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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훌뿔2.1 뿔톰뼈웨때혔 政$솔經홉웰學때 훌&홈& 얘%뽑 

郭鎭之
중국 앙파대학 교수 

1. 머리말 

나 자신이 커뮤니케이션(더 정확히 말한다면 방송) 정치경제학에 대하여 흥미 

를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전후였다. 당시는 중국에서 시장경제가 도입되던 

시기여서， 학자들은 정치경제학과 커뮤니케이션 양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 

기 시작하였다. 당시 내가 소속한 직장一중국사회과학원 新閒연구소와 매체의 

연구영역을 주관하는 부서인 라디오， TV방송 및 영화정책연구실 은 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나는 라디오， TV방송의 상업화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몇 차례 發言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언은 

무시당했다 당시 매체의 상업회문제는 아직도 민감한 화제였다. 또한 방송 상 

업화에 관한 연구과제를 신청하였지만 역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1993년 5월， 중 

국기자협회는 武漢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시장경제와 新聞개혁”에 대해 토론하 

였다. 그때 나는 “상업화 방송의 변증”이리는 논문을 제출하였다. 

상업화 방송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니는 나 자신이 얼마간의 기초를 갖고 있 

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1982년 완성된 나의 석사논문 연구대상이 바로 上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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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라디오방송국이었다. 하지만 당시 니는 역사변동 속에서의 그들의 정치적 

경향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또한 그틀이 방송한 프로그램의 오락적 특성에 대 

해서만 분석을 진행하였지 경제제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라 

디오 방송국의 옛 주인들을 인터뷰할 때，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징사하는 사 

람이죠”， “바로 광고를 팔아먹는 거죠”라고 강조하던 모습은 나에게 갚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上海의 구시대 상업화 라디오방송에 관한 지식들은， 내가 80년대 후기에 부상 

한 “경제라디오방송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라 

디오방송국의 상업화 본질에 대하여， 나는 “라디오방송국은 수용자의 존재를 ‘팔 

아서’ 광고료를 챙기고， 광고주는 광고블 팔아서 소비자를 얻으며， 시청자들은 시 

간(주로 광고를 참。뷰는 시간)을 떼어내서 오락을 즐긴다， 이 3자는 상호작용하 

고 서로 필수적이벼， 하나의 삼각형 모형을 이루면서 모종의 교환 구체적 상 

품교환과 추상적인 가치교환 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경영방식은 일종의 특수한 

상업행위이며， 라디오， TV방송국의 특유한 상업행위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이상의 관접틀은 비록 내가 썼다고 하지만， 결코 내가 발명한 것은 아니고 여 

러 글과 책에서 읽었던 것들이다. 나의 관점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렇게 썼지 

만， 이러한 글들은 몇 차례에 걸쳐 복사， 수정， 보완된 자료이기에 그 발원지가 

권위성이 없고， 따라서 이러한 관점틀의 최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트고 있 

다. 하지만 이런 관점들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바 내가 관련 문제들을 연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나의 친구 趙月技 박사에게 감사를 표히는 바이다. 내가 커뮤니케이 

션 정치경제학에 눈뜰 수 있었던 것은 그녀 덕택이다. 1995년， 내가 캐나다 밴 

쿠버(Vancouver)에 있을 당시， 나는 그녀로부터 처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정치경 

제학 이론의 대가인 달라스 스마이드(Dallas Smythε)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실 

제로 ‘광고←방송국-수용자’리는 ‘보이지 않는 삼각형’ 모델은 바로 스마이드의 

이론이다. 일주일 동안， 나는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박사논문을 읽었으며， 그녀한 

테서 많은 이론적 ‘세례’를 받았다. 1998년 그녀는 북경 광파학원에 와서 특강을 

하였다. 그녀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각 학파에 대하여 소개를 하였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이론(‘수용자 상품론’도 포함)적 발전에 대하여 상세 

한강의를 해주었다. 

月技는 확실히 이러한 이론을 소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스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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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허버트 쉴러(Herbert Schiller)와 모두 친분이 있다. 캐나다의 Simon Fraser 

대학 시절， 그녀는 스마이드의 학생이었다. 졸업 후， 그녀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 

디에이고 주립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해 Schiller의 뒤를 이어 대학원에서 “국제커 

뮤니케 이션의 정치 경제희~P이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을 가르쳤으며， 학부생틀에게는 “사회적 권력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as a Social Force)"를 강의하였다. 샌디에이고에서 月技와 Schi1ler 엘가는 왕 

래가 잦았으며 친한 친구로 지냈다. 2000년 초 Schiller가 세상을 떠난 후， 月 技

는 이메일로 나에게 슬픈 소식을 전하였으며， 나에게 중문으로 번역해서 인터넷 

에 공포하라고 부탁하였디{그 뒤， ‘漸江在線’에 기재되었다). 그녀는 또 Schiller 

의 아들언 Dan Schiller가 출판한 《디지털자본주의〉라는 책에 그녀의 친구를 

추천하여 中文서평을 쓰도록 하였다. 

이 책의 중국어판이 이미 출판되었다. 현재， 月 技는 Simon Fraser대학에 돌 

아가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으며， Dan Schiller와 합작하여 책 

을 쓰고 있다. Dan Schiller는 月 技를 두 개의 명문대학에서 두 분의 이론 대가 

가 창설한 괴목을 강의할 수 있는 영광을 지닌， 세상에서 유일한 행운아라고 말 

하고있다. 

1995년 캐나다 연수시절， 나는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에 관한 이론과 서적 

들을 열독하였다. 정치경제학에 대한 흥미는 나로 하여금 Harold A. Innis, 

Robert E Babe, Mosco Vincent 등의 캐나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정치경제학 

적 분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 뒤， 모스코는 커뮤니케이션 정치 

경제학 이론에 관한 저서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핸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을 출판하였고， 이 책은 이 분야의 권위 있는 서적으로 인 

정받았다. 그동안 시간적인 관계로 니는 이 저서를 읽지 못하였다. 하지만 모스 

코의 연구분야에 대해 많은 흥미를 가졌던 나는 1999년 캐나다 방문시， 그를 인 

터뷰하여 방문록을 쓰기도 하였다. 

니는 지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많은 정치경제학이론 서적들을 탐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고등교육재단에 감사를 표하 

는바 그들은 중국학지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일년간 연구를 하도록 후원하고 있 

으며 그 연구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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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캐야션 정치경제학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정치경제학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하나의 접근방식이다. 커뮤니케이션학의 전 

통적인 학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바이다. 이와 반대인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학 비판연구이다. 비판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현재 대표 

적인 두 학파는 문화비판학파와 정치경제학파이다. 이 두 비판적 학파는 모두 맑 

스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1) 커뮤니케미션 연구와 정치경제학의 관계 

커뮤니케이션과 정치경제학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비록 중국의 많은 

원로학지들이 맑스주의 이론교육을 받았으며 맑스주의 이론체계 중에서 정치경제 

학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잘 알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 

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우리의 전통적 방식은 아니었다. 

20세기 80년대 초 커뮤니케이션학이 도입되었을 때， 우리가 배운 것은 전통학 

피{북미의 습관대로 부른다면 행정학파)의 여론과 방법들이었다. 그 학파에서 가 

장 공인되는 대가가 바로 슈람이었다. 행정학파의 연구분야는 매스컴의 효과였는 

바 그 목표는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으며， 그 연구방법은 주로 

사회학과 정치학의 샘플링조λh 심리학의 실험측정 등 경험주의， 실증주의적인 

방법이었다. 이러한 학피쓴 ‘사회과학’의 실증성， 수량화라는 특정을 특별히 강조 

하고 있다. 행정학파는 정부， 매체， 대기업을 위하여 정책과 그 방안을 제공해 주 

고 있는바 특히 그 중의 PR(Public Relations) 연구는 복잡한 문제는 피하고 

간단한 문제만 해결하려는， 대체로 현재의 통치질서를 유지하는 데 봉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학파의 주류학자틀은 자본주의 정치경제 권력체계 - 정 

부와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 

비판학파들은 후기학파이며 사회의 입장에 서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는 비판학피는 유럽， 특히 영국에서 

문화비판을 목표로 생성되었다고 인식하였는데， 이것은 툴리지는 않은 사설이다. 

