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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시 가장 선진적인 ‘뉴미디어’ 기술을 받아들여 쌍방향 소통을 시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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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아마추어 무선가(ُٖؓؓز摾納㵵)들이 존재했다.1 이들의 숫자에 대한 정
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1925년 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부를 중
심으로 전국적으로 5만 명가량 존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2 이들 아마추어
무선가는 다만 라디오 기술 도입의 선구자로서만이 아니라, 전간기 일본의
국가·사회·개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참조항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
글은 후자로서의 아마추어 무선가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언설을 분석하고
행적을 추적하여, 아마추어 무선가를 둘러싼 지배적인 시선, 즉 ‘전파 공론
장’ 신화로 인해 주변화된 역사적 정황을 조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간기
일본을 보는 냉전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시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
전간기 일본의 국가·사회·개인 관계와 관련하여 언급될 때에 아마추어
무선가는 주로 개인의 실현과 자유에 가치를 두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며
국가에 의한 통합의 구심력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존재로서 표상되었다.3
예를 들어 일본을 대표하는 미디어 연구자인 요시미 슌야(⻊锶➿)는 이들
의 쌍방향 송수신 행위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유권’(蔦氮㏝)으로서 ‘공중전
파대’(疾╚괎峒䊝)를 형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중 일부가 ‘공중(疾╚)의
자유 사용’을 주장했던 것을 두고 일종의 ‘전파 공론장 논의’였던 것으로 독

1 ‘아마추어 무선가’는 라디오 도입 초기에 일본에서 음차로 표기한 라디오(ٚ ؛س혹은 괂冝겊) 대신에
번역어인 무선전화 혹은 방송무선전화라는 표현의 사용빈도가 높았던 탓에 정착된 용어다. 라디오 관
련 자료·연구에서는 줄여서 ‘아마추어’라고 쓰기도 한다. 일본아마추어무선연맹은 아마추어 무선을
“상호 통신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정규 방송과 구분한다. 傽勓ُٖؓؓز摾納潊 , 『ُٖؓؓز摾
納ײֵס: 傽勓ُٖؓؓز摾納潊50䌑⺮』, CQ⮂曫, 1976, 27쪽; 문부성이 1941년 4월부터 국민학
교 교과서에 일본어화한 외국어의 가타카나 표기법을 통일했고, 일본방송협회도 통일된 표기법에 따
르면서 1941년 무렵에 라디오 표기가 ٚ؛س에서 ٚ؛ة로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원자료의 표기에
따라 표시하였다.
2 蝑稌㐌鬚, 「ⱁ噺⯼䔿ס㎇: ╭סٖؓزُؓיכ皑㖪」־, 㽒ꪨ侓겊, 『ٚ؛ة氙噺䐶䌑⺮』, 摾納⻉
⻎偆臝社◜噺ꌃ, 1944, 265쪽; 傽勓侑ⶾ⚶ , 『傽勓侑⺮』 ┪䉌, 傽勓侑⮂曫ⶾ⚶, 1965, 22쪽.
3 ⻊锶➿, 『「㛽」ס勓╭聋: 괎需·ٚ·؛ة謾꼞塌ס社⚶⺮』, 岉⮂倀䍼, 2012(鞻社剹ْ ؙز1995
년판의 재간), 232~246쪽; Mizukoshi Shin, “From Active Enthusiasts to Passive Listeners: Radio,
the Stat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ireless Imagination,” Umesao Tadao et al., eds., Japanese
Civilization in the Modern World vol. xiv: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saka: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2000, pp. 65~75; ٍظٚ R. َت٤٭ا, ⺜魊卲䌗 陹, 「摾納ُؙؔظ٭؛־ؓؼ٤
ت: 傽勓סٚ؛ة묯僻劻ٖؓزֽُؓׄמ倀ס銺כ侑倀⺫ס꾁」, 寊鱳⛞ 鬬⚈겏, 『20┾
笫(ؓؔظْס1): ؙٝعؠٛסؓؔظْ·ؠش♣』, 䖅䀁: ّطتبعتٔة, 1996, 93~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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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4 이러한 전간기 이해는 일방향 발신 행위로서 정식 방송이 개시된
이후에 아마추어 무선가들은 ‘수동적인 청취자’로,5 특히 1930년대 이후에
라디오는 ‘집권적 통제 기구’로 변모해 간 것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진다.6 요
컨대 일본의 아마추어 무선가는 전간기 일본에 등장했으나 전시 체제가 압
살해 버린 자유주의 공론장의 맹아, 즉 일본 민주주의 발전의 ‘빼앗긴 기회’
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관련 법규의 부재로 큰 제약 없이 이루어지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송
신에 법적 규제가 가해진 것은 정식 방송을 앞둔 1923년의 일이다. 방송용
사설무선전화규칙(侑氠瑭陭摾納괎需锺⯵ 1923년 12월 20일)으로 규제 방침이 정
리되고, 특히 방송용사설무선전화감독사무처리세칙(侑氠瑭陭摾納괎需潏瀤◜
ⳡ⭦槏箖⯵ 1924년 2월 26일)으로

출판법·신문지법의 내용 규제에 준하여 방송

내용에 관한 규제가 실시된 것이다. 아울러 1934년 일본방송협회(이하 방송
협회)

기구 개편으로 일원적인 방송 체제가 한층 강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7

이 글 역시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신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미 1915년 가결된 무선전신법으로
애초부터 원칙적으로는 주무 대신의 허가를 얻어야만 방송이 가능했고, 아
마추어 무선가들의 경우 실험 전용(㸗氠) 시설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리고 실험 전용인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은 방송용사설무선전화규칙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8 규제가 가해진 이후인 1926년 일본아마
추어무선연맹(傽勓ُٖؓؓز摾納潊)이 결성된 것을 보더라도, 규제의 시작
을 아마추어 활동의 압살로만 보기는 어렵다. 1927년부터 단파 방송은 엄
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실험용으로는 허용된 바 있고, 중파를 이용한

4 ⻊锶➿, 『「㛽」ס勓╭聋: 괎需·ٚ·؛ة謾꼞塌ס社⚶⺮』, 232~238쪽; 유사한 서술 방식은 최근 연
구에서도 발견된다. 㹸澵□, 「㛽⚻ֻ/䪫嚝׳: 괎需·ٚ」⺮ؓؔظْס؛ة, 氭骅 ,
『ْؓؔظ䪫⺮: ذةظٜ社⚶ס笠餧כ鉿偙』 侉阏曫, ⵌ堅⮂曫, 2017, 76~78쪽.
5 Mizukoshi Shin, “From Active Enthusiasts to Passive Listeners: Radio, the Stat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ireless Imagination,” 71~72쪽.
6 ⻊锶➿, 『「㛽」ס勓╭聋: 괎需·ٚ·؛ة謾꼞塌ס社⚶⺮』, 239~240쪽.
7 傽勓侑ⶾ⚶ , 『傽勓侑⺮』 ┪䉌, 308~323쪽.
8 㴗, 『侑ٚ』؛س, 僃甮氭㝕㳔⮂曫ꌃ, 1925, 156~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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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라디오 방송은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까지 금지되지 않았
다.9
한편 전파 공론장 개념이 숙의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자유로
운 발화와 토론을 상정한다면, 당시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송수신 행위를 이
와 같은 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송수신은 발화 내용보다는 주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자체에 대한 경
이에 힘입은 것이었기 때문이다.10 전후 일본에서는 개인 사이의 자유로운
송수신이 가능해졌음에도, 햄 라디오 송수신 양상이 딱히 전파 공론장의 이
상에 부응하지 않았던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시라토 겐이치로(溮䨯⣌┞
ꋝ)의

연구에 따르면, 전후 햄 라디오 무선가들의 주요 관심사는 여전히 쌍

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통달이었고, 내용 면에서도 정
치·사회적인 문제를 두고 토의하기보다는 주로 신변잡기적인 내용을 소소
히 공유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11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지배적인 접근법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전간기 일본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국가를 대척점으로 하는 정치·사회적
진공상태에서 라디오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받아들인 듯한 착시를 불러일
으키기 십상이다. 이러한 착시는 전후 냉전 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고전적인
부르주아 시민사회 공론장 모델의 필터를 한 차례 거친 것으로, 국가와 개
인 사이에 ‘자유’를 둘러싼 이항대립을 전제한 채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행

9

傽勓ُٖؓؓز摾納潊 , 『ُٖؓؓز摾納ײֵס: 傽勓ُٖؓؓز摾納潊50䌑⺮』, 46~55쪽,

60~62쪽, 103~104쪽, 191~193쪽.
10 Mizukoshi Shin, “From Active Enthusiasts to Passive Listeners: Radio, the Stat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ireless Imagination,” p. 71. 미즈코시는 미국과 달리 시민적 사회 참여에 대
한 열의를 결여한 일본적인 현상으로 문제시하나, 방송 내용에 집중하는 주지주의적 접근과 다른 시
각에서 당시 아마추어 무선 붐을 설명하는 연구들을 참조할 만하다. 직접 제작하는 행위가 주는 쾌
락에서 요인을 찾는 연구로는 㹸澵□, 「ٚ؛ة蔦✑⺮ؓؔظْס: 䨏⯼·䨏䔿劻傽勓ؔظֽْׄמ
ؓכ䪫׃״篑닫ס㜟㵼」, 『ُ٘ب٭آؼِٖؤ·ت٤煝疴』 76⺴, 2010, 139~156쪽; 미약 전파
를 활용한 전후의 자유 라디오 사례를 다루긴 하지만, 직접 제작과 기술-신체 사이의 경계가 소멸하
는 무선적 상상력에 대한 통찰을 주는 글로는 코가와 테츠오[고가와 데쓰오], 최재혁 옮김, 『아키바
손의 사고』, 미디어버스, 2018, 특히 II부 손의 사고, 그중에서도 144~153쪽 참조. 이 책을 권해 주신
김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1 溮䨯⣌┞ꋝ, 「『CQ ham radio』: 摾納٘ب٭آؼِٖؤ٤겧霺ؓؔظْס塌茣」, ✀ⶽ䉁 , 『귱䌑כ
겧霺ס묛ꓭ免♣: 蝄אםע鞅؆』־סגַך, 㽒峒剹䍔, 2015, 246쪽, 252~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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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나 가치관을 판단하도록 만든다. 이 글은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시선으로 인해 비(긋)가시화되거나 주변화된 역사적 정황들을 조명
하려 한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아마추어 무선가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과, 이들이 라디오 상용화를 목표로 군·관 및
정규 방송국과 긴밀하게 공조한 정황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
방송 도입기에 정부보다 한 발 앞서 당시 라디오의 ‘민중화’ 혹은 ‘대중화’
라고 지칭되었던 상용화 담론을 확산시킨 것은 통속 과학자이자 아마추어
무선 실험가들이었다. 이 글은 이들의 당시 저작과, 『무선과 실험』(摾納כ㵅
닫)·『라디오의

