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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는 영어신문, 중국어신문 그리고 일본어신문에 의해 국경과 언어를 초월

하는 보도와 언론의 유통이 탄생했다. 본 보고에서는 이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공공권 탄생으로 보고, 

대만출병과 류큐처분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의 관심은 ‘공공권(공공성)’1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근대를 동아시아의 근대 안에 자리매김하

는 것에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신문이 민주화를 촉구하는 공중을 만들어낸 것은 거듭 지적

되어 온 바 있지만2, 대부분의 경우 ‘공공권’은 일본이라는 네이션만을 단위로 하여 분석되어 왔다. 하

지만 미디어로서의 신문이 본래 지니고 있는 글로벌적인 성질 때문에 ‘공공권’은 일국 단위로 완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본 보고에서는 19 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를 그 범위로 하는 언론공간, 

혹은 ‘동아시아 공공권’이 형성된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논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공공권이 활성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

본이 주권국가원리를 채택하였으며, 동아시아 내부의 관계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분쟁

이었다. 국제분쟁이 상호의 관심을 자극하였고,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언론의 유통을 생성한 것이다.  

 

１ 다언어신문 네트워크 형성 

 

(1) 동아시아 각지의 개항과 영어신문 

 19 세기 중반 동아시아 각지에 설치된 개항지는 단순히 서양중심의 세계시장에 동아시아를 편입시

킨 것은 아니었다. 개항지는 한편으로 그 자체가 영국의 잠재적 영향력 하에서 현지사회와 서양문명이 

접촉하는 장이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각지를 전에 없는 규모와 형태로 묶어 사람・사

물・정보의 일상적인 왕래를 탄생시켰다3. 개항지에서 탄생한 영어신문은 이들 쌍방에게 있어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1 Jürgen Habermas（細谷貞雄、山田正行訳）『公共性の構造転換 第二版』未来社、1994年。 
2 鳥海靖『日本近代史講義』東京大学出版会、1988 年、牧原憲夫『明治七年の大論争』日本経済評論社、1990 年、

稲田雅洋『自由民権の文化史』筑摩書房、2000年、三谷博編『東アジアの公論形成』東京大学出版会、2004年、

奥武則『幕末明治新聞ことはじめ』朝日新聞出版、2016年。 
3 籠谷直人『アジア国際通商秩序と近代日本』名古屋大学出版会、2000 年、古田和子『上海ネットワークと近代

東アジア』東京大学出版会、2000 年、川島真「国際公共財の形成」（三谷博・並木頼寿・月脚達彦編『大人のた

めの近現代史 19世紀編』東京大学出版会、200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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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신문은 19 세기에 서양인에 의해 동아시아로 전해졌다. 우선 19 세기 초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1820 년대에는 마카오와 광저우와 같은 해협식민지에서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했

다.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하고, 상하이 등 5 개 항을 개항하자 영국인에 

의한 영어신문 발행이 본격화되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1870 년대에 대해서는 홍콩의 China Mail(1845

년 창간)과 Hongkong Daily Press(1857 년 창간), 상하이의 North-China Herald(1850 년 창간)와  

Celestial Empire(1874 년 창간) 등을 유력지로 꼽을 수 있다4. 나아가 1858 년 안세이 5 개국 조약을 

통해 서양인이 나가사키와 요코하마 등지에서의 무역을 인정받자, 일본에도 영어신문이 도래하게 되었

다. 본고에서 다루는 1870 년대에서는 Japan Herald(1861 년 창간), Japan Gazette(1867 년 창간), 

Japan Mail(1870 년 창간)이 유력지로서 모두 요코하마를 거점으로 하는 신문이었다5. 

 이들 동아시아의 영어신문들은 기사의 참조와 전재(轉載)를 통해 바다를 넘다드는 영어신문 네트워

크를 형성하였다. 이른바  나마무기(生麦) 사건을 예로 들어 이를 확인해 보자. 

 1862 년 9 월 14 일(분큐 2 년 8 월 21 일), 요코하마 근교에서 승마를 하고 있던 영국인 네 명이 시마

즈 히사미쓰(島津久光) 일행과 조우했을 때 사쓰마번사(薩摩藩士)가 무례를 이유로 칼을 들어 한 명이 

즉사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 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Japan Herald(9 월 16 일)가 호외를 통

해 제 1 보를 전하자, North-China Herald(10 월 11 일)는 이를 전재한 후에 조약상의 통행권을 인정

하면서도 여전히 기사도 시대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길을 막아서고 사쓰마번을 모욕한 것은 부주의였

다고 논평했다6. 이에 대해 Japan Herald(10 월 25 일)는, 시마즈 히사미쓰는 다이묘(大名)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본이나 중국의 시점에서 보면 영국인은 현지인에게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영국의 법과 관습 하에 살고 있다고 반론했다7. 