하지만 문화비판은 단지 비판연구의 한 주요한 부류이며， 다른 하나의 주요한 부 

류는 북미에서 생성되었는바 바로 거시적인 프레임으로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정 

치경제학적 분석과 비판을 진행하는 정치경제학파이다. 이 학파와 그 연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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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우리는 아직 그 연구방법틀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방법은 알고 있 

지만 학파의 발원과 그 형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이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에 비판학지블은 보통 

권력체계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그러나 문화비판학자들의 비판은 그 대상이 크지 

못하고 단지 텍스트와 담흰話품)에만 국한되어 있기에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전 

복이라는 위협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그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자들 

의 초점은 바로 자본주의체제와 제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회에서뿐 

만 아니라， 학술계(대학과 연구단체들 중)에서도 소수파라고 불린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북미에서든 한국에서든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 원인은 섬층연구에 이름에 따라 대형 공 

엽과 대형 미디어반민주의 본질이 점차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권력집단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날로 고립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도 부득이 공 

공 이익이란 구호를 입에 달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자본주의 논리는 

비록 현실 속에서는 통하지만， 그틀의 이론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 

들의 실천방법은 행동할 수는 있어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판학파는 이와 

반대의 의견올 지니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를 모두 비판학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사유방식으로 사고하면 대부분이 비판 

적인 결론을 얻게 된다. 이는 의심할 바 없다. 정치경제학이란 학과의 대표적인 

학자는 영국의 아담 스미스이다.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의 권위자는 맑스이다.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연구 중에서， 학과의 모체 또는 방법론은 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이다. 미디어를 핵심으로 한 인간커뮤니케이션 행위와 활동을 연구대 

상으토 하고 았다.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일종의 경제 

활동으로 취급하고 있다. 생산， 분배， 유통， 교환 및 거시적 의사결정 활동 같은 

정치경제학의 사유방식으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관찰한다. 

중국 신문방송학자들에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새로운 영역이다. 

그것은 미디어가 새로 형성된 독특한 문함엽이기 때문01다. 그 경제방식은 전 

통적 공엽의 그것과 다르다. 때문에 전통 맑스주의는 현실에 대한 본질적 분석이 

모자란 데 대해 비판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국제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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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헌을 인용하여 검증하는 방면에 아직 약한데서 

나타난다. 비록 소수부분을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 분석의 연구과제로 취급할 수 

있지만， 자기 절로 연구한 연구사고방식과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2) 커뮤니케이션정치경제학의 연구 패러다임 

오랜 시기 동안 중국학자는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역새 이론， 실무 3가지 부분 

으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일종의 전통적인 구분방식이다. 그것은 각종 서로 다른 

차원의 추상적 대상 및 인식방법(즉 소위의 연구 ‘패러다임’)괴는 좀 다르다. 이 

것으로부터 형성된 부동한 연구영역 또는 연구학괴는 서로 교차된 것이다. 

역사연구는 과거에 발생한 사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학자들은 어떤 역λ}사실 

을 고찰하는 가운데서 역사적 사질간의 여러 갈래의 연관관계를 발견하거나， 역 

사적 사건에 대한 주장을 해석하고 설명한다. 역사방법은 제일 보편적이고， 모든 

학과에서 다 부딪혀고 채용할 수 있는 제일 보편화되고 제일 중요한 관찰인식방 

법이다. 역사는 항상 “어떠한가”라는 문제에 대답한다. 

이론은 주로 대뇌가 사변적 논리추리활동을 거친 산물이다. 이론은 대체로 표 

준화된 이론과 해석적 이론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았다. 표준화이론은 이상적인 

목표를 제기한다. 즉 “응당 어떠하여야 하는가”란 문제를 제기한다. 해석적 이론 

은 기존의 현상에 대한 인지이다. 즉 “어째사 이렇게 되었는7F’리는 문제에 대답 

한다. 표준화이론은 보다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설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 치우친다. 해석적 이론은 대부분이 현실에 대해 긍정적이다. 기존물의 

합리화에 대한 해석이다. 비록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행정연구와 같은 경 

우 주로 현실을 서술하고 그것을 대변하고 더욱 공고하고 완전하게 하는 이론이 

라고 할 수 있다. 비판이론은 보통의 경우 이상적이다. 하기에 늘 현 상태에 대 

한 부정이 따른다. 

실무연구는 일종의 방법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연구대상일 뿐이다. 실무연구 

가 주목하는 것은 비교적 구체적인 “어떻게 할까”의 문제이다. 이는 역사적 지식 

과 이론적 지식을 운용하여 이를 실제 문제에 적용시키고 효과적인 조작방법을 

토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일 실용적인 연구이다. 실무연구에서 사람들은 대 

부분 한 가지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유방식을 다 활용한다. 

정치경제학은 거시적 연구에 속한다. 역사와 이론의 범주에 치우친다. 모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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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연구는 4대 특정이 있는데， 이는 

역사적 분석， 광범한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 도덕철학t가치관， 사회양호 질서)， 

사회간섭(즉， 실천)이대Mosco， p.17).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에서， 미디어가 

유일한 연구대상은 아니다. 단지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일종의 유기적인 조합 

일 뿐이다. 미디어는 교육， 가정， 종교 등 제도체계와 함께， 사회생활 가운데 능 

동적인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학자는 그것의 변회를 추종하면서 도덕적 시각으 

로 그것의 영향력을 판단한다. 그것은 일종의 복합성조식의 다성부의 “교호t곡”과 

같이 일종의 종합적 방법이다. 즉， 그는 “어떠한7F’， “어째서 이런가”에 대한 질 

문에 대답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응당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개’의 문제에도 대답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과 인식(볍칙) 및 

결정(정책)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각종 문제는 관계가 있다.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이중적 특정을 갖고 

있다. 다만 북미(더 정확하게 말해서， 미국)에서만 처음부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 

션의 경제본성(즉， 상업성)을 적나라하게 밝혀놓았다. 이것은 학자틀로부터 제출 

되었고， 그리고 학지들이 심도 있게 분석한 것이다. 중국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게 미디어“정치”， “선전” 등은 생소하지 않은 사유방식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 

션 경제적 본질을 관찰하는 것은 새로운 체험이다. 그것은 1949년 이후 또는 아 

주 이전부터 중국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치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중국 근대의 시장도 아주 큰 정도에서 정치정책과 규정에 죄우되었기 때문이 

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 등 동빙국가들은 한 가지 비슷한 현상을 가진다. 한국 

학자틀의 주장에 따르면， “비공식적 결정이 정식적 결정을 지배한다" 만약 북미 

비판학파들의 중대 공헌이 바로 “경제” 중에서 “정치”를 발견한 것이라면， 중국 

커뮤니케이션학자들의 경우는 이와 바로 정반대이다. “정치”， “선전”， “문화”， 

“정신”이라는 가식 아래의 “경제”적 설체를 분별한 것이다. 이는 중국과 서방의 

미디어연구가 응당 같지 않은 이유이며， 또한 부동한 점이다. 

