에는 첫째
로 왕타오 자신의 개인적 배경과 동기 이외에， 둘째로 아펀전쟁 이후 서양

열강의 침략이 날로 거세지고 있던 중국의 시대적 상황과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한 변법자강사상을 신문을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고취하고 계몽
하려는 왕타오의 애국적 동기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또한 셋째로는 왕
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서양인들이 발행한 서양
어신문들과 중국어신문들도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중요한

배경과 동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서양인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중국에 건너와서 어떤 신문들을 발행했는가?

1) <領環日報>의 創刊以前 中國에서 西洋A發行新聞들

왕타오가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근대적 중국어신문인 〈순환일보〉를 창

간한 것은 1874년이었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중국이 1842년 서양에 공식적
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중국으로 건너와서 무역과 선교활동

등을 하면서 1822년부터， 그러니까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기 52년

전부터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포르
투갈어·영어 등의 서양어신문들을 발행했다. 그러다가 1858년부터는 중국

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어신문까지 발행했는데， 그 중에서 1874년 왕타오의
〈순환일보〉가 나올 때까지 52년 동안 서양인들이 중국에서 발행한 신문들
의 실태만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8

언론정보연구 41 권

(1) 1822 年부터 마카오에서 西洋 A對象 西洋語新聞의 發行을 시작
1822년 서양인들이 중국에서 처음 발행한 신문은 포르투갈인이 마카오

에서 창간한 A Abelha

da China(‘까le Bee of CWna’라는 뜻)라는 포르투갈

어신문이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창간 2년 뒤 Gazeta de Macao로 개제하
여 발행하다가 1826년 폐간하고 말았다. 그 뒤 1834 년

Chronical de Macao

라는 포르투갈어신문(半月刊)이 또 마카오에서 나왔으나， 이것도 4년만인

1838 년 폐깐했다. 그러나 1836년 창간한
투갈어신문(半月주”은 1838 년

o

o Macaista

Imparcial 이라는 포르

Verdadeiro Patriota로 제호를 바꿨으나， 비

교적 오랫동안 발행했다.

이처럼 포르투갈인들이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어신문들을 발행하는 동안，
미국과 영국인들도 중국에서 영어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는 미국인 모험가 우드(W. W. Wood)7} 1827 년 광둥(廣東， Canton) 의 광저
우(廣州)에서 창간한 Th e

Canton Register(廣東紀錄報)라는 영어주간신문이

었다. 그러나 이 신문은 곧 영국 상인 제임스 매드손(James Matheson) 에게
넘어가면서 존 슬레이드(John Slade) 가 편집을 맡게 되었는데， 슬레이드가
당시 베이정과 광퉁 등지에서 중국인틀이 발행하던 중국의 전통적 신문만

〈경보>(京報)에 실린 중국 국내 뉴스들을 발춰l 해서 싣고， 당시 청나라 정
부가 금지하던 아편관련 사건과 문제도 보도하고， 또한 아시아 각국의 뉴
스와 상황 등을 상세히 보도하자 Th e

Canton

Register( 이 하 ‘Register’로 약

칭)는 서양인독자들의 호평을 받게 되어 그 발행부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Register가 성공을 거두자， 다른 서양인들도 광저우에서 여러 개

의 영어상업신문들을 창간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1831 년 창간
한 주간신문 Th e

Chinese Courier and Canton Gazette( 이하 ‘ Courier’로 약

칭)를 들 수 있는데， 이 신문은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뉴스도 폭넓게
다루었다. 그러나 1833 년 영국동인도회사에 대한 비난 기사를 싣자， 이 회
사

종사원들이

Register에

구독을

흡수되 고

중단함으로써

말았다

재정난에

Courier를

부딪치게

흡수한 Register는

된

Courier는

Th e Canton

General Price Current라는 자매지(뼈妹紙)도 발행했는데， 이는 서양인만 아
니라， 중국 상인들의 환영도 받아서 그 발행부수가 1836년에는 본지(本紙)
인 Register보다 오히 려 많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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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어상업신문들이 인기를 끌자， 1835 년 Th e Canton Press라는 또
하나의 영어신문이 역시 광저우에서 나왔는데， 이 신문은 Register보다 판

형의 크기가 2배나 되었고， 내용도 더 다양해서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받

았다. 그러나 Register의 명성을 능가하지는 못하다가 1839년 청나라와 영
국 간에 아편전쟁이 시작되자 Th e Canton Press는 마카오로 옮겨갔다가
1844년 폐간했다. 한편 Register도 아편전쟁이 일어나자， 마카오로 이전했
다가 1843 년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면서 제호를 Th e Hongkong Register로
바꿨다.