 이처럼 기사의 참조・전재는 정보의 유통에 그치지 않고, 종종 논평과 비판 등을 덧붙이면서 반복되

었다. 중국과 일본의 영국인은 하나의 보도・언론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중국어신문의 탄생 

중국에서는 17 세기 말 이래 청조(淸朝) 정부의 정보를 전하는 저보(邸報)가 일간 수준으로 발행되고 

있었지만, 저보의 내용은 궁정의 동정, 황제의 유지, 대신의 상소문 등으로 한정되었으며, 저보 이외의 

정기간행물은 인정되지 않았다8. 

 최초의 중국어신문은 런던 전도 협회의 영국인 선교사가 광저우에서 직접 중국인에게 전도하는 행위

를 금했기 때문에 영국 통치하의 말라카에서 1815 년에 발행된 것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어신문은 

선교사에 의해 상하이와 홍콩 등지에서 왕성히 발행되었고, 더불어 영어신문을 모체로 하는 중국어신

문이 나타났다9. 

 또한 상하이에서 1872 년 영국인 Ernest Major 가 창간한 『신보(申報)』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서

양인이 경영하면서도 중국인이 중추가 되어 편집하는 신문이 생겨났다. 이 신문은 논설과 중국인 독자

로부터의 활발한 투서에 의해 청조 지방관료에 대한 비판 등도 담아내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대표적인 

중국어신문이 되었다10. 그리고 홍콩에서 1874 년에 왕도(王韜)가 창간한 『순환일보(순환일보)』는 

                                                        
4 Frank H. H. King (ed.) and Prescott Clarke, A Research Guide To China-Coast Newspapers, 1822-191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5 蛯原八郎『日本欧字新聞雑誌史』大誠堂、1934年。J. E. Hoare, Japan’s Treaty Ports and Foreign Settl
ements (Folkstone: Japan Library, 1994). 
6 Extra to The Japan Herald, Sep. 16, 1862, “Assasination of C. L. Richsrdson in Japan,” NCH, Oct.,
 11, 1862. JH 의 호외 기사는 영국의 The Times 에도 전재되었다.“The Murder of Mr. Richardson in Japan,”

 The Times, Nov. 28, 1862. 
7 JH, Oct. 25, 1862. 또한 China Mail 과 Japan Herald 간에도 똑같은 응수가 반복되었다. 
8 저보의 기원은 송대까지 거슬러 오른다고 한다.。馬光仁『中国近代新聞法制史』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2007

年、殷晴「清代における邸報の発行と流通」『史学雑誌』第 127編第 12号、2018年 12月。 
9 卓南生『中国近代新聞成立史』ぺりかん社、1990年、小宮山『日本語活字ものがたり』。 
10 Natascha Vittingoff, “Readers, publishers and officials in the contest for a public voic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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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경영하는 중국어신문으로 첫 성공을 거두었다11. 

 위에서 언급한 중국어신문은 상하이 등의 개항지와 영국령 홍콩에서 발행됨으로써 청조 정부의 통제

에서 벗어나 있었고, 특히 개항지에서 서양인이 경영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영사재판권에 의해 신문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영사재판권을 이용한 신문발행은 초기의 일본어신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다.  

 초창기의 중국어신문에 관해서는 야베 준수쿠(八戸順叔) 사건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청조 정부

는 1860 년 초 이래 영어신문과 중국어신문에서 국제정세의 정보를 얻고 있었다. 그리고 1867 년 초 

중국어신문에서 ‘야베 준수쿠’라는 일본인이, 일본이 증기선 군함을 손에 넣었고, 조선을 정벌하려 한

다고 전하는 기사가 발견되었다. 이 기사에 위기를 느낀 청조 정부는 조선 정부에 사실을 확인했고, 경

악한 조선 정부는 다시 도쿠가와(德川) 정권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도쿠가와 정권은 “사실무근”이라 회

답했지만, 조선은 일본에 대해 불신감을 품게 되었고, 이것이 메이지유신 이후의 조선개국교섭 분규 요

인 중 하나가 되었다12. 다시 말해 신문 그 자체가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야베 준수쿠는 요코하마에서 미국인 Eugene Van Reed 의 통역을 담당했고, 그와 함께 미국에 건너

간 후 1866 년부터는 홍콩과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야베는 중국어신문의 독자였으며, 문제의 

기사는 야베 자신이 투고한 것으로 추정된다13. 즉 이른바 야베 사건은 일본인의 글로벌한 이동이 본격

화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일본의 지식인이 한학의 소양으로 중국어신문을 읽을 수 

있었던 점은 이하에서도 논하겠지만, 동아시아의 다언어적인 보도・언론의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었다.  