중국이 시장경제로 가면서 학지틀은 경제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취미와 관섬 

을 가지게 되었다. 많은 “시장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위한 정책을 제 

공하여， 미디어 경영을 개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사용한 방법도 

유행하고 있는 신경제학적 사고로 치우치고 있다. 이는 신중국의 전통적 “정치제 

일” 사유방식에 비해선 일종의 진보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지식 

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미디어연구의 주요시각이 정책으로 될 수 있으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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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되어야: 하며， 단지 일반적 경제활동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커 

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연구의 특출한 특정은 거시적 사고， 역사적 관찰， 도덕적 

질문과 주동적 실천 등이다. 공공영역 중의 하나연 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종사해는 젖은 엘반적인 상업활동이 아니다. 지식분야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양심”을 체현하는 것이 미디어의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의 목표 

가 되어야 한다. 대중의 공공이익을 추구하여야 하지 단지 매스미디어의 경제효 

익만 따지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공공”사유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커뮤 

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 학자틀은 응당 주류 신경제학파 사상과 다른 기 

타 선택에 판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의 기업자문성 경제연구와 

구별되어야 한다. 즉 미디어의 경제법칙을 연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 

덕평가를 중시하여야 한다. 일종의 거시적， 역사적， 능동적， 변증볍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하여야 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비판학자들이 나에게 준 

가장중요한계시였다. 

3)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장치겸제학의 변형 

중국에서 미디어에 대한 비평이 결핍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질 요즘 

신문 - 잡지에서 이윤 추구， 무책임한 미디여 운영 등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다수 비평은 감정적이고 문학적이며， 사람의 간담을 놀라게 

하논 정서적인 문장이 많고， 이론적인 분석이 부족한 것 같다. 사실상 어떤 미디 

어비평은 단지 상엽적 동기로부터 낸 것이기도 하며， 그 자체가 일종의 시장행위 

이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허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연구방법을 소개하과 한 

다.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의 특징을 파악하자면， 우선 일반 정치경제학의 지 

식을 알아야 한다. 정치경제학은 주로 3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자유 

주의(지금은 신경제학피로 칭한다)， 맑스주의， 제도학파이다. 

자유주의는 바로 고전( classical)정치경제학을 말한다. 저명한 고전정지경제학자 

중 한 사람인 아탐 스미스 외에， 또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서스(Thomas Malthus)이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면을 연구하였다. 아담 스미 

스는 “자신을 사랑하여야 한다”， 즉 “사람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신의 이익을 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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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년에 발표한 《도먹정조흰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에서， 상인 

이 부귀만 추구하고 인자함이 없는 것을 비판하며 노동자들의 곤경에 대해서는 

동정을보여주었다. 

그 이후 나온 고전정치경제학패예를 들면， 밸서스)는 스미스의 입장에서 후퇴 

하였다. 그틀은 자산계급 일방의 입장에 섰다. 예를 들면 밸서스는 빈곤을 구제 

하는 사회계획안， 의료보험， 그리고 평화를 반대하였다. 이는 전쟁， 기황， 질병， 

온역은 모두 인구 증가를 제어히는 “자연”적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는 거리에 오수가 마음대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옹호하면서， 이것은 인구를 통 

제하는 방식이며 적자생존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멜서스의 관점에 따르면 정 

부는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억제해서는 안 되며， 이런 억제는 다만 장기적인 더 

욱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규제 없는 인구증가와 자원소모는 사회를 약 

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을 대변하는 경제학자들은 “상엽은 하나， 단지 

하나의 사회책임 그틀의 자원과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조하논 것이며， 다시 

말해서 무기만과 무위조의 공개자유의 경쟁범위에서 행동해야 한디는 것이다. 이 

게임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파별적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Babe， pp.91-94 참 

조). 

현대의 新경제학자유주의학파는 Shimi의 여러 관점을 받아들이고， 자유경쟁， 

시장중심작용을 주장하며， 트러스트(trust) ， 시장독점(monopoliz때on) 등 자유경 

제를 제한하는 상업권을 반대하지만， 정치요소를 제거하는 경제중섬주의를 주장 

한다. Babe의 논점에 따라 新고전주의경제학피는 세 가지 신회를 이루었는데， 

이는 시장， 기술과 기계， 진화라고 한다{그는 M 세 개로 이틀을 표시한다

Market, Machine, March of time)(Babe, pp.75-85). 

新경제학파의 자유주의는 현대 서구의 主流적 경제λ녕이다. 新경제학파는 아 

래와 같은 중요한 특정올 갖고 있다.→첫째， 구매관계에 있어서 개인을 重心으 

로 연구한다. 둘째， 시장은 사람의 자발적 본능의 구체화이다. 셋째， 시장의 충돌 

조화이론이다. 주류 행정학파의 커뮤니케이션학 연구도 이런 특정틀을 받아들였 

다. Shannon과 Weaver의 커뮤니케이션 흐름공식을 살펴보면， 우리는 정통학파 

들의 공통점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중심은 인간개체이고， 시쟁정보전달 과정) 

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르며， 효과 및 피드백을 갖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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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다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은 경제정책의 중심문제가 권력의 분배라 한대Babe， p.63). 신념， 

지식， 신화， ‘상식’， 이데올로기 등의 요소틀이 경제구조에 작용한다고 한다. 그래 

서 정치경제학은 경제(상업， 금융경영)에 대한 이해와 정치(입법， 관리의 절채에 

대한 분석을 결합시킨다. 주류경제학파 중 新고전경제학파는 분석을 위해 상업과 

권력， 경제학과 정치과학을 일부러 분단하지만， 비판정치경제학， 특히 맑스주의자 

틀이 상기 사장을 많이 발전시켰다. 

맑스주의는 적극적인 경쟁만을 통해 공평/평등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전통맑스주의는 공업생산방식， 생산관계， 생산자료， 생산조건 등 제도요소 중심의 

경제분석을 택한다. 그러나 현대 맑스주의지판 더 이상 생산모델을 구체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Theodor Adomo는 생산조건을 인간사상과 이데올로기의 결 

정적인 요소로 제시하지 않고 ‘문회잔업’ 분석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는 문회산 

업을 패권집단이 노동계급을 교육시키는 유용한 가치관이자， λF유와 감각인도의 

수단으로 해석한다. 新맑스주의에 있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패권교화와 선전 

의 도구이고， 新고전주의는 패권이익에 복종하는 학술이데올로기이다. 

맑스주의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트겠지만， 세 개의 분파 중 나는 제도학파에 

가장 관심이 간다. 제도학파는 ‘제도와 개량경제학파’라고도 불린다. 이는 정치경 

제학의 중요한 분파로서 20세기 전후에 나타났다. Babe에 따르면， 제도학파는 

Thorstein Veblen(1857-1929)과 John R. Commons로 시작하고， 인니스는 그 

의 주요 계승자다. 

제도학파는 제도(개인이 아년)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 Veblen의 정의에 따르면， 

제도는 보편적인 사회풍속이요 사상습관이요 사유습관(habit thought)이다. 시유 

습관이란 습관화된 기존취향과 사상모형이다. 이는 각종 문화의 전제， 배경， 기초 

가 되고 인식과 해석도 이로 인해 이루어진다. 제도경제학은 사회변화나 개량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제도뿐이고， 누적된 변화가 문화， 사회와 경제의 전 

형을 이룬다고 한다. 제도학피는 자유주의의 시장조화론을 비판하면서도 제도야 

말로 중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충돌하고 변화하는 제도이론은 고전주의기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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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고 한 영원한 보편법칙과 구별된다. 제도학파는 맑스주의의 간단한 계급분석 

도 비판하는데， 계급 내부의 투쟁은 계급간의 투쟁보다 훨씬 더 섬각하디는 것이 

다{제도충돌이란 바로 이것이대. 