(2)

阿片戰爭後 英國租借地 홍콩에서 西洋 A 發行新聞들의 發展

위에서 보았듯이 서양인들이 중국에서 처음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곳

은 마카오였고， 다음은 광저우였다. 그러나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가

1842년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자， 홍콩이 서양인들의 제반(諸般) 활동의 중
심지가 되면서 자연히 신문의 중심지도 되었다. 그리하여 홍콩에서 서양인

발행의

수많은 신문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 최초의

신문은 Hong

Kong Gazette(香港公報)라는 영어신문이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아편전쟁
뒤가 아니라， 아펀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1841 년 5 월 1 일 런던선교회 선교
사 모리슨(Robert

Morison)

등이 창간한 것이 었다. 하지 만 창간 이듬해 Th e

Friend of China( 中國之友)라는 영어신문에 합병되고 말았다.
Hong Kong Gazette를 합병한 Th e Friend of ε'hina도 모리슨이 1842년
창간한 주(週) 2회간의

영어신문으로서， 모리슨이

16년 동안 발행하다가

1858 년 영국인 윌리 엄 타란트(William Tarrant, 特潤特)에게 넘겼다. 그러자
타란트가 인수한 Th e Friend of Chinα는 영국의 홍콩총독부를 맹렬하게 공
격하다가 수개월 동안 정간 당하게 되자 1860년 광저우로 옮겨 갔다. 그러
나 1866년 상하이(上海)로 또 이전하여， 이듬해 제호를 Evening Express로

고쳤다가 1869년 또 Th e Friend of China and Shψ'[Jing Gazette로 바꿔 발

행하다가곧 폐간했다.
1843년 홍콩에서는 Hong Kong Register(香港紀錄報)라는 또 하나의 영어
신문이 나타났으나， 이 신문은 홍콩에서 창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광저우의 Th e Canton Register가 아편전쟁이 일어나자 1839년 마카오로 옮
겨갔다가 1843 년 다시 홍콩으로 옮기면서 제호를 Hong Kong Regist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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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 것이었다.

이 신문은 1845 년부터 The Overland Register and Price

Current라는 자매지(뼈妹紙)도 발행했는데， 이는 중국과 영국간의 통상관계
뉴스를 자세히

취급하는 것으로 정평을 얻었으나 1853 년 본지인 Hong

Kong Register와 함께 폐간했다.
1845 년 홍콩에서

또 China Mail(德百西報)과 The Overland Friend 01

China( 中國之外友)라는 영어신문이 새로 나왔다. 이들 중 China Mail은 영
국인 앤드류 쇼트레드(Andrew Shortrede , 蕭德銀)가 창간했으나， 얼마 뒤
앤드류 덕슨(뻐ldrew Dixon) 에게 소유권이 념어갔는데， 17) 이 신문은 1864

년부터 〈화자일보>(華字日報)라는 중국어판[中文版]도 발행하거 시작했다.
1850년대에도 또 여러 개의 영어신문들이 홍콩에서 나왔는데， 1850년에
는

Dixons Hong Kong Recorde양창 The Hong Kong Recorder)가 창샌그

러나 1859년 폐간)되었고， 1853 년에는 영국의 홍콩총독부가 Th e Hongkong

Governmeηt

Gazette 라는

기관지를

창간했다.

이어서

1855 년에는

Hong

Kong Shψ'Ping L때도 창간돼어， 주로 상업과 선박(船船)의 입출항 등에 관
한 뉴스를 다루었으나 3 년 뒤 폐간했다. 1857년에는 영국인 조지 라이머

(George N. Ryder, 超뻗)가 홍콩 최초의 일간신문인 Hong Kong Daily
Press(끔刺西報)를 창간했다.

이 신문은 1858 년부터 〈중외신보>(中外新후I?c)

라는 제호의 중국어판[며文版]도 발행했는데， 이는 비록 서양인이 창간한
것이었지만 중국에서 나온 최초의 근대적 중국어신문이었다.