 

(3) 일본어신문의 탄생 

 도쿠가와 정권 하의 일본에서는 재해와 사건을 전하는 요미우리 와판(瓦版) 등은 존재했으나, 그 발

행은 단발적이었고, 또한 정치에 관한 출판과 보도는 일절 금지되고 있었다14. 정기간행물을 살펴보아

도 중국의 저보와 같은 정부의 홍보물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도쿠가와 정권은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

관(商館)으로부터 국제정세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지만, 이것 또한 출판되지는 않았다15. 

 그러나 개국 직후부터 일본 국내에 중국어신문과 영어신문이 유입되면서16, 도쿠가와 정권의 학자들

은 중국어신문의 번각 출판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정청의 기관지를 번역하여 간행하

였다17. 또한 요코하마에서 영어신문 발행이 시작되자 도쿠가와 정권에서는 야나가와 순산(柳河春三) 

등이 이를 왕성히 번역하였다18. 

 1860 년대 후반에는 일본어신문이 탄생하였다. 당초의 주요 담당자는 일본인 표류민으로서 미국 국

적자인 Joseph Heco 와 영국인 선교사인 Buckworth Bailey 등 요코하마 거류지의 외국인이었고, 주

                                                        
 rise of a modern press in late qing China (1860-1880),” T’oung Pao 87, no. 4 (Jan. 2001): 393-455. 
11 卓『中国近代新聞成立史』、方漢奇編『中国新聞事業通史』第 1 巻、中国人民大学出版社、1992 年、322〜330

頁、467〜488頁、倉田明子『中国近代開港場とキリスト教』東京大学出版会、2014年。 
12 佐々木揚『清末中国における日本観と西洋観』東京大学出版会、2000 年、3〜20 頁、朝鮮総督府編（田保橋潔

著）『近代日鮮関係の研究』上、朝鮮総督府中枢院、1940 年、『同文彙考』原編・洋舶情形、同治 6 年（大韓民国

文教部国史編纂委員会編『同文彙考』三、大韓民国文教部国史編纂委員会、1978年）。 
13 陳捷「幕末における日中民間交流の一例」『中国哲学研究』第 24 号、2009 年、福永郁雄「ヴァンリードは“悪

徳商人”なのか」（横浜開港資料館・横浜居留地研究会編『横浜居留地と異文化交流』山川出版社、1996 年）。

「選録上海新報 日本国新聞」『中外新報七日録』同治 5年 12月 12日（1867年 1月 17日）。 
14 今田洋三『江戸の本屋さん』日本放送出版協会、1977 年、木下直之・吉見俊哉編『ニュースの誕生』東京大学

総合博物館、1999年。 
15 松方冬子『オランダ風説書と近世日本』東京大学出版会、2007年。 
16 宮地正人『幕末維新期の社会的政治史研究』岩波書店、1999年、147、177頁。 
17 小野秀雄「我邦初期の新聞と其文献について」（吉野作造編『明治文化全集』第 17 巻新聞編、日本評論社、19

28年）、北根豊編『日本初期新聞全集』ぺりかん社、全 67巻、1986年〜2000年。 
18 小野「我邦初期の新聞と其文献について」、北根編『日本初期新聞全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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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기사는 세계 각지에서 도착한 신문들의 번역이었다19. 또 1868 년에는 보신(戊辰) 전쟁이 한창일 때, 

신정부가 정부의 홍보물로써 『태정관일지(太政官日誌)』를 창간하는 한편20 도쿠가와 정권에 출사하

고 있던 양학자인 야나가와 순산과 후쿠치 겐이치로(福地源一郎)가 신문을 발행했고, 신정부에 비판적

인 보도・언론활동을 전개했다. 머지 않아 신정부는 신문의 발행을 허가제로 변경했고, 영사재판권에 따

라 지켜지고 있던 외국인의 일본어신문 외에는 폐간되었다21. 