생활습관(habits of life, 또는 慣性행위라고도 부른다}은 사쉬습관을 생성한다. 

사유습관은 ‘상식’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틀이 늘 이라한 상식을 저절 

로 받아들인다. 당연하고 무의식적이며， 섬지어 잠재의식적인 이 시유습관은 모 

호하고도 필연한 취향과 직감을 갖고 있다. 이런 취향이나 직감은 社交를 통해 

서 특정화된다. 여기서 제도학자는 패권을 이루는 방식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 커뮤니케이션은 사회환경을 창조한 

다←까지 제시했다.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관점에 따라 학자틀은 두 가지 기본문제를 제기한 

다. 하나는 대중매체와 설득커뮤니케이션(광고)이다. 광고는 판매할 상품의 정보 

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문화로서 ‘심리치료’의 신기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생활방식， 가치체계를 택하게 하고， 사회의 가치관 

념 및 행위방식에 대한 평가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 

는 바와 같이， 광고가 제창하는 가치관은 거의 不건강하고 反생활적이다. 

다른 하나는 광고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선정과 지정‘진실’의 작용이다. 한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이런 말 

을 했는데， ‘진실은 가장 희소한 지원이다， 다른 희소자원과 마찬가지로 진실은 

경쟁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권력형식은 곧 이 지원에 대한 권력을 지 

정， 분배， 표현하는 것이다.’ ‘실제’와 ‘환상’， ‘사실’과 ‘허망’， ‘기능’과 ‘불가능’， 

‘중요’와 ‘미소’ 등을 구별하는 것이 매체의 ‘자연’ 특권이다. 매체는 항상 사람으 

로 하여금 사회적인 토론과 개인적인 목표를 설치하게 한다. 

과학기술과 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라 서구 강대국들은 벌써 하나의 새로운 시 

대에 들어섰다. 산업시대와 완전히 다른 이 사회에 대해서 사람틀이 색다른 호칭 

들을 붙인다. 후기산업사회， 정보시대， 또는 정보경제， 지구촌， 단절의 시대， 제3 

의 물결， 포스트모더니즘 등등(Babe， p.9). 사회를 ‘정보경제’라 부르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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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곧 新경제학의 ‘經濟至上’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본적 경제 

문제는 더 이상 토지와 공장 중심이 아니라 전유권， 저작권， 상표 섣계의 중심으 

로 일어난다. 신문， 저널， 잡지， 라디오텔레비전방송 이외에 뉴미디어로서 위성방 

송， 유선방송， 시청자 신청재방송，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도 문화산업에 속한다. 

전자커뮤니케이션은 중심위치(강대국)에서 오는 관리를 국제적， 전지구적 범위로 

확장시킨다. 대인커뮤니케이션이 갈수록 상품화된디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사람과 사회간의 거리가 벌어짐을 의매한다→ 異化. 이들이 다 현재 커뮤 

니케이션 연구분야에서 꼭 생각해야 할 문제점들이다. 

主要參考資料

Babe, Robert E. (1994)(ed.). l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Economic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Babe, Robert E. (1995). Communic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s: Essays 

in lnformαtion， Public Policy and Political Economy. 、Nestview Press,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Mosco , Vincent (1 996). The Po/itical Economy 01 Communication. SAGE Publications. 

註釋

i 이 논문은 후에 와서 北첼했山出版社에서 1993년 출판된 〈市場經濟和新聞改華〉

에， 또한 1997년 北京廣播學院出版社 필자의 논문집 <{專播論鎬>에 수록됐다. 

11 자세한 내용은 ‘商業廣播電視뺨-譯’<廣播論鎬>， 北京廣播學院出版社， 1997년 출판 

111 趙月技는 北京廣播學院을 졸업하고 국가추천유학생으로 Canada Britain Colombia의 

Simon Fraser University에서 석λh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εgo와 Simon Fraser University에서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에 관한 강의를 담당 

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꽤 유벙한 학자이다. 

ψ자세한 내용은 ‘新媒介和政治쯤濟學’<現代傳播 · 北京廣播學院學報>， 1995년 제5 

기. 

v 행정연구(administrative research, 또는 관리연구)란 단어는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Lazfeild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어떠한 공영 또는 민영의 관리기구에 종 

속하는 것’으로， ‘보통 경영분야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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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相反된 연구를 비판연구라 부르고， 그 특정을 ‘우리 시대에 보편 유행한 각종 사회추 

세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인류의 기본 가치관’을 은근히 포함하고， 이러한 가치관 매 

개의 ‘실제적이거나 기망한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스매즈 등 비판학자들이 구체 

적으로 상기 양 학파의 주요 차이블 진술한다.(1) 선정의 문제. 전지는 조직기구행위의 유 

효성을， 후자는 일한 행위출현의 합리성올 추구한다.(ZJ 연구벙볍 전자는 新실중주의， 행위 

주의， 그리고 개체적 연구방법을， 후자는 歷밍唯物主義적 방법을 택한다.(3) 연구결과의 

사용에 있어서 전자는 현황을 개변하지 않는데， 후자는 근본적 전환/변회를 유도한대Babe， 

pp.65-66). 

vi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멜서스는 질병， 빈곤이 인구를 줄이는 자연적인 방법이고 장기적 

으로 보면 인류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신경을 쓸 펼요가 없다 

고 한다{Mosco， p.4 1). 新경제학의 한 학파도 오염에 대해서， 오염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오염의 근처거주를 택한 탓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한 新경제학자는 오염의 권리를 시장화， 상엽화하고 기업들이 일정한 가격에 따라 

오염권을 행하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Babe， pp.91-94). 이런 이론블은 자기의 

‘진리’ 성분이 마련돼 있지만 절대 보편적인 호응을 받지는 못한다. 

Vll 상업화는 꼭 듣기 안 좋은 단어가 아니다. 이는 일종의 경제방식이나 시장과정을 가리키며 

보통 中性 단어에 속한다. 

viii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박승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2001 년 4월 13 일). 

ix Adorno, Theodor (1991). The Cultural Industry: selected Essays on Mass Culture. 

Edited by J.M. Bernstein. London: Rout1edge. Babe, pp.74에 轉載.

x James W. Carey (1989). Communication as Culture: Essays on Media and Society. 

Boston: Massachusetts, Unwin Hyman, Babe, pp.125에 轉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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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考中固的佳播政治2조홉字 

郭鎭之

→、 당|子 

我처佳播( 或者更}佳觸t也i삶， 是「播면柳 )的政治갚淸字 l可웰感잉趣 

大쩍是在 1993 年前듭 。 那 81候 , 由手:X~小乎南싹i井活的몽집 , 中 固升始

大步펴向市혀갚홉， 字者升始ì1ì상市혀얹홈되佳播的失종。 핍 81我所在的 

車位--中 E택*土승科字院新 |벼冊究所和冊究쩍域主管部 n 的「播벌影면꽤 
部政策冊究室都휩집升i혹方面的승ì51..。 我升始考虎、「播볕찌的商.illt.性 l可題 

也做파fL1Ä友즙。 但是， J츠些友즙大多遭受了客륙的상遇--펀 81 ， 媒介

的商.illt.性ff是一↑敏感、的活웰。 我ff 申根了一↑冊究「播범짜商.illt.↑生的i果 

웰 , 也沒有앉得ftt~흩。 1993 年 5 月 , 中 固ìêt亦在武j又집升 “ 市여쯤홈되新 

|벼改華” 冊펴승 , 我提交了一篇i상文 - ((南 .illt.j播볕땐辯i正)) 0 i 

E퓨究南.illt.j播범꽤 , f보i찢i兌我有一克基뻐。 事5일上 , 我完成T 1982 

年的碩土ìf?文冊究的짜象就是t海的園.illt.j播면台。 但是펀따， 我只注意

了 i츠些벼台在껴史풋해中的政治뼈向 , 井5l1'Ë1I'J播出뀐 目 的됐똥特↑正避行 

了-些分析， x1其2조홉*凡制基本是忽略的。 但是， 系i方리로台 I日主人81 ， 他

↑rJ不빠彈뼈的 “我11'1是做生意的 P阿” , “就是좋「告( 811폐 ) ~阿” , 去p~合

我留下了掉之不去的深刻印象。 처上海 l日밤代힘.illt.j播的知iP、 f足使我ìAi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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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年代텀期新잊的 “갚淸「播볕台” 的헛庫。 我在淡到「播면台i초햄南.ill'. 