(3)

1860 年代부터는 上海가 西洋A 發行新聞들의 中心地로 浮上

위와 같이 아펀전쟁 이후 홍콩이 영국의 조차지가 되자， 이곳이 서양인

들의 제반(諸般) 활동의 중심지가 되면서 서양인들이 10여 종의 영어신문
들을 냄으로써 신문의 중심지도 되었다. 그러나 서양인들이 홍콩으로부터

점차 중국 대륙인 푸저우(福州).닝보(寧波)를 거쳐 상하이로 북상하면서 푸
저 우(끼피福몹副副J↑1'1'‘↑↑'1'1)‘
을 창간했다. 그리고 1850년 8 월 3 일 상하이에서도 서양인이 처음 신문을
창간했는데， 이는 영국인 헨리 서어만(Henry Sheannan, 雪爾윷)이 창간한

Th e North-China Herald(北華擾報)라는 영어주간지였다. 이를 이어서 1858
17) 이 신문은 본래 週刊이 었으나， 1876년 Hong Kong Evening Mail and Shψ'ping L압t (1864
년 창간의 영어신문)를 흡수하면서 일간신문으로 전환， 홍콩의 주요 日刊紙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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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왕립 아시 아학회

북중국지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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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e Journal of the North China

Branch of the Royal As iatic Society라는 영 문기 관지 를 창간했다.
하지만 상하이에서 서양인들이 본격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

은 1860년대부터였는데， 이때부터 상하이가 중국 내에서 서양세력의 중심
지가 되면서， 서양인발행 신문들의 중심지도 홍콩에서 상하이로 옮겨지게
되었기 때문이다.1 8 ) 그리하여

1860년대에만도 상하이에서 Shanghai Daily

Times (l 861 창간， 1862년 폐간)， North εhina Daily News(1864년 창간)，
Evening Express(1867 1건 창간)， ηle Shanghai Courier(1868 1건 창간:)， ηze
Shαnghai Budget and

Weekly εourier(1868년 창간) 등 10여 종의 영어신문

들이 나왔다 어들 중 가장 대표적신문으로는 1864년 영국인 헨리 서어만
(Henry Shearman) 야 창간한 North εhina Daily News(字林西報)를 들 수 있

는데， 이 신문은 본래 North ε'hinα News라는 제호의 주간지(週刊紙)로 창
간했다. 그러나 상업관계 뉴스가 계속 증가하자 일간(日刊)으로 전환하면
서 North China Daiη News로 고쳤는데， 이 신문은 영국의 이익만 대변함
으로써 중국인들의 반발을 샀지만， 중국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한편
1850년 역시 서어만이 창간했던 North China Herald도 계속 발행하면서

1861 년부터는

〈상하이신보>(上海新후~)라는

중국어판[며文版]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상하이에서 나온 최초의 근대적 중국어신문이었다. 또한

North China Daily Herald는 상업 뉴스를 계속 확장하다가 1867 년 그 제호
를 아예 North China Herald and Market Report로 바꿨다.
1870년대에도 상하이에서 서양인들이 여러 개의 신문을 창간했는데， 그
중에서 〈순환일보〉의 창간(1 874년 2월 4 일) 이전에 창간한 주요 영어신문

으로는 Th e Cycle(1870 1건 창간， 1871 년 폐간)， The Evening Gazette(1873 년
창간)， The Celestial Empire(1874년 포르투갈인 Pedro 며ureiro가 창간) 등
을 손꼽을 수 있다. 한편 위 에서

18)

말한 North China Herald and Market

하지만 홍콩에서도 기존신문들이 계속 발행했으며， 1869년에는

Hongkong Evening Mail

(香港曉郵輪과 1he Daiη Advertise라는 영어신문이 새로 나왔는데， 전자는 1873년 1he

Hongkong Times로 개제하여 발행하다가 3년 뒤 폐간했으며， 후자는 1876년 소유권이
China Mail로 넘어가면서 Hongkong Evening Mail and Shipping List로 제호를 바꿨음. 한
편 China Mail은 1864년부터<華字日報〉라는 중국어판을 발행하기 시작했음. 그리고
1860년대에논 華中 지방의 漢口에서도 서양인들이 1866년 Hankow Times(泰맴士￥a) 라는
영 어신문을 창간했으나， 창간 2년 만에 폐간하고 말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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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가 1870년 Th e Supreme Court and Consular라는 자매지도 창간했으