 보신전쟁 종결 후 신정부는 허가제 하에서 신문을 육성하였고, 일본어신문이 속속 창간되었다. 단

1871 년의 신문지조례가 ‘정법(政法)’에 대한 ‘방의(謗議)’를 금하고 있어 이들 신문은 정치에 관한 보

도・언론활동에는 극히 소극적이었다. Japan Gazette 의 전 편집자 J. R. Black 이 1872 년에 창간한 

『일신진사지(日新真事誌)』는 예외였다. Black 은 영사재판권에 의해 지켜지던 자신의 입장을 이용하

여 일본어신문의 정론신문화를 주도했다22. 

 그러나 1874 년 말 일본 정부는 구실을 만들어 Black 을 『일신진사지』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였고,

나아가 외국인에 의한 신문의 경영・편집을 금했다. 그럼에도 Black 은 영사재판권을 방패 삼아 1876

년에 『만국신문』을 창간했지만, 주일 영국 공사 Harry Parkes 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국

인의 일본어신문 발행을 금했다. 이로 인해 Black 은 상하이로 건너가 영어신문 발행에 종사하게 되었

다23. 

 Black 의 일본어신문이 좌절된 경위는 초기의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던 상

황을 여실히 보여 준다. North-China Herald  등 상하이의 영어신문은 Parkes 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

판했는데, 그것은 『신보』 등도 청조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영국 당국으로부터 발행을 금지당할 가능

성이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24. 

 이처럼 일본어신문은 중국어신문과 마찬가지로 서양인에 의한 개항지에서의 신문발행에 촉발되어 

탄생하였다. 서양어 신문과 선행하는 중국어신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점과 메이지유신이라는 큰 정치 

변동은 일본이 중국과 조건을 달리한 점이지만, 영사재판권 하에서 서양인에 의해 발행된 일본어신문

이 중요한 역할을 다한 점은 중국과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4) 보도・언론의 다언어적 유통 

 동아시아 각지에서 영어신문・중국어신문・일본어신문이 보도・언론활동을 펼치게 되자 각각의 기사

는 같은 언어의 신문끼리 참조・전재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번역 등을 통해 언어를 초월하여 유통되

기 시작하였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는 영어신문에 촉발되어 탄생한 경위가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영어신문의 번역기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영어신문 측에서도 현지 정보 수집의 

필요상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의 기사를 관심 영역에 맞게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예를 들어 North-
China Herald 는 창간 이래 청조 정부의 저보를 번역 게재하고 있었는데25, 『신보』가 언론의 장으로

써 활성화되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종종 논평과 기사를 번역하여 게재하였다26. 일본에서는 1871 년 

                                                        
19 稲田『自由民権の文化史』25〜39頁、奥『幕末明治新聞ことはじめ』23〜46頁、77〜83頁。 
20 山口順子「『太政官日誌』の発刊」『出版研究』第 42号、2011年。 
21 稲田『自由民権の文化史』41〜68頁、奥『幕末明治新聞ことはじめ』84〜108頁。 
22 鳥海『日本近代史講義』、稲田『自由民権の文化史』、奥武則『ジョン・レディ・ブラック』岩波書店、2014年。 
23 奥『ジョン・レディ・ブラック』260〜294頁。 
24 영국의 정책전환에 따라 1881 년 이후에는 현지어신문에 대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그때까지는 『신보』의

사주인 Major 자신도 Black 과 같은 처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Rudolf G. Wagner, “The Shenbao In Cris

i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Conflict Between Guo Songtao and the Shenbao,” Late Imperi
al China Vol. 20, No. 1 (June 1999): 107-138. 
25“Select Extracts from the Peking Reporter: Nos. 52, 53, 54, June 12th, 17th, 1850,” NCH, Aug. 3rd,
 1850.  
26 “The Press and The Mandarins,” NCH, Feb. 12, 1874, “The Yang-Yeh-Liu Case (Translated from the 

Shen-pao of 22nd Jan.),” NCH, Feb. 2, 1872. Vittingoff,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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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의 논설 「신봉건론」이 Japan Mail 에 번역 게재되었고, 이에 대한 Japan Mail 의 논평

이 다시 『신문잡지』에 번역 게재되는 등의 응답도 이뤄졌다27. 