性헛屆81t릅出: “멀台 ‘出뽑’ 了受갔存在的事꽃， 왔得了「告費;;商 

뾰뽑了「告， 統得了消費者; 꽤[lJT者出it了 811태( 主要指忍耐「告的 811폐 

) , 換得了됐똥 , 三方各有所求 , 也各得所需 , 走T-↑三角形 , ~flÆ了

某채交換--具休的商品交換和抽象的쉐↑頁交操。 J환뿌t조홉方式是一빼特 

珠的商.ill'.行처 , 是「播멀台、 랴조찌台所特有的商.ill'.行껴。" ii 

以上댄迷的찌J린， !료然出입我的手筆， ìp井非我的友明， 而是샤某些 

二다或者某些文章中않到的， 샤而녕|友出同感。 但是뭘然， 효宋엽不知협第 

JL手資料的非재威↑生末源、， 所以我甚至不知道i츠빼-XlÆ펴的最初出아。 不파， 

i츠빼-XlÆ，면如此地不同凡R때 , 효成처我-XlÆ察相핏|可題的重要思路。 

感、i射我的朋友월月技博士， ll1뼈짧了我佳播政治갚淸字的系짧 “自豪

’ 。 1995 年 , 在加拿大的溫哥뿌 , 我샤뼈那里第→次[lJTi삶 了↑좋播政治갚홉 

字的理i상泰斗--J초拉斯 @ 斯姜렀 ( Da l1 as W. 

Smythe )其人其事。 事횟上 , “「告-면台-受갔" i츠↑ “看不파的三角 

形” 正是斯姜렀的原活。 那81候 , 整整一星期 , 我果在뼈家中 , 않빼的博 

土泌文 , 井接受뼈的理ìt “ 쫓~t" 0 1998 年 , 빼到北京「播字院i井座 , 介

짧 了佳播字冊究的各↑支派 , 其中追根湖源 , ì井到↑흥播政治갚홈字的理i상 

友展， 包括 “受갔商品i상” 的末源。

月技的觸是特別具有i츠빼介씹資格的。 뼈되斯表강용和광一位{좋播政治 

g조홈字的행抽人物M伯特 • 席朝( Herbert 

Schiller )都有파交往。 在加拿大的西豪 • 짧雷浮( Simon 

Fraser )大字 , 뼈뽑是斯姜강용的字生。 !fi.ill'. JÄ , 뼈id!P末到美固加利福尼 

.ill?州중地.ill?加州大字敎=다。 뼈接替 T席朝的一1'11\뮤究生i果程-- ((固땀佳 

播的政治앉홈理i상)) ( Political Economy of Intemational 

Communication , i츠1'1 1果쫓 l젠上最初是由斯奏령끊ìt和升敎的 ) , j짚合本 

科生敎링一1'1떼重美固的↑좋播政治쯤홉字i果程 《作처←→채*士승力量的 

↑용播 )) ( Communication as Social 

Force )。 在중地표哥， 月技딩席朝一家交往密切， 成了朋友。 2000 年初，

統伯特 • 席朝去世， 月技用범子빼件給我뿔友末H告， ~屬我觀i￥成中文在

I쩌上公布( 팀 “漸江在랭” 登出 )。 뼈i조鼓助링一↑立朋友처月 • 席朝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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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ller , '/f.，']j;伯特 • )험朝的JL子， 也是i젖校的敎授 )的 《敬字윗本主30) 一

휴擺힐r 中文的二f:5H 。 此춰中i￥本孤已出版。 目前， 月技回到西豪 • 챔雷 

浮大字， 仍敎授↑좋播政治쯤홉字i뽕程， 井날月 • 席朝正合닫一本핀。 단 • 

席朝휩째， 月技是世界上唯一有幸在防所著名大字敎授由隔位大”며7f떠的 

며(1Ì;果程的人。 

1995 年在加拿大越修期|버 , 我|헨찮了一些↑좋播政治쯤훔字的理ì~)(章 

和二댄籍。 )(11좋播政治쯤j휴字的잊4趣당 1 뭘我종注짧尼斯( Harold A. 

lnnis ) 、 띠 伯 ( Robert E. Babe ) 、 莫斯考 ( Mosco 

Vincent )等人함加拿大佳播짧行的政治쯤홉分析。 텀末， 莫斯考全面系짧 

|햄迷{좋播政治갚홈놓理i상的 《↑흥播政治쯤뽑字))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SAGE 

Publications , 1996)→귀出版了 , 井被以껴是짝↑댔域的뼈威之作。(<佳播 

政治쯤홉字)) j츠*著作我↑LH~:81n머沒有찮--我꿇得강需要大童맘때精心 

l힘찮， 而我又太忙。 但是， 由手처莫斯考冊究的何題十分훗心， 1999 年，

我到加拿大껴|可 81 ， 特地宋채了他， 단了一篇i方淡。 lV 

꽤在 , 我찢手有足破的 811머 i人頁冊찮따多政治쯤뽑字的理ì~휴籍7 ， 

~得感i射轉固高等敎育껴댐支持中 固字者在韓E택作一年冊究、 而又不限定

冊究莊固的固|젠交流I핏目 , 使我↑n得以續日術洋在二R海中 , 或者減i훈手!쩌 

洛上--自 由的 81할처'fíî:퓨究者未땐， 是十分렇뿔的。 

二、 失手佳播政治갚홈字的JL↑ l可趣 

政治g조홉字是f좋播冊究的一뼈思路， 或者훼;←→뼈途往( approach )。

↑용播字的{슐짧字派我↑rJ:f)M在是 t~較了解了 。 되此相셈的 , 是佳播字的批判

冊究。 活많在批判舞台的↑용播字冊究目前主要有며大字派↑是文化批 

判字1*; 되一↑是政治쩔뽑字派。 問大批判字1*都되되克思王X有密切的 

廳系。

1. 佳播冊究되政治쩔홉字的핏종 

↑용播字되政治짚뿜字有什4갖系? 字견新 l볍↑용播的字生在때때接願i츠 

一字科的81候大多승提出i츠桂的 l可題。 的碼， 옳然年敵稍大的中固字者大 

多冊그3 i1되克思主'X_， 知道政治2조뿜풍在곽克思主X理ì~ít系 中的重要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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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 , 但政治2조홉字不是我fI']冊究佳播的↑용짧思路。 