나，

곧 본지 와 합치 면서

North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and

Consular라는 신문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영어신문들 이외에， 1870년대부터
는 프랑스어신문도 처음 등장했는데， 이는 1871 년 3 월 21 일 창간한 Le

Progr하s(進步週￥a)로서， 상하이에서는 물론， 중국 전체에서 나온 최초의
프랑스어신문이었으나 창간 이듬해 1 월 23 일 폐간하고 말았다. 그 2년 뒤

인 1873 년 상하이에서
다시 Le Courier de Shanghai(上海差報)라는 프랑스어 주간신문이 나왔으

나， 이 신문도 겨우 3 호를 내고 정간했다. 한편 서양인들은 1872 년 4 월 30
일 상하이에서

또 하나의

중국어신문을 창간했는데， 이는 메이저 (Emest

Major)를 비롯한 4 명의 영국 상인들이 합동으로 창간한 〈신보>(申報)였다.

2) <備環日報>의 創궤以前 西洋人創刊 中國語新聞들의 實態

위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서양인들은 중국에서

1822 년부터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1874년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할 때까지 52년 동

안에만도 수십 종의 각종 신문들을 발행했다. 그러면서 1858 년부터논 중국
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신문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중 〈순환일

보〉의 창간 이전에 나온 〈중외신보>(中外新축a)-< 상하이신보>(上海新報}<화
자일보>(華字日춧a)o< 신보>(申후19.)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되， 이들

신문의 실태를 1874년 〈순환일보〉의 창간 직전까지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1 ) 中國 최초의 中國語近代新聞 〈中外新報〉으l 創刊經績와 內容
〈중외신보〉는 앞서

말했듯이

홍콩의

영어일간신문 Hong Kong Daiυ

Press ( 이하 ‘ Press’로 약칭)가 그 중국어판 형태로 1858 년 창간한 것이었
는데， 이는 비록 영국령(英國領) 홍콩에서 나오긴 했지만， 중국 최초의 근
대적 중국어신문이었다. 이러한 중국어신문이 나오게 된 경위부터 살펴보
면 ， Press는 창간 직후 영국의 런던선교회로부터 『중영자전 J (中英字典)을

인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중국어활판인쇄시설을 갖추어 『중영자전』 을
인쇄해 주었다 19) 그러나 그 뒤 별다른 일거리가 없어 중국어인쇄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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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고 있자， 이를 본 중국인 우팅팡(ffi廷芳)이 Press의 발행인 조지 라이

더 (George N. Ryde디에게 중국어판을 발행하자고 제의했다. 그러자 이러한
제의를 라이더가 받아들여

1858년 〈중외신보〉를 창간하게 되었던 것이다

(Lin Yn-T’ nag , 1936, p. 87).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중외신보〉는 비록 Press의 중국어판 형태로 발
행했지만， Press 에게는 〈중외신보〉 이윤의 일정비율을 주고， 또한 Press가

요구하는 일정량의 광고를 〈중외신보〉에 무료로 게재해 준다는 조건으로，
Press로부터는 다만 인쇄시설과 명의(名屬)만 빌었으며， <중외신보〉의 실제

편집·제작과

경영은

모두

우팅팡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맡았다(Britton，

1933, p. 39). 따라서 〈중외선보〉는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이 처음 만든 신
문이나 다름없었으나 Press의 명의를 빌어 그 중국어판 형태로 발행한 것
은 당시까지는 아직 중국인이 독자적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여러 가
지 여건상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Press의 중국어판 형태로 발행한 〈중외신보〉는 창간 초기에는 격

일간의 석간으로 발행했으나 뒤에 일간으로 전환하여 매일 1 면씩을 4절지
크기의 양지(洋紙)에 단변인쇄(單面印댐U를 해서 발행했다. 그러나 전체 지면
중 3분의 2는 광고가 차지해서， 기사는 3분의 1 밖에 되지 않았으며， 기사는
상업관계 뉴즈::7} 주종을 이루었다. 이들 뉴스는 주로 Press를 비롯하여 당시
중국에서 서양인들이 발행하던 여러 영어신문들에서 발훼， 번역했거나 또는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인들이 발행하던 중국의 전통적 민간신문인 〈경보〉에
서 전재(轉載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중외신보〉도 Press와 마찬가지로 홍콩

과 광둥 등지에 대한 영국정부의 정책과 그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과감하게
폭로하고 비판함으로써 중국인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게 되어， 발행부수가
곧 1 천 여 부에 달하여 재정상으로도 호황을 누렸다.