 이상의 내용과 비교하면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간에 이뤄진 언론의 유통에는 주목해야 할 비대칭

성이 존재했다. 19 세기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한학은 일반적인 교양이었고28, 중국어신문 기사

의 한문 또한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일본어신문은 중국어신문의 기사를 번역 게재하는 데 그치지 않

고29, 때로는 원문 그대로 혹은 훈점을 붙여 전재했다30. 그러나 중국어신문에서 일본어신문을 바로 전

재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언어 간의 갭에는 확실히 중화문명권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중심・주변관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요코하마의 영어신문이 일본어신문의 기사를 번역 게재하자, 중국어신

문은 그 기사를 다시 번역 게재하여 소개하게 되었다. 1872 년에는 『일신진사지』에 게재되었던 어느 

투서가 영어신문을 통해 『신보』에 번역 게재되었다. 이 투서란, 조선이 3 년 전 신정부로부터 조공(통

신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의 부활을 요구받은 것에 대해 보내온 답신이라고 칭하는 문서를 들어 일

본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답신의 내용은, 조선은 ‘다이코사마(太閤様)’의 침략 즉 임진

왜란을 잊지 않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의 침략도 물리쳤고, 야만적인 서양인을 모방하는 일본과는 교류

하지 않겠다 하여 교전을 제안한 것으로 투서자의 창작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Japan Gazette 는 이 답

신을 번역 게재하였고31, 『신보』는 이를 다시 번역 게재하여 조선이 국제정세를 낙관시하고 있다는 

염려를 나타냈던 것이다32. 

 즉 일본어신문과 중국어신문 사이에는 일본 측이 중국어신문을 한문으로 읽고, 중국 측이 일본어신

문을 영어신문의 번역을 통해 읽는 형태로 비대칭적이면서도 상호참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후 

이와 같은 관계는 동아시아의 국제분쟁에 의해 활성화되어 갔다.  

 

2 동아시아 국제분쟁과 저널리즘 논쟁 

 

(1) 대만출병을 둘러싼 논쟁33 

 1874 년의 대만출병은 영어신문이 주도한 보도・언론활동에 자극을 받아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이 활성화되고, 보도・언론의 유통이 다방향화된 계기로써 주목할 수 있다. 

 대만출병의 발단은 1871 년, 대만에 표착한 류큐인이 선주민인 파이완족에게 침략자로 간주되어 대

부분이 살해된 모란사사건(牡丹社事件)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원래 드물지 않은 일이었지만, 메이지유

신을 거친 일본 정부는 류큐를 일본의 완전한 일부로 삼는 관점에서 죄를 묻기 위해 대만으로의 출병을 

검토하게 된다.  

                                                        
27 松尾正人『廃藩置県の研究』吉川弘文館、244〜257頁、2001年、池田勇太｢明治初年の開化論と公論空間｣（塩

出編『公論と交際の東アジア近代』）。 
28 渡辺浩『東アジアの王権と思想』東京大学出版会、1997年、115〜141頁、広田照幸「近代知の成立と制度化」

（歴史学研究会・日本史研究会編『日本史講座第 8巻 近代の成立』東京大学出版会、2005年）。 
29 예를 들면「選録上海新報」『横浜新報もしほ草』第 6篇、1868年 6月 15日（慶応 4年閏 4月 25日）、「支那刊

行教会新報ノ抄訳」『東京日日新聞』1872 年 11 月 19 日（明治 5 年 10 月 19 日）、「香港華字日報」『横浜毎日新

聞』1873年 5月 16日。 
30 『東京日日新聞』1872年 9月 19日（明治 5年 8月 17日）、「隣邦可相援論」『朝野新聞』1879年 1月 23日。 
31 “Corea and Japan,” JWM, July 20, 1872, “Japan and Corea,” NCH, Aug. 10, 1872 에 의함. 당해기의

『일신진사지』와 Japan Gazette 는 보고자의 좁은 식견으로는 찾아낼 수 없으나 Japan Mail 에 의하면 JG, July 
18, 1872 에 번역 게재되었다. 
32 「論高麗約日本交戦書」『申報』1872年 8月 7日（同治 11年 7月 4日）。 
33 이 항목은 주를 달지 않는 한 塩出浩之「台湾出兵をめぐる東アジア公論空間」（同編著『公論と交際の東アジア

近代』東京大学出版会、2016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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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전 미국 샤먼(厦門)영사인 C. W. Le Gendre 로부터 대만 동부는 중국의 주권 하에 놓여 

있지 않다는 조언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1873 년에 청조 측이 파이완족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사건의 책임을 부정하였기에 1874 년에 출병을 결행하였다. 그러나 청조 측이 