일본』(ٚס؛س傽勓)과 같이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즐겨 읽었던

통속 과학 잡지의 언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12 또한 방송이 점차 일방
향 발신으로 인식되고, 1925년 도쿄·오사카·나고야 3개 방송국이 개설되
고 1926년 방송협회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의 시기까지 시야에 넣어,
대표적인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행적을 추적할 것이다.
위의 정황을 복원하는 일은 전간기 일본의 국가·개인·사회의 관계를
보는 시선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했듯, 아마추어
무선가들은 전간기 일본의 개인과 사회를 국가의 대립항으로 전제하는 시
각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시각은 1960년대 중반 무렵부터 뚜렷해진 전후
민주주의 동요에 대한 위기감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㝕婞ؠٓظٚ)٭ب를
‘비국가적인 가치의 자립’으로 규정하여 전후 민주주의의 원형을 일본사의
내재적 발전에서 찾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다.13 하지만 국가에

12 이 글은 대표적인 아마추어 실험가와 아마추어 무선 잡지를 분석한 다카하시 유조와는 다른 접근을
취한다. 다카하시는 이들을 군·관·대기업이라는 ‘공식’ 영역에 대비되는 ‘비공식’ 영역(unofficialם
)٭ذؠج에 위치지운 결과, 이들을 국가와 무관한 사적인 존재로 표상하는 지배적인 시각을 강화한
다. 이러한 다카하시의 시각은 후술하는 이다 유타카(氭骅)와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시민’에 의
한 산업 혁신의 선례로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를 표상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둚堦겊ꅏ, 『ٚס؛ة
婹⺮: 䈰✑〈ס倀〉כ괎㲳䈰噺』ײֵס, 岺侓㝕㳔⮂曫㹾, 2011.
13 ⶨ訪Ⲍ, 「煝疴⺮俠槏כゼ꾴䳀鱍: ┞▟⪭ ~┢ 䌑♣╚䖥(יכ杅겏 㝕婞ؠٓظٚ٭ب脝)」,
『婹⺮韢』 766⺴, 2014, 12~13쪽; 인용은 ┩驟㝚┞ꋝ, 『㝕婞ؠٓظٚ٭ب韢』, 匯☒㝕㳔⮂曫⚶,
1995,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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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자유로운 개인의 대극에 위치시키는 냉전
자유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전
간기 일본의 민주화가 국민화와 중첩되었으며, 사회의 개조가 국가의 개조
와 긴밀하게 연동되었던 점, 그리고 국내의 민주화와 1차 세계대전 이후 새
로운 제국주의의 전개가 상호구성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면서,
위의 시각이 전간기 일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이루
어졌다.14 그럼에도 민주적이고 리버럴한 전간기와 억압적이고 파시스트적
인 전시 사이의 단절이라는 오랜 전제가 방송사 부문에서 여전히 크게 도전
받지 않은 셈이다. 이는 탈냉전적인 포스트전후로 지칭되는 현재에도 냉전
적 전후의 주된 시선의 자장(牪㖪)이 다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시각의 지속은 아마추어 무선가를 둘러싼 또 하나의 신화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데보라 포스캔저(Deborah Poskanzer)는 아마추
어 무선가를 뉴미디어 시대의 해커에 비유하여 “지치지 않는 도전과 실험,
규제에 대한 반감, 기술적 발견과 자기 발견과의 로맨틱한 관계 등은 해커
의 서브컬처에 보이는 전형적인 가치관”이라고 주장한다.15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현재의 맥락에서 ‘시민’의 바람직한 자본 참여의 선례로 아
마추어 무선가들이 호명되기도 한다. 이다 유타카(氭骅)는 ‘연구 기관이나
산업 자본에 대한 시민 참가’의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
가를 언급한다.16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를 둘러싼 역사적 정황이 현시점

14 ⶨ訪Ⲍ, 「煝疴⺮俠槏כゼ꾴䳀鱍: ┞▟⪭ ~┢ 䌑♣╚䖥(יכ杅겏 㝕婞ؠٓظٚ٭ب脝)」,
13~14쪽; 劔뉉㳔, 「『㝕婞ؠٓظٚ٭ب韢』ס槁㐂: 宐╭·社⚶·㎼宐」, 『傽勓婹⺮』 700⺴, 2006,
134~142쪽; 나리타 류이치, 서민교 옮김, 『근대 도시공간의 문화경험: 도시공간으로 보는 일본근대
사』, 뿌리와 이파리, 2011, 215~255쪽; 전간기 천황제 민주주의(imperial democracy)에 관해서는
Andrew Gordon, Labor and Imperial Democracy in Prewar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국내 민주화와 제국 개조의 상호 구성적 관계에 관해서는 요네타니 마사후미, 조은미 옮
김, 『아시아/일본: 사이(ꪨ)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 그린비, 2010, 113~147쪽; Jung-Sun N.
Han, An Imperial Path to Modernity: Yoshino Sakuzō and a New Liberal Order in East Asia, 1905–
193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2; 한정선, 「다이쇼 일본과 ‘현대’의 가능성」,
『역사와 현실』 115호, 2020, 23~55쪽.
15 ٍظٚ R. َت٤٭ا, 「摾納ُؙؔظ٭؛־ؓؼ٤ت: 傽勓סٚ؛ة묯僻劻ٖزֽُؓׄמ
ؓ倀ס銺כ侑倀⺫ס꾁」, 96쪽.
16 氭骅, 「䪫䘼䞯ٖؓزُؓסיכّٛث: 傽勓ס괎宜⟤䪫׃״䉖宐Ⲏס婹⺮社⚶㳔」,
『괎宜⟤册鬙㎒煝疴鞪吉㖥⼴剹』 28⺴, 2013,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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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시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은 이들 정황이 그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이처럼 국가·사회·개인의 관계를 보는 현재의 시선과 긴밀히 연동하고 있
기 때문이다.
우선 2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주변화되었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초
기 언설과 활동에 주목하여,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국민국가(더 넓게는 제국)
통합과 국제 경쟁 논리·과학 내셔널리즘을 내면화한 ‘국민’의 입장에서 라
디오 상용화를 주장했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이들의 담론과 활
동 공간이 제국 본국과 식민지를 넘나들며 군·관과 밀접하게 연동한 정황
을 드러낼 것이다. 4장에서는 정규 방송 개시 후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활동
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추적한다. 상당수는 방송이 일방향 발신 행위로 제
한된 후에도 방송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참여했으며, 쌍방향 소통이
아니더라도 방송이 가져올 혜택의 ‘민중화’에 관심을 표명했다. 맺음말에서
는 이 연구에서 조명한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언설과 활동에 비추어 전간기
일본을 보는 현재적 시선에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2.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 제국 질서
당시 라디오 방송 기술은 무엇보다도 근대 문명이 이룩한 최첨단 과학 기
술의 도달점을 상징하는 기호였다. 그러나 상당한 자산·문화 자본·정보력,
그리고 호기심과 모험심을 갖춘 소수의 개인이 공유했던 근대성 성취 욕구
나 취미 활동으로 라디오라는 미디어가 전간기 일본의 아마추어 무선가들
에게 불러일으킨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17

17 라디오 기술 도입 초기의 아마추어 무선가와 열성적인 청취자를 근대적 취미와 ‘기분’에 심취한 라디
오 애호가(ؒن٤)로 다룬 연구로는 盯㻗儯㲳, 『ٚס؛ة免♣: ٚע؛ة蟫סꪨ╭ס䔢』גזד, ┾汔
䘼䞯社, 2002, 33~40쪽; 㻗勓 㜽, 「蠗ⱁ劻『סٚ؛س宜』: 匯☒劸傽偆臝ס阾◜」־, 『آؼِٖؤ
٘ب٭٤煝疴』 14⺴, 1984, 71~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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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학자 히로미 미즈노(Hiromi Mizuno)는 『어린이의 과학』(㲳❵ס璇
㳔)·『과학

화보』(璇㳔氺㖥) 등의 아동 잡지를 분석하여 일본의 통속 과학 문

화와 과학 내셔널리즘(scientific nationalism) 사이의 상호 구성적인 관계를 논
증한 바 있는데, 이 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즈노는 과학 내셔
널리즘을 “과학과 기술이 민족/국가(nation)의 보전·생존·진보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자산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내셔널리즘으로 정의한다.18
후술하듯,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라디오 상용화 주장의 주요한 논리
는 미즈노가 정의한 과학 내셔널리즘의 일종으로 독해될 수 있다. 다만, 미
즈노는 전간기 일본이 산업화 부문에서 구미 따라잡기 근대화를 성취하면
서, 근대성과 과학을 ‘서양’의 것으로 상정하던 메이지 시기의 사고방식에
서 벗어나 이들을 보편적인 것으로 상상하게 되었던 차이를 강조한다.19 이
글은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는 한편, 대표적인 아마추어 무선 실험가·통
속 과학자의 당시 언설의 경우, 첨단 과학 기술의 상용화 정도를 비교 대상
으로 한 ‘경쟁적 내셔널리즘’에 주목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술사학자 나카오카 데쓰로(╚㼾〡ꋝ)가 정의했듯, 경쟁적 내셔널리즘
이란 “항시 목표로 하는 선진국을 찾아내어, 스스로의 뒤떨어짐을 주시하
여 따라잡고 앞지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내셔널리즘이다. 나카오
카는 경쟁적 내셔널리즘이야말로 “국제 산업 경쟁하의 내셔널리즘의 상태
(䊬䡢)이자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경쟁적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담론

에 “자국민을 질책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그 재료로서 외국에 대해서는
뛰어난 점을, 자국에 대해서는 결함을 찾아내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
석한다. 나카오카의 분석에 따르면, 거의 ‘피학적’으로 보이는 경쟁적 내셔
널리즘 담론은 자국이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엘리트들이
위로부터의 시선에서 과학 진흥과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수사로 기능했다

18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인용문은 p. 11.
19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pp. 12~15, pp.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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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20
이른바 ‘후발 산업 국가’이자, ‘비(긋)서양’ 국가로서 구미 제국의 근대화
수준을 따라잡고자 했던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과학 기술을 대상으로 한
경쟁적 내셔널리즘이 만연했음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다.21 물론 제
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정체성의 변화로, 전간기 일본에서
더 이상 ‘서양’을 유일무이한 문명의 기준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국민국가 단위의 근대적 위계는 20세기 문
명관과 문화 개념에도 잔존했다.22 ‘서양’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인 것으
로 간주된 탓에 과학 기술이 오히려 개별 국민국가를 발전 정도에 따라 줄
세울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척도로 상상된 역설적인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
다.23
전간기 라디오 방송 대중화를 둘러싼 역사적 정황은 당시 첨단 과학 기
술 도입 주장이 여전히 경쟁적 내셔널리즘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음을 보여 준다. 일본의 아마추어 무선가 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
는 무선 실험가들은 1920년 미국에서 정식 방송이 개시된 이후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구미 제국들이 앞다투어 라디오를 상용화하는 것을 지켜보면
서 일본 또한 하루 빨리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초조감을 내보였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라디오의 상용화 정도를 국민국가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척
도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경쟁적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무선 기술 보급
담론으로 일반 대중을 계몽하려 했다. 당시의 무선 실험가들은 자율적이고