(2) 上海 〈헤랄드〉의 中國語版 〈上海新報〉으l 創刊目的과 주요 內容
한편 〈상하이신보>(上海新￥a)는 앞서 말했듯이 1861 년 11 월 하순 상하

19) 당시만 하더라도 활판인쇄시설은 매우 귀하고 비썼기 때문에 그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
여 서양인들의 영어신문사(英語新聞社)들은 자기들 신문을 인쇄하는 이외에， 부업으로서
외부의 주문을 받아서 서적이나 팝플리트 등을 인쇄해 주었음 따라서 「데일리 프레스」
도 부업으로써 런던선교회의 『中英字典』 을 인쇄해 주기 위하여 영어 와 중국어 활판인
쇄시설을 갖추어 놓았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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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창간한 중국어신문으로서， 이는 중국에서는 두 번째였으나， 상하이
에서는 최초의 중국어신문이었다. 이 신문 역시 서양인이 발행한 영어신문

의

중국어판으로서，

영국인

서어만(Henry

Shearman) 이

발행하던

The

North-China Herald(北華據報， 1850년 8 월 3 일 창간)가 창간한 것이었는데，
그 창간사[發刊解]를 보면， 「상하이신보」 의 창간 목적을 아래와 같이 밝
혀 놓았다

[前略] 상인(商人)들은 무역에서 정보의 유통을 중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예
컨대， 상하이 지방과 각처에 모이는 상인들을 보면 혹은 말이 통하지 않거나
혹은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상거래[賣買1 에 지장이 많다.... [그러므로]

본시{本社)가 발행코자 하는 이 신보(新報)는 나라의 정치와 군사에 관한 정보，
상업상의 이폐(利뺑)， 불가시세， 선박과 화물의 왕래에 관한 것 등 모든 것을
게재하겠다. [그리하여] 이 신보를 보면 모상품(某商品)이 모일(某 日)에 팔리는

가를 미리 알아서 그날 직접 가서 그 상품을 보고 상담(商談)함으로써， 늦거나
속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胡道靜， 1935 , p. 1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창간사를 볼 때 ， 1he North-China Herald( 이하 ‘ Herald’로 약
칭)가 〈상하이신보〉를 창간한 목적은， 상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중국
상인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상거래상의 지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

와주려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하이신보〉는 앞서도 말했듯

이 창간하자마자， 그 당시 상하이 근교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던 태평천국
란(太平天國짧U 에 관한 뉴스를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을 보면， Herald가
〈상하이신보〉를 창간한 또 하나의 주요 목적은， 중국 국내외의 중대 사건

등에 관한 중국인들의 뉴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데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태평천국의 반란군이 1860년 상하이 근교까지 육박하

자， 안전지역이던 상하이로 피난 옹 수많은 중국인들은 태평천국과 청나라
군대간의 전황(戰況) 및 그들이 버리고 온 고향의 소식을 몹시 갈구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중국인들의 뉴스 추구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상하이신보〉는 창간하자마자 태평천국란에 관한 뉴스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하이신보〉가 창간하자마자 태평천국란에 관한 뉴스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자， 그 뉴스 중에서도 특히 “상승군(常勝軍， 즉 청나라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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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전보(勝戰諸)"가 중국인 독자들의 대단한 환영을 받아서， 「상하이신
보」 의 발행부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曾虛白， 1981 , p. 143). 그러나
〈상하이신보〉는 청나라 군대의 승전보만 보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태평천
국 반란군의 소식도 보도했고 또한 전투지역에서 청나라 군대의 약탈사건
등도 보도했는데， 이는 〈상하이신보>의 발행인이 영국인이어서 언론자유

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한 신문의 공정성을 중국인들에
게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하이신보>도 창간 초기에는 그 본지인 Herald와 마찬가지로

주간(週刊)으로 발행했으나 창간 이듬해인 1862년 5 월 7 일부터 주(週) 3 회
(월·수금) 발행했는데， 매호 2 면을 전지(全紙) 8 절 크기의 용지에 단면(單
面) 인쇄를 해서 발간했다. 제 1 변에는 당시 영국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주
로 광고를 실었고， 뉴스 기사들은 주로 제 2 변에 실었는데， 앞서 말했듯이
창간 초기에는 태평천국란에 관한 뉴스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1864년 3 월 청나라가 태평천국란을 거의 평정하자

〈상하이산보〉는 경제

와 일반 뉴스의 보도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는데? 이들 뉴스기사의 일부는
본지인 Herald에서 번역해서 실었으나， 대부분은 당시 베이징에서 중국인

들이 발행하던 중국의 전통적 민간신문 〈경보>에서 전재(轉載)하거나 또는
홍콩에서 서양인들이 발행하던 영어신문들에서 발춰1， 번역한 것들이었다.