대만은 중국령이라 주장하며 병력 철수를 요구하여 양국은 개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당초 대만출병에 관한 보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영어신문이었다. Japan Gazette(1874

년 3 월 30 일)는 일본 정부의 공표에 앞서 출병 결정을 보도하였고, 주일 영국 공사 Parkes 는 이 보도

를 보고 일본 정부에 청조 정부의 승인을 얻었는지 문의했다. 또 Japan Herald(4 월 7 일, 17 일)는 일

본이 대만 영유를 노리고 있다 보고, 청조 정부의 항의를 예상하여 출병에 미국의 선박과 사관이 고용

되어 있는 것에 주일 미국 공사 J. A. Bingham 이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기에, Bingham 은 일본 정

부에 항의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단 출병중지를 결정했으나, 지휘관이었던 사이고 쓰구미치(西

郷従道)의 독주에 의해 출병을 추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요코하마의 영어신문이 보도함에 따라 중국어신문는 적극적으로 보도・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상하

이의 『신보』(4 월 14 일, 16 일, 17 일)는, 대만은 중국의 판도로, 일본이 제재나 침략을 목적으로 한

다면 문제라고 경계했다. 대만에 상륙한 사이고 쓰구미치에 대해 민절(閩浙) 총독인 이학년(李鶴年)은 

5 월 23 일에 청조 정부의 철병요구를 전했지만, 『신보』(6 월 8 일)는 양자의 왕복문서를 입수하여 그

대로 공개했고, 철병요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 문서는 각지 영어신문에 번역 게재되었고, 다

시 일본어신문에도 전재되었다. 

 한편 Hongkong Daily Press(5 월 6 일)는, 중국은 국제법을 이용하면서 주권에 따르는 권리만을 요

구했고, 주권은 무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만약 일본이 대만을 얻는다면 일본의 현상으로 볼 때 대만은 

보다 유효한 통치하에 놓인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편전쟁 종결 후 대만에 종종 서양

인 조난자가 표착하였고, 선주민에 의한 습격・살해사건이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조 정부가 일관되

게 대응을 거부해온 경위가 있었다. 

 대만출병에 대한 일본어신문의 반응은 Black 의 『일신진사지』(4 월 20 일)가 “세계인의 비웃음을 

면치 못해”라고 비판한 것을 제외하고 당초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도쿄일일신문(東

京日日新聞)』(5 월 26 일)은 “청국구서(淸國歐西)의 논평” 즉 중국어신문과 영어신문의 출병 비판에 

대항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아 출병 지지의 입장에서 보도를 전개했다. 단 『도쿄일일(東

京日日)』도 제재 목적에 한하여 출병을 지지했기 때문에 청조 정부의 철병 요구가 각지에 번역 게재

되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어신문의 투서란에서는 이 철병 요구에 대하여 출병의 시비가 활발히 논의되었지만, 그것은 동

아시아에 있어서의 언론유통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우편보지신문(郵便報知新聞)』(7

월 10 일, 12 일)에 투서한 다치바나 미쓰오미(立花光臣, 후루사와 시게루(古沢滋)의 필명)은 Japan 
Gazette 의 출병 비판을 인용하여 외국인이 “횡문자”로 일본 정부에게 “멋대로 평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종문자 신문”이 “관리들의 기휘에 저촉되는” 바를 쓸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불공평하다 하여 “종

문자도 횡문자도” “자유인민”을 위한 “훌륭한 자유의 문자”가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도쿄일일

신문』(8 월 31 일)의 어느 투서자는 『순환일보』의 기사(『회보(匯報)』로부터의 전재)를 번역하여 

“홍콩과 상하이 등의 신문지”의 일본보도가 대만출병 이후 “매우 정밀하고 상세”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귀국한 중국인의 관찰을 소개한 것이며,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지만, 투

서자는 현지에 수천 명 아니 그 이상의 독자가 있다고 하며 “지금 이를 피하는 것은 귀를 막고 번개를 

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난항 끝에 합의에 도달하자 영어신문・중국어신문・일본어신문은 한결같이 전쟁 회피를 환영

했다. 하지만 본 보고의 관심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보도와 

언론의 유통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5 년 후의 류큐처분에 제하여 더욱 현저히 나

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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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류큐처분을 둘러싼 논쟁34 