20 ╚㼾〡ꋝ, 「ػ٘بػٛכّث璇㳔⯜ס䍲」, 岉ꓩ⣌◝ , 『نٚ٤ه·تٜؓ٘ة社会ס䧯皑: 睗◝䉾
侓劻ס熯疴』, 㽒峒剹䍔, 1977, 246~247쪽.
21 Tessa Morris-Suzuki,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From the Seventeenth to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71~157; David G. Wittner,
Technology and the Culture of Progress in Meiji Jap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劔㻗
齇겊, 『㖥锯埫כ䉾㎼傽勓』 I-III, ⻊䈢䑡倀, 2013~2016.
22 Prasenjit Duara, “The Discourse of Civilization and Pan-Asianism,” Journal of World History 12(1),
2001, pp. 99~130; Sho Konishi, “Translingual World Order: Language without Culture in PostRusso-Japanese War Japan,” Journal of Asian Studies 72(1), 2013, pp. 91~114.
23 히로미 미즈노는 1942년 ‘근대의 초극’ 좌담회에서 과학이 논의하기 난감한 주제가 되어 버린 점을
지적하는데, 이러한 역설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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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취적인 개인이자 ‘뉴미디어’ 기술의 선각자이긴 했지만, 대부분 독학으로
무선 지식을 습득한 ‘통속 과학자’에 불과했다. 이러한 민간의 아마추어 실
험가들이 무선 기술의 보급을 “자국민에게 질책”할 지도적 위치를 자임할
수 있었던 것도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이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을 부여한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안도 히로시(㴗, 1902~1975)를 들 수 있다. 안도는 시가
현(魊澛) 출신의 발명가로 라디오 기술을 일본에 발 빠르게 소개하여 ‘일
본 공학 기술의 개척자’·‘일본의 에디슨’·‘동양의 마르코니’ 등으로 불렸
던 인물이다. 와세다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으나, 중학생 시절부터 이미 전
파 방면을 독학으로 연구하여 천재 소년 발명가로 이름을 날렸고 학부 졸업
에 4년 앞선 1922년 이미 『무선 전화』라는 기술 안내서를 출판한 바 있다.
1925년 펴낸 『무선 전화의 연구』(摾納괎需▆煝疴)라는 책에서 안도는 일본을
‘방송 실시가 늦은 나라’로 규정하고, “무선 방송의 실용 방면이 서양에 비
해 뒤쳐져 있다”는 점을 거듭 일본의 문제로 거론했다.24 또한 미국·영국·
프랑스·독일의 라디오 상용화 사례를 자세히 들고, “세계의 문명국이라 불
리는 나라 가운데 오늘날 방송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일본에서
도 하루 빨리 방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5
이토 겐지(⚢鮂岕) 또한 유사한 입장이었다. 이토는 원래 의료 기계 실
험 및 제작 부문에서 활동하다가 일찍이 무선 방송 기술에 흥미를 가지게
된 인물이다. 혼고 아카몬마에(勓ꌢ鰱ꪎ⯼) 아카몬빌딩 4층에 무선실험사(摾納
㵅닫社)를

차리고 『무선의 지식』(摾納ס焒餟, 1924)과 같은 책을 펴냈으며, 같은

해 5월에 “일반인을 교육하여 무선 지식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잡지 『무
선과 실험』을 창간하기도 했다.26 이토는 1924년 출간한 아마추어용 라디

24 㴗, 『摾納괎需▆煝疴』, 僃甮氭㝕㳔⮂曫[ꌃ], 1925, 1쪽, 4쪽.
25 㴗, 『侑ٚ』؛س, 僃甮氭㝕㳔⮂曫ꌃ, 1925, 145~155쪽. 인용은 155쪽.
26 이토와 함께 『무선과 실험』 창간을 주도한 미타무선연구소(┩氭摾納煝疴)의 이바라키 사토루(蟊
勎䜗)의 증언에서 인용. 蟊勎䜗 㜽, 「ⱁ⮜50䌑阾䗻㝕䍴鞻⚶: 『摾納כ㵅닫』50䌑ס婧」ײ, 『摾納כ㵅닫』
60䉌 5⺴, 1973,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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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조립 안내서에서 문명국을 건설하고 일본 무선가의 우월함을 세계에 보
이기 위해 무선 기술을 하루 빨리 습득하도록 일본의 청소년 독자들을 독려
했다.

현대는 과학 만능의 세상이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중략] 과학적 연구를 거듭해
크게 장래 세계의 문명국을 건설해야 하는 역할이 있으므로 과학 발명계의 각
광을 받는 무선의 연구는 제군의 새로운 두뇌에 기대하는 바가 다대하다. [중략]
영미의 무선 애호가는 반드시 스스로 장치를 조립한다. 용돈이 생기면 무선 부
분품을 하나씩 사서 마지막에는 훌륭하고 완전한 장치를 완성한다. 이것이 미
국이 지금의 무선계에서 왕성한 이유다. 바라건대, 우리나라 청소년도 그들에
뒤지는 일 없이, 많이 연구하여 우월함을 세계에 자랑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따
름이다.27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이미 국민국가 단위의 국제간 경쟁 논리를
내면화한 ‘국민’의 입장에서 라디오 상용화를 주장한 예는 이외에도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국의 일원으로서의 애국심과 우국지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언설이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가장 즐겨 읽었던
잡지 가운데 하나인 『무선과 실험』 발간사에 등장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사회 인류의 문명 척도는 전기 응용의 상황에 의해 측정되고 또한 전기의 정수
(됩)는 라디오에 의해 대표되는 것은 요즘 학계의 표어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나라 이 분야의 상황은 어떠한가. 무선 방송의 법령이 발표된
지 이미 반년인 지금에 이르러서도 한 개의 방송국도 설치된 것을 듣지 못 하
고, 실로 깨치지 못하는 것도 심하지 않은가?
보라, [간토]대지진 직후 요코하마항 내에 있던 고레야마루에서 발신한 전
파는 다시 하라노마치(⸮ؿ永) 무선국을 거쳐 참절(䡺篤)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

27 ⚢鮂岕, 『筶☭氠摾納괎需舌⺅鍮翝ס鏫✑岺』, ٚ؛س괎宜カ⚶⮂曫ꌃ, 1924,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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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제도(䉾)의 구제와 부흥의 제일선 무대에서 활동하지 않았던가?
이번에 우리들 동인(⻎☭)이 상의하여 무선 과학 보급을 목적으로 본지를 창
간했다.
애국의 지성, 우국의 혈심이 어린 것이 본지다. 바라건대 일편단심을 알아
주시라.28

위의 발간사는 『무선과 실험』 편집 주간 도마베치 미쓰구(蝑稌㐌鬚,
1889~1962)가

쓴 것이다. 도마베치는 일본에 무선 기술을 일찍부터 알려 무

선계의 ‘선각자’로 불린 통속 과학자·아마추어 무선가다. 1921년 중립무선
연구소(皑摾納煝疴)를 설립하고, 라디오를 제작하여 공개실험에 나섰다.29
『취미의 무선전화』(鲧⽱ס摾納괎需, 1925)·『대무선학집수』(㝕摾納㳔겏穀, 1926)
등의 무선 기술 관련 베스트셀러를 저술했고, 『어린이의 과학』·『라디오와
실험』(ٚכ؛س㵅닫)과 같은 여타 통속 과학 잡지에도 빈번히 기고했다. 도마
베치는 위의 발간사 이외의 언설에서도 상당히 뚜렷한 경쟁적 과학 내셔널
리즘을 내비쳤다. 구미 상황을 시찰하고 돌아와 중립연구소 이사 직함으로
1926년 1월 21일 나고야공창(⻏⺜㺑䈰)에서 가진 강연이 그 좋은 예다.

우리나라에도 7천만 국민 중 지금 실로 이 방면에 한 두 사람이라도 눈을 떠 연
구하여 세계의 선구자가 되지 않으면 70년 전 흑선(묷) 하나 때문에 위정자와
국민(┪┫) 모두 아연실색했던 때 이상의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그 경우에 이르러 아무리 많은 야마토 정신(㝕⾔땂)이 있다 해도 도저
히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중략] 주의를 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30

28 蝑稌㐌鬚, 「溪⮜סꀐ」, 『摾納כ㵅닫』 1䉌 1⺴, 1924, 2쪽. 원사료의 塌嶆는 요코하마로, ؤٝؓ╩는 ׆
╩로 바로잡아 번역했다.
29 氭ꓨ㝚ꋝ, 「괎峒汔⮬⚻: 蝑稌㐌鬚」, 『괎峒免㖥』 18䉌 4⺴, 1963, 26~27쪽.
30 蝑稌㐌鬚, 「姙稌מׄ摾괎汔ס槁柀」, 『ꅏ⪻䓪㖥』 4䉌 6⺴, 1926, 641쪽. 공창은 육해군에 직접 소
속되어 군수품을 제조하던 공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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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베치는 선행 연구에서 다른 아마추어 무선가와 달리 유독 ‘국수
론’·‘초국가주의’ 성향이 강했던 인물로 간주된 바 있다.31 이런 접근을 따
른다면 위에서 언급한 『무선과 실험』의 발간사 또한 도마베치 개인의 돌출
적인 성향 문제로 치부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당시에 동인들이 도마베치의
이와 같은 생각에 크게 반대했을지는 의문이다. 이토 겐지와 이바라키 사토
루(蟊勎䜗)는 『무선과 실험』을 구상하던 단계에서 초대 편집 주간으로 도마
베치를 영입했다.32 도마베치가 여타 동인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상 지향을
가진 인물이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도마베치의 생
각이 동인들의 구상에서 동떨어진 것이었다면 잡지의 취지를 언명하는 발
간사에 공공연하게 표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토 겐지의 『무선과 실험』 발간 당시 회고는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토는 본인이 애독하던 미국 잡지 Radio Experiment를 본떠 ‘라디오 실험’
을 잡지명으로 쓸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국수론자가 많아” 이들이 “라
디오는 외래어이므로 안 된다, 일본어로 하라.”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라디오’ 대신 ‘무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33 이토의 증언은 동인
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개인의 의향만 고집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점을 시
사한다. 또한 과학 기술이 서양의 것이라는 꼬리표를 뗀 전간기 일본에서
도, 외래의 것으로 상상된 보편과 내셔널한 것을 대립항으로 보는 사고방식
이 사라진 것은 아님을 짐작케 한다.