(3) 홍콩 〈차이나 메일> 中國語版 〈華字日報〉으I 創刊經韓와 編輯
위와 같은 〈상하이일보〉를 이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1864 년 홍콩에서

나온 중국어신문인 〈화자일보>(華字日후~)도 앞서의
마찬가지로 서양인발행의

다른 중국어신문들과

영어신문이 그 중국어판 형태로 창간한 것이었

는데， 이러한 〈화자일보〉를 창간한 영어신문은 영국인 앤드류 쇼트레드

(Andrew

Shortrede

즙띔德、銀)가 중국 거주 영국인들의

이익 옹호를 위하여

1845 년 창간한 China Mail(德닮西報)이었다. 이러한 China M，α il 이 〈화자일
보〉을 창간한 것은 앞서 〈중외신보〉와 마찬가지로 중국인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건의자는 천아이팅(陳讀亨)이었다.
천아이팅은 한학(漢學)에 조예가 깊었으나 China Mail의 역원(譯員)으로
들어가서 서양에 관하여 깊이 연구하면서 중국 문화가 서양에 비해 진부

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신문의 발행을 통하여 중국인들을 계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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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하고， China Mail에 중국어신문을 내라고 건의하면서， 편집은 자신이
맡을 터이니 인쇄와 발행만 China Mail 이 담당하라고 했다. 이러한 건의를

China Mail 이 그대로 받아들이자， 천아이팅은 그의 친척으로서 당시 홍콩
에서

〈중외신보〉를 발간하던 우팅팡(田廷芳)과 허치세(何양協)의

도움을

받아， 1864년 〈화자일보〉를 창간했다(曾虛白， 1981 , p. 145). 그리하여 격일
간으로 매호 8 면을 발행했는데， 그 내용은 다른 중국어선문들인 홍콩의
<중외신보>나 상하이의 〈상하이신보>와 마찬가지로

서양인발행의 영어신

문틀에서 발춰1 ， 번역한 기사틀과， 중국인들이 베이징에서 발행하던 중국의
전통적 민간신문 〈경보〉에서 전재(轉載)한 뉴스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화자일보〉의 편집은 위에서 말했듯이 천아이팅이 맡았으며， 인쇄와 발행
은 China Mail 이

담당했다. 따라서 〈화자일보〉도

실질적으로 중국인이

발행한 신문과 비슷했다.20)

(4) 獨立形態의 中國語新聞 <申報〉의 創刊經繹와 編輯 · 報道原則
다음으로 중국 땅에서 네 번째이자， 상하이에서는 두 번째로 1872 년 창
간한 큰대적 중국어신문이었던 〈신보>(申報)도 역시 서양인이 창간한 것이

었다. 그러나 이는 앞서의 중국어신문들처럼 서양인이 발행하던 영어신문
이 그 중국어판 형태로 창간한 것이 아니라 서양인이 새로 창간한 독립적

형태의 중국어신문이었다. 이러한 〈신보〉를 창간한 서양인은 영국 상인(商
人) 어네스프 메이저 (Emest Major) 와 그의 친형 프리드릭 메이저 (Frederick

M메아)였는데， 이들은 일찍이 중국 상하이로 건너와서 차(茶)무역에 종사하
다가 1860년경 화공품제조공장을 설립， 큰 돈을 벌였다. 그러자 그 돈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메이저 형제의 매판(買햄암이
었던 중국인 천화정(陳華康)이 〈상하이신보〉의 성공을 보고서 메이저 형제

에게 신문발행사업을 건의했다.
이라한 천화경의 건의에 따라 중국어선문을 창간하기로 결정한 메이저
형제는 다른 영국 상인들로부터 자본금을 모으는 한편， 중국인 첸신보(錢
머伯)를 홍콩의 〈중외신보〉와 〈화자일보〉에 보내 중국어신문의 제작과 경