 1879 년에 일본 정부가 강행한 류큐왕국의 병합, 이른바 류큐처분에 대해 그 시비를 둘러싼 논의가 

영어신문뿐만 아니라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에서도 활발히 이뤄졌다. 또한 중국어신문・일본어신문 

간에 상호의 주장이 활발히 참조되었다.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은 류큐의 귀속을 둘러싸고 상호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가능성에 강한 위기감을 품었기 때문에 상호의 의사를 파

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대만출병 결착 후, 일본 정부는 류큐의 완전한 병합을 위해 1879 년 4 월, 마침내 ‘폐번치현(廢藩置

縣)’의 명령을 왕국의 상소에 수락시켰고, 오키나와 현청을 설치했다(류큐처분). 청조 정부는 일본 정부

에게 항의했고,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전 미국 대통령 U. Grant 의 중재로 양국 간에 미야코(宮

古)・야에야마(八重山)에 류큐를 부활시키는 안이 1880 년에 일단 타결되었지만, 청조 정부는 러시아와

의 분쟁과 류큐사족의 반대에 부딪혀 교섭을 중단하였고, 류큐처분은 점차 기정사실화되었다. 

 류큐처분이 단행되기 직전부터 류큐와 중국은 일본에게 병합 중지를 요구하였고, 저널리즘에서도 논

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미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의 상호참조도 이뤄지고 있었고, 『신보』(1879

년 2 월 11 일)는 “일본신보의논(日本新報議論)”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군・신・민 모두 

류큐를 병합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류큐와 중국의 관계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야신문(朝野新聞)』(2 월 15 일)은, 류큐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귀속이며, “지나 신문지(支那新聞

紙)”의 설은 “망탄무계(妄誕無稽)”하다고 주장했다. 

 류큐처분이 실행되자 『신보』(4 월 22 일)는 류큐가 일본・중국 양쪽에 귀속되어 온 점을 인정한 후

에 류큐를 멸망시킨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지만, 『우편보지신문』(5 월 2 일, 3 일)은 이것을 “지

나의 제멋대로론”이라 평했다. 또 『순환일보』(6 월 7 일)가 류큐는 예부터 중국의 귀속이라 주장하자 

『우편보지신문』(6 월 21 일, 23 일)은 그렇다면 중국은 어찌하여 류큐를 보호해 오지 않았는가, 일본

은 류큐를 실지배하여 보호해 왔다고 반론했다. 『조야신문』(6 월 29 일)도 『순환일보』(일자 불상)

에 대해 류큐의 중국에 대한 조공보다도 일본과의 관계가 오래다고 주장했고, 또 대만출병의 결착을 근

거로 류큐처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이러한 상호참조를 통해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양측 다 일본과 중국 쌍방의 논리가 서로 들어맞

지 않는 것 자체를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보』(1879 년 4 월 15 일)는 류큐에 관한 일본 신문의 

주장은 일본 사람들의 입맛을 반영하고 있으며, “무리”가 있고 “망론”이기는 하나 “허사(虛辭)”는 아

니라 썼다. 한편 『조야신문』(1879 년 9 월 21 일) 또한 양국 쌍방에 “리(理)”와 “증(証)”이 있기 때문

에 다툼이 생기며, 어느 한쪽이 입을 다물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고 적었다. 

 더욱이 양국 쌍방이 당초부터 중시했던 것은 전쟁의 회피였다. 『신보』(1879 년 5 월 31 일)는 류큐

를 둘러싸고 일본과 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리(理)”를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와의 분쟁에 대한 영

향을 염려하여 전쟁을 반대했다. 한편 『조야신문』(6 월 22 일, 8 월 1 일, 8 월 7 일)은 “상하이와 홍

콩의 신문지”가 일본 측에게 개전의 의도가 있다고 논하고 있지만, 그것은 “망단억측(妄斷憶測)”이라

고 주장했다. 전쟁은 가령 이기더라도 “동양정략(東洋政略)”과 “동양무역(東洋貿易)” 상의 손실이 크

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회피와 더불어 모색된 것은 서양열국의 지지확보에 의한 해결이었다. 『신보』(9 월 13 일, 

11 월 9 일)는 일본이 만국공법의 ‘공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중국과 서양열국이 힘을 합세

하면 일본과 필적하여 류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논했다. 이러한 논조에 대해 『우편보지신문』(1880