31 둚堦겊ꅏ, 『ٚס؛ة婹⺮: 䈰✑〈ס倀〉כ괎㲳䈰噺』ײֵס, 51쪽; ✀ⶽ䉁, 『طٝل溷侷: ┞⧱
焒ס笠餧』, 㽒峒剹䍔, 2019(NTT⮂曫 2008년판의 재간), 33쪽. 사토는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
지 않은 채 ‘초국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전시 일본과 나치 독일에 등장했던 극단적인 내셔널
리즘(ultra-nationalism)을 통칭하는 전후 일본의 일반적인 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확한 규정 없이 사용되는 ‘초국가주의’ 개념은 내셔널리즘이 극단적인 내셔널리즘으로 변하는 정
확한 계기를 규명하기 보다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대립을 전제하는 냉전 자유주의의 시각을 재생산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다.
32 蟊勎䜗 㜽, 「ⱁ⮜50䌑阾䗻㝕䍴鞻⚶: 『摾納כ㵅닫』50䌑ס婧」ײ, 131~132쪽.
33 ⚢鮂岕, 「勓霺⮜ⱁס䓜免㎇」י, 『摾納כ㵅닫』 50䉌 8⺴, 1963, 98쪽. 다카하시 유조는 이 말
을 한 국수주의자가 도마베치일 것으로 추정하나,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둚堦겊ꅏ, 『ٚס؛ة
婹⺮: 䈰✑〈ס倀〉כ괎㲳䈰噺』ײֵס, 50쪽. 그러나 『무선과 실험』에 기고한 글만 보더라도 도마
베치는 ‘무선’, ‘ٚ’؛س, ‘괂冝겊’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토가 국수론자가 ‘많아서’라고 표
현한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250 일본비평 24호

달리 말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경쟁적 내셔널리즘과 과학 내셔
널리즘을 내면화한 점에서 도마베치가 여타의 대표적인 아마추어 무선가와
반드시 동떨어진 존재였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수론자’·‘초국가주의
자’라는 섣부른 규정이 도마베치와 같은 인물이 예외였던 것처럼 간주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력으로 보면 이른바 ‘국수론’이나 ‘초국가주의’ 성향을
의심받기 십상인 인물은 하마치 쓰네야스(戦㐌䊬䎘, 1898~1932)일 것이다. 하
마치는 민간인 최초로 체신성으로부터 송신 허가를 교부받았고 1922년부
터 일본 라디오 잡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س를 발간한 인물
이다.34 다카하시 유조가 밝힌 것처럼, 아버지 하마치 하치로(戦㐌⪧ꋝ)가 국
가주의·아시아주의 단체인 겐요샤(椓崎社)에 깊이 관여했고, 누이 둘이 겐
요샤의 지도자 도야마 미쓰루(꾁㻗彸, 1855~1944)의 두 아들과 혼인할 정도로
두 가문 사이의 유대 또한 각별했다. 실제로 도야마는 하마치 쓰네야스가
1918년 세운 도쿄발명연구소의 고문을 지내기도 했다.35
그러나 발표된 저작으로 보면 하마치는 당시의 많은 아마추어 무선가의
상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경쟁적 내셔널리즘을 내면화한 인물
로 보인다. 하마치는 무선 기술 안내서 서문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무선 기
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보급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를 보아하니 명목은 일등
국가라도 항상 다른 외국에 선수를 뺏겨, 미국 등에서는 소년이라도 무선
전화를 듣고 즐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무선 전화 실험 등을 행하
는 곳이 몇 군데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36 또 다른 기술서의 결론에서
는 “일본에서도 [중략] 훌륭한 진공구 책을 써, 나를 필두로, 라디오[가 상용화
된]

국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여 소위 미국보다 열등한 [나라] 국민의

힘의 일단(┞盚)을 알게 한다는 것도, 반드시 무익한 일은 아니라고 믿는 바

34 「ֿ㎼ך劄⮴מ瑭陭摾納괎需陵⺪ג귱䌑溪僻㵵戦㐌䊬䎘」, 『ٚ؛ة璇㳔』 8䉌 3⺴, 1950, 12
쪽.
35 둚堦겊ꅏ, 『ٚס؛ة婹⺮: 䈰✑〈ס倀〉כ괎㲳䈰噺』ײֵס, 47쪽; 둚堦겊ꅏ, 「戦㐌䊬䎘『סٚ』؛س
『־摾納כ㵅닫』: 傽勓劄⮴סٚ؛ة겧霺」, 『璇㳔䪫⺮』 11⺴, 2010, 5쪽.
36 戦㐌䊬䎘, 『澵疾硄䑑摾納괎需ס㵅닫』, 匯☒溪僻煝疴, 1923,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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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37
선행 연구에서 딱히 ‘국수론’·‘초국가주의’ 성향을 지적받은 바 없는 안
도 히로시가 오히려 국가의 안위를 위해 무선 방송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도 기억해 둘 만하다. 안도는 1925년 저작
에서 “무선은 단지 방송에만 그 존립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용이나
여타 일국의 안위와 관계되는 중요한 역할도 때로 담당하는 것이므로, 경솔
히 행동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38 안도의 입장은 아
마추어 무선가라면 누구나 규제에 반대했으리라는 가정을 재고하게 만든
다. 또한 국가의 ‘안위’에 대한 고려가 이러한 규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한
요인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당시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제국’·‘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제국 질서 안에서 무선의 도입과 상용화를 고려했음
은 분명하다. 실제로 안도는 1925년 시점에서 따라잡아야 할 선진적인 외
국 사례를 논하면서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식민지까지 방송권역에
들어온 점을 언급하고 있다. 전간기에 무선 기술 수준과 보급 정도에서 가
장 선진적인 나라로 여겨졌던 미국의 사례 가운데에서도 하와이까지 본토
의 방송이 미치고 있었던 점도 거론했다.39 주지하다시피 당시 하와이는 미
국에 합병되었으나 정식 주(䈣)로 편입되지 않았던 ‘내부 식민지’였다.
『무선과 실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무선 잡지인 『라디오의 일본』 창간호
표지(<그림 1>)는 라디오 기술이 무선 지식 및 실험을 선도했던 인물들에게
주로 어떤 상상력을 자극했는지를 시각화하여 보여 준다.40 창간호 표지는
일본을 중심에 두고 동심원으로 세계로 퍼져 나가는 전파의 이미지로 장식
되었으며, 이 점은 국가의 대척점에 선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규정이 다 담

37
38
39
40

戦㐌䊬䎘, 『摾納氠澵疾槉⸮ס槏כ䗎氠』, 靧倀㕔剹䍔, 1924, 179~180쪽.
㴗, 『侑ٚ』؛س, 160~161쪽.
㴗, 『侑ٚ』؛س, 14쪽, 146~147쪽.

『라디오의 일본』은 1925년 11월에 일본라디오협회가 창간한 잡지다. 동 협회는 “무선전화와 그 외
일반 전파의 응용에 관한 지식의 보급 교환 및 연구”를 목적으로 1925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傽
勓倀╚㝠臾潊 纖·溪鉿, 뉉㖪┧㝜 潏⟵, 『䨏免┫傽勓倀㎒✄◜⪿』 3䉌, 㝕疾社, 1990,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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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라디오의 일본』 창간호 표지

지 못하는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감수성을 시사한다. 당시의 대다수
아마추어 무선가들은 국민국가 단위의 경쟁적인 세계 질서와 제국 간의 암
묵적인 경쟁과 견제라는 전간기의 역사적 조건 안에서 라디오라는 신기술
과 개인, 국가/제국, 세계의 관계를 생각했던 것이다.
위의 정황들을 고려하면, 시공을 가로지르는 무선 기술의 특성 자체가
국가나 제국과는 무관한 코스모폴리턴한 상상력을 자극했으리라는 가정은
재고되어야 한다.41 이 장에서 보았듯 경쟁적 내셔널리즘으로 각인된 국가
와 제국이 상당수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다음 질문을 던져 봐야 할 것이다. 당시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존재 양태가 어떠했기에 다수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정체성이

41 무선 기술과 코스모폴리턴한 상상력을 연결시킨 예로는 ✀ⶽ䉁, 『槁♣ْ』⺮ؓؔظ, 㽒峒剹䍔, 1998,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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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 흔히 가정한 것과는 달리 국가·제국과 밀접하게 결부되었
던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룬다.

3. 아마추어 무선가와 군·관: 활동과 담론 공간의 중첩
위에서 언급한 미즈노 히로미의 연구는 전간기 통속 과학자들도 일본의 과
학 문명을 발전시켜 일본을 일등 국가로 만들겠다는 과학 내셔널리즘을 내
면화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들을 국가 기구의 포섭 대상, 즉, 군·
관과 분리된 존재로 상정한다. 통속 과학 문화의 유행을 다이쇼(㝕婞) 시기
에 유행했던 자유교육 운동의 한 흐름으로 보기 때문이다. 획일적이고 암기
위주로 진행되는 국가의 과학 교육에 반대하여 경이(wonder)를 통해 개인의
과학에 대한 자발적인 학습 욕구를 일깨우는 방식으로 과학 정신을 배양하
려 했다는 설명이다. 미즈노는 이러한 전간기 자유주의 문화 운동이 전시에
국가 주도의 신민 교육 기획에 포섭된 것으로 이해한다.42
그러나 전간기에 라디오에 대한 경이를 불러일으켰던 통속 과학자이자
아마추어 무선 실험가들과 국가 및 제국의 관계는 이와 같은 이분법을 넘어
검토할 여지가 있다. 우선 아마추어 무선가와 군·관의 관계는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긴밀했다. 군과 체신성은 민간에 앞서 방송기를 확보하고 실험
방송을 실시했는데, 도마베치에 따르면, 이 ‘시바우라(蚭嶓) 방송기’는 “당시
아마추어들에게 실로 유일의 전파 전당이었으며, 그 전파를 잡는 것을 목표
로, 아마추어 수신기 제작 열기가 앙양”되었다고 한다.43 라디오 기술 연구
초기에 군과 체신성은 기술과 설비에서 민간보다 앞서 나갔으며, 그만큼 아
마추어 무선가들 사이에서 권위를 누렸다.44

42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p. 144. pp. 149~150,
pp. 169~170.
43 蝑稌㐌鬚, 「ⱁ噺⯼䔿ס㎇: ╭סٖؓزُؓיכ皑㖪」־, 264쪽.
44 『무선과학 이야기』(摾納괎需ס需, 剎⺫社, 1924)·『라디오 제작법』(ٚ✑ס؛س偙, 匯☒侑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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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아마추어 무선 실험가가 군과 체신성의 권위를 승인하고 이
에 기대어 자신의 연구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이기도
했다. 안도 히로시가 자신의 책 서론에 쓴 글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안도
는 “일본인이라고 해서 전부 그들[외국인]에게 뒤처지지 않음은 우리나라 체
신성·육해군 촉특(㉋杅)의 연구에 비추어 보아도 [중략] 분명하다. 본서의 기
술(阾)은 체신성에서 공인된 저자의 무전 연구소에서 학리와 실지(㷝㐌) 연
구에 근거하여 나온 것이므로, 도면에도 기사에도 학리에 반하는 것, 실행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믿는다.”라고 쓰고 있다.45 즉 체신성의 공
인이 이 책의 주된 독자가 될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보
다는 본인의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선전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체신성이 보유한 정보·자원·인력은 몇몇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남들
에 앞서 지식과 정보를 얻어 선구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데에도 기여했
다. 당시의 아마추어 무선 실험가들은 대부분 독학으로 라디오 지식과 기술
을 익힌 이들이었는데, 이들의 경력 발전에 결정적이었던 해외 정보는 군·
관의 연구나 체신성 촉탁으로 얻은 해외 시찰의 기회를 경로로 하여 입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도마베치가 무선 실험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데는 체신성의
실험 및 체신성 기사와의 개인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마베치는
도쿄 출생으로, 1911년 와세다실업학교 본과 졸업 후 나가노 중학에서 잠
시 영어와 유도를 가르치고 지원병으로 1년간 복무한 경력이 있었을 뿐 무
선 기술과는 연이 없었던 인물이다. 그런 도마베치가 무선 전문가로 성장하
게 되는 데에 “우연히 정부가 관장하여 실용화할 방침으로 체신성에서 개
발 중이던 무선전화를 보고 감격”한 일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도