20) <화자일보〉는 그 뒤 완전히 중국인의 신문이 되었는데， 1919년 China Mail의 사옥(社
屋)이 화재를 당하자， 이를 계기로 China Mail로부터 독립해 나갔기 때문임， 그러나 1941
년 홍콩을 점령한 일본군에게 강제 폐간을 당하고 말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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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방법을 배우게 했다. 또 한편 중국인 장즈상(轉花湖)을 주필(主휩로 고
용하여 새로운 중국어신문의 창간을 준비토록 했다. 그리하여 1872년 4월
30 일 창간호를 내놓았는데， 그 첫 머리에 실어 놓은 ‘본관고백’(本館告白)
이라는 제목의 창간사{創刊離)를 보면， “신문의 발행은 서양인들로부터 시

작되어 중국에 전래되어 홍콩에서 중문신문(中文新聞)이 출현했는데 그 체
제가 대단히 훌륭하다. 그래서 그 의(意，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이제 상하
이에서도 〈신보〉를 창간하는 바이다”라고 창간동기를 밝혀 놓았다. 그런
다음， “오늘날의 시사(時事)들을 기록하고 이야기하며 또한 간결하면서도
되도록 상세하게 보도함으로써 위로는 학사대부{學士大夫)로부터 아래로는

농공상인들도 모두 이해할 수 었도록 하겠다”고 편집방향을 제시했다. 그
러면서 구체적 보도·편집원칙으로서 @ 정치·경제외교 그리고 독자들에게
새롭게 들릴 수 있는 모든 사건에 관한 것을 보도하되 @ 오직 진실무망
(員實無홍)한 것만 게재하며 @ 그 기사들은 명백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러한 창간취지와 편집방침의 〈신보〉는 제4호까지는 격일간(隔 H 刊)으
로 발행하다가 제 5 호부터

일간(日刊， 단 일요일은 휴간)으로 발행했는데，

t) ,

신문의 크기는 세로가 약 25cm(10 IJ

가로가 약 24cm(9 매)로서 거의 정방

형이었다. 그리고 신문은 모태지(毛太紙)에다 단면인쇄해서 매일 8 면을 발
행했는데， 외국 뉴스는 당시 중국과 서양에서 서양인발행의 서양어신문들

에서 주로 발춰l 하거나 전재(轉載)했으며， 국내 뉴스는 베이징에서 중국인
들이 발행하던 중국의 전통적 민간신문 〈경보〉에서 주로 발훼해서 보도했

다. 그러나 상하이 지방 뉴스는 직접 취재하거나 독자들의 제보(提후~)를
받아 설었다. 이러한 뉴스들 이외에 〈신보〉는 시사{詩詞)와 소설 등의 문

예물도 게재했는데， 이들은 중국의 문인묵객(文人뿔客)들의 대단한 환영을
받았다. 그리하여 창간 초기에는 6 백부였던 〈신보〉의 발행부수가 날로 증
가해 갔다.

3) 西洋A發行의 新聞들이 〈領環日報〉의 創刊에 미친 影響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양인들은 1874년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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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52 년 전인 1822년부터 중국에서 수많은 신문을 발행했으며， 1858 년부
터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신문까지 발행했는데， 이들도 왕타오
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중요한 배경과 동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앞

서 말했듯이 왕타오가 신문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848 년 상하아로
올라와서 14년 동안 살면서 당시 서양인들이 홍콩과 상하이 등지에서 발
행하던 신문을 접하면서부터였으며， 그 뒤 1862년 홍콩으로 가서 1864년부
터 Hong Kong Daily Press의 중국어판 〈중외신보〉의 ‘근사편록’(近事編錄)
란의 편집을 직접 맡으면서 신문에 대한 관섬이 더 높아져서， 1866년 영국
에 가서도 영국 신문의 실정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신문의 기능과 필요성

등을 더욱 인식하게 되어

〈순환일보〉의 창간을 결심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중국에서 서양인들이 발행하던 신문들도 왕

타오가 <순환일보〉의 창간을 결심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자극제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양인들은 중국에서

서양들을 대상으로 한 서양어신문뿐 아니라， 1858 년부터는 중국인 대상의
중국어선문들도 발행하기 시작하여 중국인틀로부터 커다란 환영을 받으면

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것도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려는 결심을