20 世검 80 年代初댄播字딘Ij용8t ， 我↑n遭奉的是↑용統字派( 或者按北

美的견慣， [l니作行政字派v )的思路和方法。 在那一字派， 公i人的大”며是施 

拉觸。 行政字派的冊究思路是大샀↑슐播的效果， 目林是提高{좋播的效率， 

E뮤究方法째主要是?土승字和政治字的抽拜뼈훌、 心理字的꽃끊~Ui式等쯤끊 

主X 、 좋i正主X的方法。 那채{용播字特別彈i周其 “*土승科字” 的~ì正性、

敬量化特↑正。 行政字派是처政府、 ;선媒介、 처大工.illt.出滿해策的 , 特別是

其中的公共失系冊究 , 其{좋播ijf究取向避重就휩 , ;룹#上是껴誰t?JÆ存統 

治됐序服종的。 行政字派的主流字者附屬手資本主5ct土승的政治갚홉채力 

休系--政府和大企.illt.。

批判字派是텀起的、 站在?土승的角度X;f:fÆtk持批i乎짚度、 主짧改華的 

字派。 i표去 , 我fI']通常iλ 7gi'tt判字派起源子1RK111'1 , 特別是英固 , 以文化批

判껴 目林 , 1츠是不錯的 ; 但文化1tt判字派只是批判冊究的主要一支 , 而링 

一主要的分支起源、f北美 , 便是以更加宏째的杓架)(1]:설本主50土승j용行政 

治갚홈分析和批判的↑용播政治갚홉字派。 )(tj츠-字派及其冊究 , 我fI']要4

尙不熟컨~'Ë的죄퓨究方法 , 要i- l륙知道方法而不T解其字派的末源及形成。 

由 3二짜現tk持批i판、 否定짚度， 通常， 批判字者被排|쌓手채力休중之 

外。但是，文化批判字者的批댐由手目林不大，分析通常局限手文本和活 

i홈 , )(1]:짙本主)(1士승的與覆威助、似乎有限。 而佳播政治쯤홉字者的批꽃U :;f 

*頁指資本主X的制度休중， 因此， 他11'1在?土승中、 甚至字木界( 大字和

冊究며休中 )更是少敬派。 但是， 近年末， 元i상是在北美ff是韓固， 我友

꿇， 政治쩔j휴批判的F늠즙有 H 益增彈的超勢。 其原因， 按照、我的猜測， 是

隨看冊究的深λ , 大工.illt.、 大媒介反民主的本屆 日 漸昭然 , 資本主)(~X力

集因在道德方面日益孤立， 他1I'J也不得不把公共利益的口융桂在嘴上。 資

本主X的i쩔輯量然在f兄숱中通行:7G~且， 但在理i상上tp是不得人心的。 他↑n

的꽃됐方法是只宜手做而不宜手때的。 vii'tt判字派째反之。 

샤事↑졸播政治2조홉冊究的字者 , 量不都 됩 林i'tt判字者 , 但授照{슐播政 

治갚淸字的思路， 他11'1大多得出的是i'tti￥性的옮i상， tp是팝庸置疑。 政治

갚홉字j효-字科的集大成者是英固的~띔 • 斯密 , ↑풍播政治짚i휴字最重要 

的理iξ*又威tp是되克思 。

在{용播政治갚홉字E퓨究中 , 字科的f풀#或者方浩i상是갚홉字和政治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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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홉字 , 冊究x;f象是以↑졸播媒介껴核心的人美{좋播行껴及其活해。{용播퍼〔治 

g조뽑字是符↑좋播活해作껴一채앉홉活z;j]， 以生F 、 分配、 流通、 交換及其

宏-XÆi央策活z;j]i3:채政治갚훔字的思路末X찌察媒介及其↑용播行껴的 。

처手中 固新|휩佳播字者宋i兒 , {좋播政治2조홉字~屬手一↑新的핸域。 

i츠是因껴 , 媒介屬手新갖的油特的文↑tr뇨.illt_， 其쩔홈方式되{올짧的I.ill!.井 

不一햄， 因此， ↑좋짧的곽克思主X批i平처짜훗的解繹~未能透때。 目前我

↑['J也j조沒有頁正되 固 l젠佳播政治짚홉字界接힘L ， 表돼在文敵딘lì正方面的薰 

弱。 J전管有一些可以뻐λ佳播政治앉홉分析的冊究保題， ↑닫系用的웹是엽 

빼的冊究思路和方法。 

2. 佳播政治갚뽑字的冊究莊式 

*期以未， 中固字者)]慣手將{좋播冊究分껴J3j史、 理따、 .ill!.종三大部 

分。 l츠是一빼f용짧上的체分。 강{I']되各채不同뭉吹的抽象x;f象及其ìAm方 

法( 也就是所i뿜的冊究 “莊式" )井不完全相同 , 由此形成的不同冊究핸 

域或者冊究字科其횟是交又的 。

[딘史冊究以파去友生的事쫓껴工作처象 ，'Ë考ìJ一些f딘史事횟 , ~:fÆ 

史돗之Iì태的若二F됐중 , 或者以史훗解釋和i兌明字者x;f t딘史的看法。 E뀐史方 

法是最普遍的、 所有字科都승遇到、 都可能使用的最普遍最重要的쩌察ìA 

i只方法。 E전史通常回答的是 “ :&1，.*후” 的!可題。

理i상主要是大뼈思辯↑生j쩔輯推理活해的휴物 。 理따大致可分처林f佳↑E 

的和解쯤性的爾뺨 , ;1示f佳化的理i상提出理想的 目社 , 亦Þ!P提出 “안i갖J깜拜 

” 的 l可題; 解繹性的理i상째是xH3G有孤象的i人知， 亦Þ!P 回答 “처什2승i츠 

拜” 的 l可題。)람}’옮↑tf里i상因처追求更理想的目林， 超向手x;ffÆ;jjt的批괜和 

否定 ; 而解i隆↑生理i상大多是-x;ff_ffi;jjt的肯定 , x;f存在物的合理化解繹。 量然

我{I']不能一搬而i企 , 但行政冊究主要是抽j초 fÆ ;jjt， ~선'Ë辯解、 井使之J}L固

完善的理값。 批判理따通常是理想化的 , 因而x;f f패t也常常是否定的。 

.ill!.종冊究不是→빼方法， 而只是指冊究처象。.ill!.종冊究핏注的是 tt較 

具#的 “:&1,. 1i故” 的 l可題， 1:료j흐用 f딘史和理i상的知i只， 짧合꽃땀l可醒， 探

ìt有效的操作， 因때是最꽃用的冊究。 在.ill!.종冊究中 , 人{I']大多井不해看 

手某一뼈方法 , 而是多빼思路井用 。

政治2조j휴字屬手宏-XÆ冊究 , ↑째重J3j史和理핑的莊購。 握莫斯考i人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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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播政治*조홉字的冊究具有 4 大特J먼 : E잠史分析 :J팝的추土승整#理解 ; 

道德哲字( 깜↑頁Jm ， ~土승良好秋序 ) ; ~土승千預( 텅P횟많 ) 0 C Mosco, 

p.17 )在佳播政治쯤홈字中 , 媒介不是唯一的失注처象 , 而只是f土승쯤홈 

、 政治、 文化的一↑有ifM且成部分， 媒介딩敎育、 家處、 宗敎等制度#중 

←→道 , 在f土승生活中友掉看能해的作用 , 字者i을많'Ë的쫓化 , 以道德的眼

光軍찌효的影n때。 효是一f며夏뼈式的、 多옮部的 “交n때똥” , 是→빼琮合 

的方法。 也就是핸， 효많要回答 “띔2件” 、 “처什2승i환후” 的|可題，

也要回答 “민i갖옆拜” 、 “운4做” 的|可웰。 1좋播政治갚홉字틸ìÁìR C 꽤 

律 )和決定( 政策 )佳播쨌域的各뼈|버題都有갖系。 

↑흥播政治2조淸字具有 “갚홈的” 和 “政治的” 的J.X重特 J먼。 只有在北

美(更推碼뼈，是美固) ，사-升始，媒介及其佳播便任효뼈露出其갚淸 

本性( 때作固lk化 ) vii 0 사而被字者提出 , 井深λ分析。-xt中 固佳播字者

而즙，媒介“政治”、 “宣탤”等等不是뼈生的思路，而처佳播쯤홉쫓屆 

的洞察， 송p是新的쏠i式。 因꺼， 담 1949 年以}5， 甚至在之前， 中固的쯤 

뿜↑更不是相xtð!뽀立的 휩 治쨌域 : 中 固띔代的市場也是在恨大程度上被政治 

決策所꽤定和左右的。而且，中固딛韓固等末方固家有一채相同的돼象， 

按照轉固字者的i兌法 , 就是 “ 非正式的決策支配正式的決策" 0 viii~Jl果ì5í ' 
北美批判字派的重大쥔敵是사 “쯤홉” 中友꽤了 “政治” 的活， 中固的↑용 