1925) 등을 쓴 당시 아마추어 무선가 이토 에이시 또한 아마추어들 사이에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고
싶다는 열의를 북돋운 ‘자극’의 원천으로 선구적인 아마추어 실험가뿐 아니라, 체신성 전기시험소 기
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실적을 든다. ⚢寏婝, 「侑ꪛ㢼25⽟䌑阾䗻侑ꪛ㢼䓜免ס䘼ַ⮂」, 『ٚ؛ة
璇㳔』 8䉌 3⺴, 1950, 10쪽.
45 㴗, 『摾納괎需▆煝疴』,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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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베치는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간 이 ‘체신성식 무선전화’를 완성
한 체신성 기사 사에키 미쓰루(✀⛒耘崵汦)의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이때 얻
은 지식을 바탕으로 고마고메 하야시초(늀ꁎ卲永) 소재 자택에 ‘무선전화연
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부품 제작·조립 등을 시도했다. 이후에도 쓰키치
(碎㐌)에

있던 체신성에 다니기 쉽도록 근처로 이사할 정도로 도마베치에게

체신성은 주된 지식의 원천이었다.46 이렇게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1921년
중립무선연구소를 설립하고, 라디오를 제작하여 발 빠르게 공개실험에 나
섰으며, 학교·군대·공회당·전람회장 등을 순회 강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던
것이다.
한편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실험을 개시하자, 이들의 전파를 군이 수신
하여 실험에 참고했던 정황도 발견된다. 도마베치는 “1922년 가을 무렵부
터는 하마치연구소·중립무선연구소 등으로부터 20와트 정도의 전파가 발
사되어, 육군의 오쿠보 이치오쿠(㝕╽⟛┞⧱) 대좌 등은 이들의 전파를 받아,
연구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47 군·체신
성·아마추어 무선가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 양해는 다음과 같은 일화
에서도 확인된다. 도마베치는 1924년 무렵에 비공식적인 단파 실험 방송을
실시했는데, “오쿠보(㝕╽⟛)·다카다(둚氭) 등, 육군 관계 인물들에게 오늘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므로 들어 달라”고 ‘은밀히’ 알려 준 후 그들을 상대
로 방송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팔면 육군에도 실례
가 되므로 체신성 관료라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여, 그다음에는 체신
성의 다니무라 이사오(驟匆Ⲍ)를 상대로 실험 방송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도
마베치는 실험 당시에 허가를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
하지만, 그 무렵 체신성이 그다지 까다롭게 뭐라 하지 않았기에 잇따라 방
송을 내보냈”다고 회고했다.48

46 氭ꓨ㝚ꋝ, 「괎峒汔⮬⚻: 蝑稌㐌鬚」, 26~27쪽.
47 蝑稌㐌鬚, 「ⱁ噺⯼䔿ס㎇: ╭סٖؓزُؓיכ皑㖪」־, 264쪽.
48 粵䀁嫺 㜽, 「䍴鞻⚶괎峒汔♀儆」, 『괎峒免㖥』 13䉌 6⺴, 1958, 44~45쪽. 다카다의 이름은 확인하기 어
려우나, 오쿠보는 위에서 언급한 오쿠보 이치오쿠 대좌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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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협조와 양해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공조 관계도 있다. 바로 몇몇 대표적인 무선 실험가들이 체신성 촉탁으로
구미 시찰의 기회를 얻었던 점이다. 하마치 쓰네야스·도마베치 미쓰구 등
은 체신성 촉탁으로 유럽과 미국의 라디오 기술과 이용 상황을 현지 조사
할 수 있었다. 다카하시 유조에 따르면, 하마치는 전 체신대신인 노다 우타
로(ꓩ氭ⷤ㝚ꋝ)와의 친분 덕분에 정식 방송 개시 전에 구미 라디오 방송계를
시찰할 기회를 얻고 체신성 촉탁이 되었다고 한다. 노다는 하마치가 간행
한 잡지 『라디오』에 전 체신대신이라는 직함을 달고 창간 축사를 써 주기도
했다.49 반면 도마베치는 체신성과 방송국 촉탁으로 구미 시찰 기회를 얻은
것을 두고, “과거 12년간 때로는 연구실에, 때로는 거리에 서서 열변을 토
하고, 다년간 물질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처지에 처하여 분투노력한 고생의
일부를 인정받아”서라고 자찬했다.50 도마베치는 마르코니에게 직접 사사
받은 것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것 또한 체신성 촉탁으로 유럽을 방문했기
에 가능했던 일이다.
주목을 요하는 점은 저명한 무선 실험가가 체신성의 환대와 지원을 받
는다는 사실을 당시 아마추어 무선가 대상의 통속 과학 잡지에서 자랑스러
운 일로 특필한 것이다. 1925년 도마베치가 방송협회 촉탁으로 구미 시찰
여정에 오르던 날 요코하마행 열차를 타기로 한 도쿄역에는 환송 행렬이 이
어졌고, 『무선과 실험』은 이 현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환송을 위해 체신성
과 도쿄방송국 간부들이 속속 도착했는데, 체신국 감독 과장·체신성 나카
고(╚ꌢ) 과장, 방송국에서는 신묘(偆⻏) 이사·방송부 대표·기술부 대표·핫
토리(萝ꌃ) 방송부장 등이었다. 기사는 도마베치를 ‘본지 주간’으로 지칭했
고, 현장에 기수들이 ‘무선과 실험’과 ‘중립무선강습소’ 깃발을 들고 있었음
을 전했다.51 즉, 아마추어 무선을 상징하는 민간 잡지·사설 연구소의 활동

49 둚堦겊ꅏ, 『ٚס؛ة婹⺮: 䈰✑〈ס倀〉כ괎㲳䈰噺』ײֵס, 42~43쪽.
50 蝑稌㐌鬚, 『㝕摾納㳔겏穀』 ┪, 摾納㵅닫社, 1926, 3쪽.
51 「姙稌㷋▆阾: 勓霺╭䌙ס埭戦⮂溬」, 『摾納כ㵅닫』 3䉌 6⺴, 1925, 720쪽. 인물들의 성만 언급하여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신묘는 도쿄방송국 상임이사였던 신묘 나오카즈(偆⻏潲⾔)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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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관이나 방송국의 활동과 자연스럽게 얽히고 겹쳤고, 도마베치의 환송은
이 점을 독자들에게 여실히 드러내 보여 주는 현장이었던 것이다.
1926년 구미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도마베치의 귀국 피로회 현장 또한
『무선과 실험』 기사로 특필되었다. “주간의 구미 외유를 음양으로 후원한 조
야의 명사를 초대하여” 제국 호텔 대식당에서 대대적으로 치렀다는 점이 강
조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내방한 명사는 도쿄방송국 총재 고토 신페이
(䔿偆)를

포함한 50여 명이었다. 고토 신페이 이외에도 체신성과 방송국

관계자 가운데 체신성 전무국장·체신성 공무국장·체신성 공무국 전신과
2인·체신성 전무국 업무과 2인·체신국 감독과 전신계장·도쿄방송국 방송
부장·도쿄방송국 기사 등이 참석했다.52 이런 사실이 『무선과 실험』에서 비
중 있게 다뤄지고 잡지 주간의 권위와 명성을 선전하는 데 활용된 점은 주
목을 요한다. 당시 독자들이 관을 아마추어 무선가와 무관한 영역 혹은 원치
않는 규제를 가하는 분개의 대상으로만 본 것은 아님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라디오 도입기 무선 관련 상업 종사자는 흔히 국가와 무관한 이들
로 가정되었으나, 당시 사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았다. 라디
오 수신기 완제품 생산 라인이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가동되기 전인 1920년
대 초반에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수입품과 부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라디오
상점은 정보와 물건과 사람이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었다. 이바라키 사토루
는 ‘라디오 상점다운 라디오 상점’의 시초로 “미타(┩氭) 경찰서 건너편에 해
군 무선 기사(䪫䊘) 도치오리가 동료와 둘이 하던 곳”을 꼽고, “거기에 가면
해군에 있을 법한 무선 부품이 뭐든 있었”다고 회상했다.53 이바라키는 상점
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라디오 산업 20년을 기념하는 회고 좌담회에서 전
(⯼)

다나베상점(氭ꁊカ䍔) 대표이자 전 도쿄라디오상조합(匯☒ٚ؛ةカ篁⻉) 조

나카고(╚ꌢ)로 우선 표기했으나 ‘주고’ 등 다른 읽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체신성 사무관으로
재직한 후 방송협회 본부사업부장을 지낸 ╚ꌢ㳄▆ⲙ로 추정되나 이 인물의 공식적인 읽기는 확인
된 바 없다.
52 勓霺阾, 「姙稌ס㷋◗╭י䌙婿劸ס䫧궢劋」, 『摾納כ㵅닫』 4䉌 5⺴, 1926, 635쪽.
53 蟊勎䜗 㜽, 「ⱁ⮜50䌑阾䗻㝕䍴鞻⚶: 『摾納כ㵅닫』50䌑ס婧」ײ, 133쪽. 원문에는 ‘吕縨’로 되어 있으
나 일본어 읽기가 같은 ‘吕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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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장인 다나베 아야오(氭ꁊ糏㝜)가 같은 위치에 있었던 도치오리(吕䫐)의 라
디오 상점으로 언급한 일본무선전화공업소(傽勓摾納괎需䈰噺)로 추정된다.54
따라서 라디오 기술 도입기에 관청 및 군의 영역과 아마추어 무선가의 세계
는 상업 활동에서도 반드시 배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당대 사람들은 군·관과 아마추어 무선가의 세계를 당위적으로
이분되어야 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았으며, 둘 사이에 경계가 있었다 하더라
도 구멍투성이였던(porous) 것이다. 이러한 전간기의 현실은 당시의 통속 무
선 잡지에도 잘 드러난다. 실험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라디오 송신이 금지되
면서 소위 전파를 통한 쌍방향 소통은 제한되었지만, 대중적인 아마추어 무
선 잡지가 속속 발간된 덕에 인쇄 매체상의 소통은 오히려 활성화되었다.
아마추어 무선가를 주요 독자로 상정한 잡지들은 국가의 규제로 전파 공론
장이 사라진 뒤에도 존속했던 지면상의 아마추어 무선가 공론장이나 국가
와 무관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내밀한 담론 공간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
러나 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상은 달랐다. 체신성 관계자는 물론이고,
정식 방송 개시 이후에는 방송국 관계자를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이들도
아마추어 실험가나 민간 연구소원과 구별 없이 참여하여 기술을 소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무선과 실험』 관계자들의 창간 당시에 대한 회고는 실제로는 더 많은
필자가 관청 소속이었음을 시사한다. 필자 가운데 무선 관련 ‘관청 관계 인
물’이 많았으나 이들은 종종 필명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바라키 사토루는
전파생(괎峒气)과 같이 ‘전’(괎)이 들어간 필명을 쓴 이들은 “모두 체신성 전
기시험소(괎宜雧닫)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회고한다.55 군 소속 기술 연구