더욱 굳혀 주었다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언론사학자 라이광린
(賴光臨)에 의하면， 1870년대부터 중국은 특히 개항장을 중심으로 각종 산

업과 상업이 크게 발달하고 또한 사회도 점차 발전함에 따라 각종 뉴스와
정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당시 왕타오가 거주하던 홍콩

에서는 중국어선문이 겨우 두 개， 즉 〈중외신보>와 〈화자일보〉만 있어서，
많은 중국인들의 뉴스 추구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자， 이러한 기회를
타서 왕타오는 1874년 〈순환일보〉를 창간하여， 처음에는 주로 서양선박들
의

입출함과 상업 뉴스들을 보도하게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대賴光臨，

1980, pp. 117-12 1).
그러나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된 데에는 당시 중국에서 서양

인들이 발행하던 신문들이 중국에 대한 여론을 오도하는 것에 대응하려는
의도(意圖)도 또 하나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영국에
서 귀국 후 왕타오가 쓴 ‘상방조헌’(上方照野)이라는 글을 보면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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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에서 서양인발행의 신문들이 중국에 대한 서양인들의 여론을 오도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도 마땅
히 서양어일보[洋文日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근래에 서양인들은 중국 땅의 개항장(開港場)들에서 일간신문사(日刊新聞社)틀

을 창설했는데 그 자왼資本)은 모두 서양인들로부터 나왔다. 그 편집자와 필자
들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오래 거주한 양인(洋人)들로서 중국의 내부 사정에 정

통하나， 그들이 신문을 통해 논(論하는 바는 왕왕 중국은 과소평개過小評價)
하는 반면， 서양은 내세우고 있다. 심지어는 흑(黑)을 백(白)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태서인(泰西人， 즉 서양인: 필자주) 독자들은 그들의 자국어(自國語) 밖에
모르므로， 그들의 신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확실히 믿고
있다. 중국과 외국간의 외교문제에서도 서양인발행의 신문들이 먼저 논(~삶)해서
선수를 쳐서 독자들이 처음부터 편견을 갖게 만옮으로써 그에 대응해서 사실을

알려주는 데 중국인들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여론을 향
도할 위치에 있어 그 문제[외교문제]의 전말(願末)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

다면 그 곡직(曲直)이 스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저들이 어찌

다시 사실을 날조하고 계교(計巧)를 부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
히 양문일보l洋文日報)를 발행하여， 구주인(歐洲人)들의 마음을 만회(換며)시켜

야 한다t:l(;公振， 1982, p. 134 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글을 볼 때， 중국에서 서양인발행의 신문들이 중국에 대

한 여론을 오도하는 것에 대응하려는 것도 왕타오가 〈순환일보〉를 창간하

게 된 배경과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비록 위의 글에서는 왕타오
가 서양인발행 신문들의 중국에 대한 여론의 오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
국인들도 서양어일간신문[洋文日報]을 발행할 것을 주장 했지만，21)

이는

반드시 서양어일간신문만 발행하자는 뜻은 아니며， 중국어일간신문은 물론

이고， 서양어일간신문도 발행하자는 뜻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냐하면 당시 서양인발행의 신문들은 서양어신문을 통하여 서양인들에게만
중국에 대한 여론을 오도한 것이 아니라， 중국어신문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여론도 오도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왕타오는 우선 중국어일간신문을 창간

21)

왕타오에 이어 중국인 態希顧도 뿔球通報社라는 중국통신사를 설립하여 그 支社를 서

양 각국의 首都에 두고， 이들 각 지사에서 외국어신문들을 발행， 중국을 올바로 알리자
고 주장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음(::1<;公振，

1982, p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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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서양인발행의 중국어신문들이 중국인들의 여론을 오도하는 것에 대

응하는 한펀， 중국 민중들을 계몽하고 또한 변법자강사상을 고취하고자
〈순환일보〉를 창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다음 제 42 권 제 1 호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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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Study on Xunhuan Rip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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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 searched for the motives of foundation of Xunhuan

University

뻐pao，

the first

modem Chinese newspaper published by Chinese in China. In results, it was
revealed that the frrst motive of Wang Tao ’ s

launc피ng

of this paper in 1874

was to cope with especially the Chinese newspapers published by Westems,
which were misleading public opinions exclusively at that tÏme in China. And
the second motive was to inculcate enlightenment spirit into Chines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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