년 1 월 17 일)은 “홍콩과 상하이의 지나 신문지”에는 “남에게 기대는 마음”이 있고, 중국에게 개전의 

의사는 없다고 분석했는데, 열국이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지는 당연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도 문제였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Grant 전 대통령을 수행한 New York Herald 의 기자 J. R. Young 은 New 
York Herald (8 월 15 일, 16 일, 9 월 1 일)에 중국, 일본에서의 요인들과의 회담내용에 대해 상세히 

전하며 Grant 에 의한 중국과 일본 간의 중재를 밝혔다. 이들 기사는 바로 동아시아의 영어신문・중국

                                                        
34 이 항목은 주를 달지 않는 한 塩出浩之「1880年前後の日中ジャーナリズム論争」（劉傑・川島真編著『対立と

共存の歴史認識』東京大学出版会、2013年）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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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신문・일본어신문 각지에 전재되었다35.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간에는 독자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협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순환일보』(1879 년 10 월 18 일)와 『신보』(1880 년 3 월 18 일)가 “아주대국(亜洲大局)”

에 주의를 촉구하며, 중국과 일본의 대립으로 러시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논하자, 『조야신

문』(1879 년 11 월 5 일)과 『우편보지신문』(1880 년 4 월 28 일)은 이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조

야신문』 관계자는 1880 년에 흥아회(興亜会)를 조직하였고, 그 모임의 잡지인 『흥아회보고(興亜会

報告)』에 일본・중국・조선이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항하자고 주장한 한문 논설이 게재되자 『순환일보』

(1880 년 5 월 10 일, 11 일, 12 일)는 이에 대해 “식견탁월”이라 평하며 소개했다. 또한 왕도(王韜) 자

신도 흥아회에 입회했다. 이러한 협조의 움직임은 일본과 중국 저널리즘 간의 상호참조가 심화되는 과

정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양자는 상호의 득실 차이를 자각하고 있었다. 중국어신문의 입장에서 중일

협조는 러시아와 일본에게 협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부득불 류큐문제에 있어서의 “체면”을 버리는 것

을 의미하지만, 류큐처분의 기정사실화를 노리는 일본 측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었다. 홍콩을 방

문한 흥아회의 일본인에게 왕도(王韜)는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해 류큐의 “복국(復國)”을 요구했지만, 

일본인의 반응은 냉담했고, 왕도는 실망감을 표했다(『순환일보』1880 년 5 월 14 일). 한편 『우편보

지신문』(1881 년 3 월 3 일, 4 일, 7 일)은 일본과 중국에 예로부터 “보거순치의 친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위에 무수한 적국을 발견”하여 그 필요를 느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만출병과 류

큐처분으로 중국의 정부와 인민은 일본에게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제는 “홍콩과 상하이의 제 신문”이 

일본의 “조선을 향한 야심”을 논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머지 않아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

의 대립이 표면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나가며 

 

 아편전쟁 이후 홍콩과 상하이에 영국인이 들여온 영어신문은 일본의 개국 이후 요코하마에서도 발행

되었고, 기사의 전재와 참조를 통한 보도・언론의 네트워크가 동아시아에 형성되었다. 영어신문에 촉

발되어 탄생한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도 번역을 통해 1870 년대에는 이 네트워크에 가세했다. 이는 

동아시아가 세계시장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지역으로써 기능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언론유통의 기반을 이룬 것이 동아시아의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이라고 한다면 언론유통의 활성화를

촉진한 것은 대만출병과 류큐처분 등 동아시아에서 빈발한 국제분쟁이었다. 특히 류큐처분 시에는 중

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간의 상호참조도 활발히 이뤄졌다. 그 큰 요인은 중국과 일본이 전쟁의 위기에 

빠졌고, 쌍방이 그 회피를 지향한 것에 있었다. 

 이러한 언론의 유통을 통해 영어신문과 중국어신문, 일본어신문 간에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

다른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론(異論)의 가시화’라고도 일컬어야 할 이 상황을 

보고자는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35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조하는 Tokio Times（10 월 11 일）는 일본 정부가 Grant 와의 회담에서 제시한 일본・

류큐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청조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Japan Gazette（11 월 29 일〜1880 년

 1 월 10 일）는 Tokio Times 의 주장을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로 간주한 후에 역사적 경위를 재검토하여 비판했고, 

일본 정부에게 공개의 장에서 정정 혹은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Yamaguchi, Eitetsu and Yuko Arakawa eds., Th
e Demise of The Ryukyu Kingdom (Ginowan: Yojushorin, 2002). 山下重一『続琉球・沖縄史研究序説』御茶の

水書房、2004年、221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