54 「ٚ؛ة氙噺䐶䌑㎇䍴鞻劋」, 㽒ꪨ侓겊, 『ٚ؛ة氙噺䐶䌑⺮』, 摾納⻉⻎偆臝社◜噺ꌃ, 1944, 133쪽.
도치기도 다나베도 도치오리의 성(㣔)만 언급하여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간토대지진 당시에 고
레야마루에서 지진에 관한 관보를 발신한 해군 통신사 중 한 명인 吕䫐ㄻ┩일 가능성이 크다. 「⯼3
皹 摾納괎⟤肫ס溪㺤」, 괎宜⟤㝕㳔⪭ⶥ䌑⺮겏㵅鉿㣗〉⚶ , 『괎宜⟤㝕㳔⪭ⶥ䌑⺮』, 鞪
䉘: 潨묷⚶, 1980. 온라인 공개, 쪽수 미표시, http://www.museum.uec.ac.jp/60th-anniversary/
zenpen/ch03-3.html(최종 검색일: 2020. 11. 17.). ㄻ┩는 기조, 요시조, 기미, 기사부 등으로 읽히나
이 인물의 읽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55 아사노 이사무(嵪ꓩⳅ)와 이바라키 사토루의 회고. 蟊勎䜗 㜽, 「ⱁ⮜50䌑阾䗻㝕䍴鞻⚶: 『摾納כ㵅

259

연구논단 | 전간기 일본, 냉전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시선 그 너머

원들도 이들 아마추어 무선가 잡지가 떠받치고 있던 과학 공동체의 일원이
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선과 실험』의 5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주요 ‘공헌자’로 언급된 인물 가운데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중에 제7육군
기술연구소(睗7黉䪫煝疴)에 소속되었던 고바야시 요스케(㸯卲䎛♃)도 있
었다. 고바야시는 패전 후 미군 점령기인 1949년 시점에 『무선과 실험』 편
집장을 지냈고,56 전후 일본의 부흥을 위해 라디오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권두언에서 논하기도 했다.57
선행 연구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으나 주목을 요하는 또 하나의 사실
은 군·관과 아마추어 무선가의 활동과 담론 공간의 중첩이 제국을 횡단하
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글은 선행 연구에서 소개된 적 없는 두 가지 사료에
주목하여 이 점을 보일 것이다. 첫 번째 사료는 중립무선연구소 이즈카 료
조(虘ꅏ)가 『무선과 실험』에 쓴 조선 시찰 보고다. 이즈카는 1926년 2월
9일에 조선으로 떠났는데, “방송 개시 이전부터 우리 중립무선[연구소]은 무
선 과학 보급을 위해 동분서주하여, 내지(⪠㐌)는 전국에 걸쳐 족적을 남겼
으나, 너무 바쁜 탓에 조선은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잠깐 겨를을 얻어서
그 첫걸음으로 조선 라디오를 시찰하러 나서게 되었다.”라고 당시의 상황
을 밝히고 있다. 조선에 도착한 이즈카의 첫 행선지는 바로 그가 조선 방송
의 ‘수뇌부’라고 규정한, 총독부 체신국 공무과(䈰ⳡ鞏)였다. 거기서 이즈카
는 ‘라디오 방송 전담 기사’인 우메다(氭)·시노하라(⸮)와 면담하고 시노
하라의 안내로 방송실을 견학했다. 아울러 이즈카는 『무선과 실험』 독자들
에게 다음과 같은 ‘사사키(✀չ勎) 과장으로부터의 의뢰’에 응해 줄 것을 당
부하고 있다. “내지의 열심인 [라디오]애호가(ؒن٤) 제군 가운데 혹시 조선
의 방송이 잡히는 경우에는 그때의 참고가 되는 각종 상태를 체신국 공무과
앞으로 보고해 달라”는 것이다.58

닫』50䌑ס婧」ײ, 132쪽.
56 蟊勎䜗 㜽, 「ⱁ⮜50䌑阾䗻㝕䍴鞻⚶: 『摾納כ㵅닫』50䌑ס婧」ײ, 133쪽
57 㸯卲䎛♃, 「䕮蕟倀䐭陭כٚ」؛ة, 『摾納כ㵅닫』 36䉌 1⺴, 1949, 1쪽.
58 虘ꅏ, 「劸똀מׄٚ؛س汔ס㷋阾」, 『摾納כ㵅닫』 4䉌 6⺴, 1926, 7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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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료에서 전간기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식민지 또한 라디오 방송
을 ‘민중화’해야 할 대상으로 의식했던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설 무선 연
구소원들의 활동이 제국의 방송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았던 점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사설 무선 연구소원들과 제국의 방송 기술자 모두가 자신들 사이
의 공통된 관심과 인적인 연결을 아마추어 무선가들에게 공공연히 드러내
고, 아마추어 무선가들을 제국의 방송 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원
으로 인식하여 이들의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무선과 실험』 같은 잡지가 제국 방송의 ‘수뇌부’가 공과 사를 넘나드는 협
조를 아마추어 무선가들에게 요청하고 장려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도 중요한 발견이다.
두 번째 사료는 『라디오의 일본』이 방송국의 방송 개시를 기념하여 「라
디오[방송]를 수신하고」(ٚ؛س⺇ׄ)י라는 제명 아래 마련한 연재 기사다.
방송국의 개설로 개인 아마추어 실험가가 성취할 수 없는 장거리 발신이
가능해진 덕분에 조선과 중국·사할린 일대에서도 불안정하게나마 방송을
수신한 사례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당시 조건을 보고하고 개선할 점을 제
언하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다. 1926년 1월호부터 1927년 12월호까지,
1927년 5·7·8·9월호를 제외하고 매월 1건에서 5건 사이의 투고 원고를
소개하여, 총 63건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투고자의
이름·거주 도시·소속 기관이나 직함이 표시되었는데 일본 각지, 나아가 경
성·평양·베이징·사할린에서도 투고가 이루어졌다.59
대중적인 통속 과학 잡지들이 조선·타이완·만주국 등에도 유통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료는 이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역사적
정황을 드러내 준다. 바로 아마추어 무선 잡지의 저자와 독자 가운데 일본
의 공식·비공식 식민지에서 근무하던 이른바 ‘제국의 기술자’가 적지 않았
던 점이다. 소속 기관·직함 가운데 전기시험소 평양출장소(3회)·조선총독
부 체신기사·조선체신국 공무과·가라후토(堆㝚) 오도마리(㝕岪) 무선국장,

59 「ٚ؛س⺇ׄ」י, 『ٚס؛ة傽勓』 1926䌑2劓⺴~1927䌑12劓⺴(1927䌑5劓⺴, 7~9劓⺴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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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베이징청와이 슈앙치아오 무선전대(北京城外双橋無線電臺) 미쓰이물산
주식회사 기사가 있었다.
아울러 「라디오[방송]를 수신하고」 연재 기사 가운데에는 체신성 전기시
험소를 포함하여 일본 국내 각지의 전기·무선·전신·철도 관련 관청 소속
저자가 9건이었고 방송국 소속 저자가 2건이었다. 일반 저자의 경우에 일본
각지의 저자에 더하여, 경성에 거주하는 저자가 투고한 글이 5건, 평양 거주
자의 글이 2건이었다. 따라서 이 연재 기사는 독자에게 방송 수신을 매개로
일본이라는 국민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제국의 심상지리를 형성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투고자인 제국의 기술자와 아마추어 무선가
가 라디오 방송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담론 공간을 형성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역사적 정황은 국가와 아마추어 무선가의 관계를
일방적인 규제의 주체와 객체로 이분하는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요컨대 군·관과 아마추어 무선가의 활동의 경계는 많은 경우에 이분
법적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의 긴밀한 상호 작용은 자연스럽
게 받아들여졌으며, 때로는 법의 규제나 공식적인 틀도 유연하게 넘나들며,
때로는 공공연하게 공조 사실을 선전하며 이루어졌다.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아우르며 전개되었던 이러한 긴밀한 상호 작용은 아마추어 무선가의 공론장
으로 간주되었던 통속 과학 잡지와 같은 담론 공간에도 반영되었다. 그렇다
면 이와 같은 존재 양태를 가졌던 상당수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에게 정식 방
송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 논의한다.

4. 아마추어 무선가와 정규 방송의 안과 밖
방송이 일방향 발신으로 간주되기 시작하고 정규 방송 개시가 결정된 이후
에 그 많던 아마추어 무선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
가를 국가의 대극에 위치시키는 선행 연구에서는 정규 방송 개시 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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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무선가들이 능동적인 발신자에서 수동적인 오디언스로 전락하거나,60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새로운 무선 기술인 텔레비전 실험으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설명되었다.61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군·관의 세계
와 뚜렷한 경계를 상정하지 않거나 그 경계를 넘나들었던 아마추어 무선가
들의 경우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마추어 무선가는 국가 감독 아래 실시된 정규 방송 밖에 존재했을 것
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당시 사료에 나타난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
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반드시 쌍방향 소통이 아니더라도 방송이 가져올 혜
택의 ‘민중화’ 혹은 사회화에 관심을 표명했다. 그리고 경쟁적 내셔널리즘
에 기초한 과학 내셔널리즘이 이러한 전환을 매개했다. 정규 방송을 승인
한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의 논리는 1925년 『라디오의 일본』 창간호에 일
본라디오협회장 아사노 오스케(嵪ꓩ䗎鼸)가 쓴 「일본라디오협회 설립에 관하
여」라는 글에 잘 드러난다.

[무선 기술과 같은 ‘자연의 법칙’을 개발하고 응용하면]

산업의 진흥·국가의 방위·위생

의 충실화 등, 인생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바가 다대하다. 이런 자연의 법칙을
많이 개발하여, 많이 활용하는 국민은 번영하고, 이것을 등한히 하고 태만히 하
는 국민은 쇠퇴하는 것은 실로 자연의 이치이다. 일본과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가 조밀하여 열강과 경쟁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특히 이 점에 노력해야 한
다. [중략] 다수의 청취자를 갖는 방송은 국가가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의
기관으로 삼아 석학·고승, 혹은 명사의 강연을 기십만 인에게 청취하게 하여
교화하는 일은 국민의 풍교상, 그리고 지육(冝芌)상 위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은 자명하다.62

60 Mizukoshi Shin, “From Active Enthusiasts to Passive Listeners: Radio, the Stat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ireless Imagination,” p. 67, p. 70
61 氭骅, 『طֿٝل锶┾朮׆גזד: ⮴劻طٝ٘ةل٤ס脝⺜㳔』, 귱䑗社, 2016, 89~90쪽, 92~93쪽.
62 嵪ꓩ䗎鼸, 「傽勓ٚ⚶ⶾ؛س陭皑」יַחמ, 『ٚס؛س傽勓』 1䉌 1⺴, 1925,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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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라디오가 소수의 모험적인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전유물이었
다면, 정규 방송은 더 많은 ‘민중’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남자보통선거
실시로 새롭게 정치적인 주체로 떠오른 대중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될 보
편 서비스로 상정되었다. 초기 라디오 잡지들도 기술 개발에 천착하는 아마
추어 무선가들의 기술 관련 논의뿐 아니라, 수신기 보급과 라디오 방송의
일상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선전하고 계몽하는 내용도 함께 게재했다.63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라디오의 ‘민중화’를 말로 주창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실제로 정규 방송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아마추어 무선가들도 다수 존
재했으며, 그 가운데에는 도쿄·오사카·나고야 방송국이나 방송협회에 몸
담고 방송과 수신기 보급에 매진한 이들도 있었다. 1924년 5월 시점에 정리
된 방송 사업 주요 출원자 일람에는 안도 히로시·이토 겐지·하마치 쓰네
야스·히구치 우타로(垰ⷤ㝚ꋝ)와 같은 아마추어 무선가의 이름이 올라 있
었다.64 아마추어 무선가 가운데 도쿄방송국 설립에 관여한 이들도 있었다.
안도 히로시·이토 겐지·도마베치 미쓰구·가시마 아키라(Ⲏ䀁倊) 등이 공동
설립자로 도쿄방송국 허가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65
방송협회에 입사하거나 조력한 아마추어 무선가의 수도 적지 않다. 이
토 겐지의 경우에는 방송협회 창립에 기여한 공으로 1930년 공로자상을 받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6 사설 무선 연구소원 가운데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있다. 와세다실업학교에서 도마베치 미쓰구의 무선 관련 강의
를 듣고 그의 권유에 따라 중립무선연구소 기술원으로 근무했던 이와타 에
이이치(㽒氭蝠┞)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중립무선연구소 기술원 7~8인 정도