播字者tp要反其道而行之 ,)Á “政治” 、 “宣佳” 、 “文化” 、 “精빼” 

的外衣下辯ìÁ出 “쯤、ðf" 的 5일庫。 我想、， J츠是中固딛西方的媒介冊究힌i잦 

不同的理由及有所不同的地方。

담사中固升始走向市혀쯤홉以未， 字者的觸是-xt~조뿜|可趣有 T更多的 

갖趣和失j主。 t쑤多 “市場知i只分子” ￥只板地처媒介出港체策， 辯助媒介ç)C

i환조홉， 提高效率: 系用的方法也更偏重減行的新앉홈字思路。 J츠-xt'J二新 

中固↑좋짧上 “政治第一” 的思路元疑是一빼i용步。 但是， 佳播政治갚홈字 

的솟1JtP.、告ìfi 我1f]， 媒介冊究的主要찌角可以而且$:ì잦是政策 , 而不是→般

的갚홉活해。 ↑용播政治갚淸冊究的突出特펴是具有宏-xm思考、 fJ5史X밍察、 

道德追|可和主해쫓鏡的特 J면。 作져公共쨌域之一的大ik1용播媒介所사事的 

不是~般的商lk活해， 而作처 “社승良心” 休꽤的知i只界所追求的， 也E호 

i짖是f土승的 目 tffi , 而不{又↑又是媒介的 目林 ; 是大갔的公益 , 而不{又↑又是댄 

播媒介的쯤뽑效益。;t환뿌 “公共” 的思路， 是我1f]不표펀忽略的。 冊究{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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播的政治쓸뽑字字者E늪i젖핏注不 同千主流新쩔홉字派思想 的其他J2t持 , 而

되띔前大$敬企.ill!.t장i句↑生앉홉冊究不同。 我想、， 많要冊究媒介的쯤홉꽤律， 

又要重땐7土승的道德i平1fr， 用一채宏X찌的、 f딘史的、 能해的￥Q辯i正的편式 

낼行冊究 , j츠是{좋播政治갚j홉字的批判字者~1我11'1最重要的업示。 

3. 佳播冊究되政治2조훔字的뽑型 

在中 固 , 不能핸缺3:)(1媒介的:rtti￥。 事훗上 , 近年未 , 根刊上 , 춰籍 

中 , 5(1利 j따~Jz:i9J、 不f진責↑王的媒介j츠作 , i造責的뿜音 日 益P때亮。 但我感돼 , 

多救批댄是激情性的 ，7:.字式的 , 其中不중故作悔人之i홈的爛↑좁 , 理i상分 

析似有所不足。 其쫓， 某些媒介批呼， m能出手商.ill!.해租， 本身就是一잭 

市혀行껴。 

在此 , 我想、商車介찜一下佳播政治앉홈字的1îlf究思路。 要掌握↑슐播政 

治2조홉字的特펴， 首先要了解〕般政治갚홉字的知iP、。 政治갚i휴字主要有 

三↑大的分支: 담由主x_( 孤在也被~$j갱新2조홉字派 )、 콰克思主X 、 制

度字派。

팀 由主x_ ~p新|日古典( 或￥$~죽典 , classical )政治짚홉字。 最著名的古

典政治쯤임f字家除T .illZ.~. 斯密之外 , j조有一位是我1f1大家耳熟能洋的되 

치〈 結斯 ( Thomas 

Malthus )。 他뻐各自째重一↑方面。.illZ.띔 • 斯密主짧 “ 담愛” 며 “쫓人” , 

利己同e1利A 。 他在友表T 1759 的 《道德情操i승>> (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中批仔了商人的처富不仁， 井처工A的困境表示r 同情。 其

ÆH핸的古典政治갚淸字iJíL 包結되거지함斯， !P 由斯密的iL:I;졌倒退了。 他↑['J

是站在有휴者一j끄的 。 ↑깨如되치:蘇斯 , 他反5(1技救쳤困 的*土승ìt체 、 反)(1

똥 ff保|함和和乎 , 因;션행爭、 tJlJ훈、 候病和갱품{중都是~且止人口增-fX的 “ 담 

然” 手段。 他JÆ져允i쑤街道上펀水橫洗的做法辯:rP ， ì5t:ì츠是控制人口 , 使

j롤者生存的手段。 根握되치~~혼斯的)(!lL면， 政府不&ì갖控制病病的童延， J츠 

￥뿌控制只갚帝거ç-fX期的更大的痛苦 , 因껴￡限制的人口增-fX和資源消純승 

使7土승풋得更弱。 J츠些처資本辯tP的싫뽑字者i삶: “商.ill!.有一↑、 也只有

一↑잠승責任--使用E的資源和活링J삐造利뼈 , 只要암j훌守游X합밍째 , 

也就是핸，在￡散騙和元假造的公升、 g 由的竟춤限度內行해。"否째才 

是破쳐;性的。( 特녕l 담 Babe, pp.91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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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在新&조j휴字的 덤 由王5<.字VíH랜承T斯密的某些X파면 , 主빠담 由竟爭 , 

市혀的中心作用 , 反){;J표拉斯、 Z혼빠等影Q떼 입 由갚홉的南~얘又力 , 但他11'1

主5*排除了政治因素的갚홈中心主X 。 按照띠伯的i兌法， 新古典主X的갚 

훔字派有二大뼈活: 市혀、 技木及析器、 i콸化( 他用三↑ M 未表示--M

arket、 Machine 、 March oftime ) 0 ( Babe, pp.75-85 ) 