63 예를 들어, ⵌ匆侓岕ꋝ, 「匯☒侑㹾♳侑סꪛ㢼מ沖」י, 『摾納כ㵅닫』 3䉌 1⺴, 1925, 1~2쪽; ⵌ
匆侓岕ꋝ, 「JOAK匯☒侑㹾♳侑陭⤫ס嚣锡」, 『摾納כ㵅닫』 3䉌 2⺴, 1925, 164~169쪽; ⶨꓩ稌✑,
「ٚס؛س册」יַחמ, 『摾納כ㵅닫』 3䉌 2⺴, 1925, 182쪽; ㏔稌⻊, 「舌⺅摾納偡陭מ㹦סי峜䟨
כ䉤劳」, 『摾納כ㵅닫』 3䉌 2⺴, 1925, 183~184쪽.
64 「侑◜噺╭锡⮂꿈┞镣(㝕13.5槁㐂)」, 傽勓侑ⶾ⚶ , 『侑◩ⶥ䌑⺮倣』, 傽勓侑⮂曫ⶾ⚶,
1977, 161~162쪽.
65 「社㎒岺☭匯☒侑㹾陵⺪氰剹(㝕13.10.14)」, 傽勓侑ⶾ⚶ , 『侑◩ⶥ䌑⺮倣』, 傽勓侑⮂
曫ⶾ⚶, 1977, 162~163쪽.
66 「ⱁ陭⚢鮂岕」ײֵס, ┞薭鬙㎒岺☭傽勓괎㲳岕渵㊮㳔⚶, http://nihondenshi.xsrv.jp/hp/?page_
id=1432(최종 검색일: 2020. 11. 30.).

264 일본비평 24호

가 방송협회로 이적했다고 한다. 그중 한 사람은 중립무선연구소 조수였던
나카무라 야스키치(╚匆㴗⻊)다. 나카무라는 나고야 방송국에 파견되었다가
그대로 취직했고, 일본 최초 실황중계에 성공하면서 방송협회에 남았다.67
나카무라는 1955년에도 방송협회 관리부 촉탁 직함으로 라디오 도입 초창
기를 회고하는 좌담회에 얼굴을 비췄다.68 가토 구라키치(Ⲏ⠡⻊)도 그중
하나다. 중립무선연구소 이사를 역임한 후 도쿄방송국 기사로 시보(免㖥)장
치 개발에 힘쓰고, 방송협회 설립 후 기술부에 입사하여, 자동 시보장치 개
발자로 활약했다.69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식민지의 방송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도 가세했다.
이와타 에이이치는 경성라디오상회에서 6개월간(1928. 7.~1929. 1.) 근무한 경
력이 있는데, 이는 바로 “경성 방송 설립을 위해 조선에 체류 중이던 도마베
치의 소개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한다. 경성라디오상회는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았으며, 경기도 순회 실험 때는 조선총독부 담당관이 실연을 지
휘할 정도로 조선총독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이와타도 경성라디오상회에
근무하는 동안 조선에서 라디오 기술을 지도하고, 라디오를 계발하고 선전
하는 업무를 담당했다.70
더 많은 아마추어 무선가의 구체적인 행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추가로
면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규 방송 개시 이후의 아
마추어 무선가의 전신(龞麃)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로, 도마베치 미쓰구의
통전기(䨡劻, transwar) 행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71
도마베치는 1925년 8월부터 1926년 5월까지 체신성 촉탁과 도쿄방송

67 㽒氭蝠┞·⻊氭⣌◝, 「䨏免䫷䫎כ侓岕枩סꓡ侑: 㽒氭蝠┞宋מ臝ׂ(1)」, 『㝕⸮社⚶ゼ꾴煝疴겧霺』
653⺴, 2013, 45쪽.
68 㸯䈢褗 㜽, 「䍴鞻⚶『30䌑⯼סٚ؛ة靣」』, 『摾納כ㵅닫』 42䉌 5⺴, 1955, 98~103쪽.
69 가토의 더 자세한 시보 관련 이력에 관해서는 盯㻗儯㲳, 『ٚס؛ة免♣: ٚע؛ة蟫סꪨ╭ס䔢זד
』ג, 53~60쪽.
70 㽒氭蝠┞·⻊氭⣌◝, 「䨏免䫷䫎כ侓岕枩סꓡ侑: 㽒氭蝠┞宋מ臝ׂ(1)」, 45~46쪽.
71 ‘transwar’의 역어로 일본의 사학계에서는 ‘관전기’(鬪䨏劻)가 널리 사용된다. ‘관전사’의 관점에 관해
서는 ╚匆侓⯵, 『䨏䔿⺮』, 㽒峒剹䍔, 2005; ؓ٤غٜغ٭إ·٭٤, 「魀, 气嵛, 㧁嚝『ס鬪䨏⺮』」, ⠡屴
䠀㲳 㜽 , 『傽䊬气嵛ס╚סⲇ䨏』, 㽒峒剹䍔, 2006, 123~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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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촉탁을 겸한 후, 1926년 방송협회에 정식으로 입사했다. 입사 후 패전 직
후까지 방송망 확대와 수신기 보급에 매진한 제국의 방송 기술자였다. 주지
과장과 보급부장을 거쳐, 1930년 12월 시점에서 간토지부 총무부 기획과장,
1940년 5월 시점에서 총무국 보급부장을 지냈다.72 1927년 개국한 경성 방
송 설립에도 관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에 군의 촉탁으로 지난
(座ⷁ)

작전에 투입되어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73 1946년 12월에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했다.74 퇴직 이후에도 방송협회와의 인연은 계속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마베치는 1955년에도 방송협회 기술심의위원직에
있었다.75
전간기에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을 강하게 내비쳤던 도마베치는 방송
협회에 입사한 후에도 “방송협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라디오를 보급해야 한다는 신념을 표명했다. 1936년 시점에는 “보급책의
대본(㝕勓)은 국가 만년의 복지를 바라는 시설과 운영”이라는 소신을 밝혔
다. 아울러 방송 사업의 ‘생명’은 “일관된 지도 정신을 갖고 권세에 굴하지
않고 대중에 아부하지 않고 모든 사회로부터 한 발 초연한 점”에 있다고 주
장했다. ‘공익’ 방송의 이상으로 흔히 거론되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
립과 중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같은 글에
서 도마베치가 “라디오가 국책 기관인 이상, 적극적으로 청취자를 증가시켜
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 사실이다.76 국가의 감독 아래 놓인
독점 사업체였던 방송협회에 사적인 이익을 초월한 모종의 공공성을 부여
하는 식으로 공익 방송의 이상과 국가 전체의 복지를 위한 라디오 보급이라
는 사명을 양립시킨 것으로 읽힌다.

72 아래에서 소개하는 그의 전시 저작에 쓰인 직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직함을 처음 단 시점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73 지난 작전 당시 중국 현지 경험담에 대해서는 蝑稌㐌鬚, 「摾納气嵛◝ⶥ┢䌑䞯⮂」׆ל׆כ, 『ُص
ر偆㖥』 27䉌 7⺴, 1940, 37~39쪽. 어떤 임무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74 氭ꓨ㝚ꋝ, 「괎峒汔⮬⚻: 蝑稌㐌鬚」, 27쪽.
75 1955년 『무선과 실험』에서 마련한 좌담회에 이 직함을 달고 참석했다. 㸯䈢褗 㜽, 「䍴鞻⚶『30䌑⯼
סٚ؛ة靣」』, 98~103쪽.
76 蝑稌㐌鬚, 「ٚס؛س册䙎כ册偙岺מ㹦」י, 『侷芌』 4䉌 12⺴, 1936, 124~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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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도마베치는 나치 독일을 모델로 한 ‘일호일수신기=국기와 라디
오는 집집마다’를 표어로 수신기 보급에 매진했다. 도마베치가 보기에 라디
오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수신 설비를
갖춘 사람이라면 왕후·귀족도 어부·농민도 대등한 내용을 듣는다는 점”,
즉 “계급성을 타파하기” 때문이었다.77 문제는 당시에 라디오가 고가품이
었던 탓에 일본의 수신기 보급률이 1944년 이전에 5할에도 미치지 못 했던
점이다. 즉, 현존하는 경제 불평등 속에서 일호일수신기를 달성하여 모두가
‘대등’하게 방송을 듣는 것이 방송협회의 주지·보급부서장이었던 도마베치
의 이상이었던 것이다.
미디어 연구자 사토 다쿠미(✀ⶽ䉁)는 이러한 도마베치의 계급성 타파
담론을 ‘팔굉일우’(⪧筢┞㴓) 이념에 직결시켜 도마베치를 ‘초국가주의자’라
고 재단한다.78 물론 본토뿐 아니라 만주와 중국의 청취자가 지위 고하에 관
계없이 동시에 같은 라디오 체조의 호령에 맞춰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을 이
와 같은 계급성 타파의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예’로 든 것만 보더라도79 도
마베치는 제국의 기술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인물이었다. 중일 전쟁과 태
평양 전쟁 발발로 전황이 급박해지고 팔굉일우의 구호가 일반화된 이후에
도마베치는 라디오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통제 아래 국가가 인
정하는 표준형 수신기를 생산하고 수급하는 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이 ‘국
형(㹾㒘) 수신기’를 ‘국방국가의 귀’에 비유했으며, 국형 수신기 통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배급 관계를 조달하여 우리 동아 공영권의 구석구석까지
유통하여 [중략] 일본이 확실한 동아의 맹주가 될 것을 기대해야만” 하기 때
문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80
그러나 도마베치는 방송 내용에 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권

77
78
79
80

蝑稌㐌鬚, 「ٚס؛س册䙎כ册偙岺מ㹦」י, 121쪽, 124쪽.
✀ⶽ䉁, 『طٝل溷侷: ┞⧱焒ס笠餧』, 33~34쪽.
蝑稌㐌鬚, 「ٚס؛س册䙎כ册偙岺מ㹦」י, 122쪽.
蝑稌㐌鬚, 「㹾㒘⺇⟤塌סꏕ簊簡⯜מ㹦」י, 괎宜册⚶▟䈣佻ꌃ⺇⟤塌册▟䈣㣗〉⚶ , 『⺇⟤塌册
▟䈣㣗〉⚶ⶾ饗⚶阾ꜗ 睗4㎇』, 救勓: 괎宜册⚶▟䈣佻ꌃ⺇⟤塌册▟䈣㣗〉⚶, 1941, 44쪽, 49쪽,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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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굴하거나 대중에 영합하지 않고 지도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계몽적인
원론을 강조하는 이외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값싸고 성능
좋은 수신기를 다량으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와 복지에 이
득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만전을 당부할 뿐이었다.81 ‘신국’(㎼)과 같은 당
대의 상투어를 사용하긴 하지만,82 강대국들이 라디오를 이용하여 행한 선
전전을 다룰 때조차 건조하게 각국의 주요 라디오 방송 사례를 소개할 뿐,
천황제 이데올로기나 자민족 지상주의 이념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다.83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 비해 부족한 일본의 수신기 수와 보급률을 개탄하고
수신기 보급을 강조할 뿐이었다.84
자본주의의 위기와 총력전 상황에서 관리 국가 모델을 지향했던 당대의
기술 관료들의 그것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태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85 이
들을 무조건 ‘초국가주의자’로 싸잡아 진지한 분석의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
는 것이 전시 변혁 시도를 포함하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국가·사
회·개인에 대한 당시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성립했던 맥락을 냉정히 들
여다 볼 기회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86 도마베치에 붙은 초국가주의자
라는 꼬리표도 이 인물에 대한 차분한 분석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 어쨌든
도마베치가 전후에 초국가주의자로서 전범으로 지목되거나 공직 추방의 대
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자료에도 언급된 바 없다.87
도마베치를 초국가주의자로 보든 아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쟁적

81 예를 들어 蝑稌㐌鬚, 「ٚ؛س舌⺅ס㙧Ⲏⳛ」, 『ُرص偆㖥』 25ⷲ 4⺴, 1938, 2~13쪽.
82 蝑稌㐌鬚, 「ꮐ疾כٚ」؛س, 괎宜册⚶ , 『挮挨硄⯜鞅勓』, 괎宜册⚶, 1938, 32쪽.
83 蝑稌㐌鬚, 「▸עُظ낗ש괎峒䨏」, 『㵅噺ס傽勓』 42䉌 19⺴, 1939, 152~155쪽; 蝑稌㐌鬚, 「┾汔괎峒
䨏朮靣」, 『㵅噺ס傽勓』 45䉌 7⺴, 1942, 57~59쪽.
84 蝑稌㐌鬚, 「◜㹾כ侑◜噺」, 『ُرص偆㖥』 28䉌 7⺴, 1941, 41쪽.
85 전시 기술 관료의 사고방식에 관해서는 Janis Mimura, Planning for Empire: Reform Bureaucrats and
the Japanese Wartime St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pp. 43~68 참조.
86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로는 稌驟ⵠ⺮, 「䨏免劻傽勓ס社⚶䘼䞯: 槁♣כ䨏免㜟
긞」, 『䘼䞯』 882⺴, 1997, 69~120쪽.
87 총리청 관방감사과에서 1949년 펴낸 약 20만 명에 달하는 공직 추방자 명부에도 도마베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槏䌪㴷潏吉鞏 , 『舓侑מꫀ镊剹霂䓜⻏禔』, 傽嬟驟侓篑⚶, 1949, ┞薭
霂䓜⻏禔 6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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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내셔널리즘에 기초하여 라디오의 보급을 국가의 안위에 연결지우는
전간기의 사고방식이 전시 언설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로부터 대
중을 계몽하려던 태도 역시 방송의 ‘지도 정신’을 강조하는 전시 저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방식과 태도는 전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패전 후 미군 점령기에 방송법을 포함한 전파 관련법
을 개정하면서 무선 방송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도마베치는 무선에 대한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도마베치는 퇴직 후인 1950년 2월에 전파법안과 전파감리위원회 설치
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괎峒岺呾צ괎峒潏槏㣗〉⚶陭翝岺呾מꫀ舢⚶)에
공술인으로 참석하여 법안에 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때 도마베치는 “일
본의 전파 문화에 크게 공헌할 획기적인 법률”로서 전파법을 환영하면서도,
“이 전쟁 전에 있었던 것 같이 옭아매는 법률로부터, 이번에는 뭐든 민주주
의라는 식으로, 우에서 급히 좌로 너무 가버려서, 이 법률에도 약간의 결함
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마추어 무선국을 대폭
허가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그저 기술적인 시험만 강조되어 사상적 방면과
인격, 그 배경이라는 방면이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므로, 특히 그 점
에 대해서는 [전파]감리위원회 사무국·전파청 등이 설립되더라도 충분히 연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입장을 표했다.88
달리 말해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사상이나 자질을 고
려하여 국가가 아마추어 무선국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흔히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 이력
을 가진 이들로부터 기대하는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지만, 위로부터의 계몽
을 꾸준히 옹호했던 도마베치의 엘리트주의에 비추어 보면 놀랄 만한 태도
는 아니다. 도마베치는 전시에도 수신기 제작 공장 간부들의 ‘인격’을 따져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여러 의미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인 경우 표준

88 「睗7㎇㎼⚶饗ꯖ괎宜⟤㣗〉⚶舌⚶睗3⺴ 儯⾔25䌑2劓10傽」, https://kokkai.ndl.go.jp/#/detail?
minId=100704848X00319500210&current=2(최종 검색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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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생산자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공장 간부들에게도
개별 공장의 제품뿐 아니라 라디오의 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지
도 정신’을 직원들에게도 들려줘야 한다고 강연한 바 있다.89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을 내면화한 아마추어 무선가·제국의 방송기술
자·전후 무선 규제론자로 이어지는 도마베치 미쓰구의 통전기 전신은 전
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를 주로 국가에 저항한 자유로운 개인이자 정규 방송
의 바깥에 존재했던 이들로 바라봐 온 시선에 문제를 제기한다. 위에서 보
았듯 정도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과 방송 참여 경
험을 공유했던 다수의 아마추어 무선가가 존재했던 점을 기억한다면, 유별
나게 국가주의적이었던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정식’ 방송에 앞서 라디오라는 당시 최첨단의 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했던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언설과 행적을 분석하여, 이들이 국
민국가/제국 단위의 경쟁적 국제 질서라는 당대의 조건 안에서 라디오의
신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이들 사이에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이 만연해 있
었던 점을 드러냈다. 또한 상당수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무선 관련 이력을
쌓고 라디오 기술을 ‘민중화’하는 과정에서 제국의 본토와 식민지를 넘나들
며 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통속 무선 잡지와 같은 담론 공간 또한 공
유한 정황도 보였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존재 양태 덕분에 상당수의 아마추
어 무선가들이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정규 방송 사업에도 자연스럽
게 참여했던 사실 또한 분명히 했다.
선행 연구에서 주변화되었던 위의 정황은 방송사 연구에서 유독 공고하
게 유지되어 온 민주적이고 리버럴한 전간기와 억압적이고 파시스트적인

89 蝑稌㐌鬚, 「ٚ؛س舌⺅ס㙧Ⲏⳛ」, 4쪽, 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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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사이의 대비를 전제로 한 냉전 자유주의 시각의 역사 서술 방식에 문
제를 제기한다. 또한 아마추어 무선가와 국가 사이에 견고한 벽을 상정함으
로써만 성립하는 전간기 전파 공론장 신화를 다시 보게 한다. 국가의 규제
에 저항했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존재가 미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들과 마찬가지로 제도권 교육 밖에서 신기술을 자력으로 습득한 자율적이
고 진취적인 개인이면서도,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과 제국 질서를 내면화
하고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군·관 및 정규 방송국과 관계를 맺었던 다수
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존재했던 점을 함께 고려하자는 것이다.
도마베치 미쓰구의 통전기 행적이 단적으로 시사하듯, 상당수의 아마추
어 무선가의 사고방식과 정규 방송 개시 이후의 활동 궤적에는 국가의 규제
나 강요로 인한 굴절보다는 일관성과 연속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밝힌 것처럼 대다수의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는 라디오라는 신기술을 두
고 국경을 넘는 상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국가 단위의 위계적
인 세계 질서 안에서 국가/제국 간 경쟁의 상징이자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일관성과 연속성이 민간 아마추어 문화가 기술 보국으로 편
성된 숨은 이유나, “국가를 넘는 아마추어가 문자 그대로 초국가주의자인
경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90 파시스트적인 전시
의 이미지를 전간기에 소급 적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들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언설과 행적은 오히려 전시의 이미지
를 목적론적으로 투사하지 않고 전간기 일본을 볼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라디오 기술의 보급과 향유가, 개인화와 국민화의 동시 진행 및
경쟁적 국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제국의 팽창이라는 현실과 맞물렸던 특
정한 시기로서 말이다. 제도권 교육 밖에서 신기술을 독자적으로 실험하고
체득한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개인이면서 동시에 제국과 국민국가의 일원으

90 ✀ⶽ䉁, 『طٝل溷侷: ┞⧱焒ס笠餧』, 32~33쪽. 사토는 이다의 다음 연구에 기대어 아
마추어 문화가 기술 보국으로 직결된 것으로 본다. 氭骅, 「『侑』♧⯼طֽׄמٝ٘ةل٤䪫社
⚶⺮ס㸚瓧: 儯⾔⮴劻ֽׄמꪛ㵅닫ס㜟㵼」יז׃״, 『ُ٘ب٭آؼِٖؤ·ت٤煝疴』 6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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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냈던 상당수의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들은
당시의 맥락에서는 자기 모순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간기의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체현한 존재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이들의 사고나 행적을 승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
이 아님을 강조해 두고 싶다. 이들의 사고방식과 행적은 당시의 제국 질서
와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전전 일본의 국가와 연관
된 것은 모두 전체주의나 파시즘에 연결시켜 단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냉전 자유주의 시각 또한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들의 사고와 행
위의 회로뿐 아니라 그 문제점과 한계도 보다 적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
이다.91
그리고 전간기 아마추어의 사고방식과 존재 양태를 이러한 전간기의 특
정한 역사적 맥락 안에 온전히 위치 지울 때, 이들을 국가의 규제에 저항하
여 민간 자본에 첨단 기술 도입을 매개한 유능한 개인의 역사적 전례로 간
주하고 상찬하는 신자유주의의 시선의 몰역사성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 자
유를 둘러싼 국가와 개인 사이의 대립이라는 틀로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의 위기 앞에 국가 간 경쟁을 염두에 두고 사회 개조와 제국 개조를 시도
했던 전간기의 국가·사회·개인 사이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설명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들 아마추어 무선가의 사고방식과 행위는 과학기술·국민국
가/제국·민주화 사이의 상호 구성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국가·사회·개
인의 관계를 볼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91 전간기의 ‘초국가’의 상상력을 ‘초국가주의’와 구분하여 개인이 국가에 매몰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
에 대한 복수의 구상과 상당수 구상이 부딪친 한계에 대해 냉정히 분석한 유용한 예로는 㵵䀥崎,
『䨏ꪨ劻傽勓ס社⚶䘼䞯: 「鱩㎼㵵」نסٞ٤』ؓؔط, ☭倀剹ꯖ,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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