新쯤1휴字派的 담 由主X是퍼前西方的主流갚뿜思想。 新갚j휴字~l有凡 

1-重要的特克 : 一↑是冊究꽁者되좋者美종的↑人主X重心 ; 二是iλ;처市 

여是人的 엽 友本性的具#化 ; 三是市혀本身具有i댐和때突能力的和i뿜理i상 

。 主流行政字派的↑용播冊究핸承了 i츠些特/딴。 在山衣和휩佛的佳播減해랬 

性公式中 , 我{J']可以看到正짧字派的共同 J면 : 中心是↑人; 市혀( 佳播파 

程 ))Å一方덤해流向되一方; ){;J↑슐播的解釋是效果及反爛。 

政治2조淸字i人;처 , i조i휴政策的中心|可題是松力的分配( Babe, 

p.63 )。 信念、 知생、 뼈活、 “常iJ、” 、 意i只形짚等因素均在갚뽑架杓中 

起作用 。 因此 , 政治쯤홈字짜Mi조淸( 商illi.、 金醒的갚륨 ) 的理解딛M政 

治 ( iL.法、 管理的程序 ) 的分析짧合在一起。 王減g조j휴字mz的新古典2조홉 

字~lJ힘了分析的需要 , 去p~쯤南illi.딛때力、 g조뽑字되政治科字硬性地分劃升 

宋: 但j츠些思想被批判政治갚뿜字、 特別是곽克思主X者友物光大了。 

되克思主Xi人처 , 希望通j立~~쨌的 竟爭i친到公f ， 행i뽑是幻想。 ↑용gi 

픽克思主X的갚홉分析固짧Iilli.生fL方式、 生f뇨失중、 生fL ì깥料、 生츄奈 

件等制度因素j뭘行。 Jm代되克思主X者不再那4符生F模式具休化。 例如

阿多i若(Theodor

Adomo)不再符生F奈件本身짜처決定人11'1思想和意i只形짚的最重要因素 , 

而뿔向처 “文化Filli." 的分析。 他i人껴 , 文↑ιf'illi.是露재集댐敎몰芳해大 

fJC “有用” 쉐個째及딘l 블其思誰和感핸的手段。 在新곽克思主X那里， 大

fJc{좋播被땐껴靈*又敎↑t~口宣{용的工具 , 而新古典主X被꽤처服종手露板利 

益的字木意i只形겼S 。 lX 

可能因처처곽克思主X已갚 t~較熟悲的緣故， 在三大分支中 , 我처制 

度字1*最方注意。 制度字派也林 “制度和改良쯤홈字派" , :i츠↑字派延生 

子 20 世검前팀 , 是政治2조j흉字的重要一支。 t居띠伯( Babe, 

p.75 )iλ처 , 制度字派的배始人是휩伯↑상( Thorstein vcεb1en ， 1857-

1929 )和康n斯( J ohn R. Commons ) , 행承者中有股尼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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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字派符制度( 而非↑人 )置手分析的傳、 J띤。 按照휩伯↑상的定')(， 

制度是「홉減佳的f土승3↑섭或者思想그J慣 , 或利;思짧그]慣( habit of 

thought ) 。 “思推견慣” 是견慣化的헥存柳向和思想模式 , t~且成T各째 

文化的前提、 背景和基뻐 , iÀi9.和解繹也由此形成。 制度t조淸字i人;져 , 只

有制度才能解釋?土승的쫓↑E或者改良。 ￥P、累的풋化使得文化、 *土승和*조홉 

뿔型。 制度字?i批i￥ 담 由主X的市혀和i팝iξ , iÀ:처制度才是中心 , 而制度
是때突的和쫓化的 , 以此E別子古典主50式웹建立永桓不쫓的普遍法째的 

努力。 制度字?it브責옮곽克思主')(r~車的쉐랬分析，'Ë딛되克思主X的一 

1'"!K別是 ， iÀ처|싸吸內部的斗爭更甚手~fì'댔之!버的斗爭( 所i뿜制度때突 ) 

生活깅慣( habits of 

life , 或者째慣性行처 )좀生思짧}j J慣 , 思誰그J'I實可以利;之져 “ 常i只" 0 :ì츠 

빼常i只被쫓敬人在多敬8111갖不加批判地接受。 J찬매꽤;선 띔然 的 、 也까是긋E 

意iF、的、 甚至是下意i只的思誰견慣具有模鋼的、 不吉而R兪的빼向或者훔꿇， 

i환매뼈向或者宜치tlJ1 U是通ü~土승交往而特定化的。 在j츠里 , 制度字者不↑又

짧示了露~)Ufc生的方式， 而且指出了佳播在其中的重要↑生 -佳播샘造了 

*土승표境。 

按照{한播的 “ f不境" ~찌 J면， 좋者指出了兩↑基本|可題: 一↑是大샀媒 

介x1i告的佳播。 i告不↑X具有宣布所出舊商品的信息作用 , 而且是一채 

文化， 具有 “心理治行” 的빼奇效果。'Ë{足낼人↑fJ接受特定的生活方式、 

쉐↑頁#系 , 井影n附土승x1νì.↑宜xm念和行져模式的i平쉐。 然而 , 正如까多冊 

究所指出的 :i告宣쳐的쉐-↑宜X밍基本是不健康的 , 是反生活的。

링一↑是非「告的{좋播內容， 其中最重要的， 是新|휩造揮和界定 “頁

숱” 的作用。 一位著名的댐播字者指出: “흉숨是最碼有的資源。 就像i쑤 

多精有資源-햄， t是需要爭取的。 ..... "最基本的板力形式便是界定、 分

配和表f兄냥해資源的때力。 "X!K分 “훗|젠” 딛 “幻想” 、 “事훗” 딩 “虛

훌” 、 “可能” 되完全 “不획|젠” 、 “重要的” 和 “핸뽑的” 等等， 是媒

介的 “ 담然” 特때。 媒介常常당1 닿人↑fJ段置↑土승i)l..程和↑人目林。 

l趙看科字技木和信息rz:.ill!.的友展 , 西方友i츠固家已갚i콸λy-←-1'"新世 

검。 x1:i츠↑‘되工 .ill!. a1代大相往處的7土승， 人11'1씹予 r不同的名林 :ÉI .ill!. 

*土승、 信息81代或者信息얹홈、 全球村、 廠짧的 81代、 第三1'](浪湖和É~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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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主X等等。( Babe, 

p.9 )社승被秋처 “↑즙息쯤홉” , 正休꽤了新쯤淸字 “쯤홉至上” 的쩌J면。 

꽤在， 基本的2조홉|可題不再固짧看士地和Irf'='生， 而是集中手슐利秘、 

著作재、 商林、 i잦it:ì용行。 文{ι f'=' ill!. 1쌓了根紙、 期刊、 경맞志、 「播변땐之 

外 ， ff有新잉的Jl星、 有댔면짜、 J힌播풍像、 면if1.和rt! H퍼嚴 l쩌。 볕子佳播 

使末덤中心펴( 友j후固家 )的管理延뼈到固|젠和全球的웹固。 人美{좋播日 

益南品化， J용一步加剛了人딩人、 人되돼;境、 人날?土승的流南--昇化， 

i초些都是퍼代↑좋播E퓨究不能不考虎的|可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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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年又收λ本人的파文集 (( 1좋播핑樞)) , 由北京「播字院出版*土出版。

II 洋까L “ 商&r-播면찌辯i正" , <<佳播i상樞)) , 北京「播字院出版?土 , 1997 年版

起月 7技_tfi&r北京「播字院， 局考上出固留字冊究生， 在加拿大不列興哥{상tt.][ 
깝的西豪 .-m雷浮( Simon 
Fraser )大字缺得碩士和博士字位。 뼈先팀在美固加利福尼][까|촌地][哥加利福尼 

][ 大字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和西豪 • 뽑雷洋大字敎佳播政治짚뿜字方面的i果程， 꽤在E是小有名록的 
固야字者了。 

IV 洋凡 “新媒介딩政治쯤홉字" ((꽤代댈播 • 北京「播字院字뼈)) , 1999 年第 5 期
v 行政冊究 ( administrative 

research , 也有林管理冊究的 ):i츠↑i혀是由著名佳播字者拉;fL斯寶示德合成的。 他
i兌， :i효채冊究 “是켜某뼈公共或者私활↑生居的管理폐杓服종的” , “ 目的在手解
決→般屬手짚홈性屆的小|可題” 。 他林相反的冊究꺼批判冊究 , :ì츠빼冊究的特 J맨 



56 言論情꾸IH!rf究 38호 

是友展出 “처我↑f] s;f代폐아流行的各빼?土승超행的一빼理iG” , 강隱含看 “人美
基本的{fd홉찌” , 井以此仔야媒介 “핏야的或者期望的效果” 。 批判字者斯姜鉉

等具休團迷了며↑字派的王要分l맺 :1.造持的|可題。 前者追求e且g只tJL杓行껴的有效 
↑生 ;}5者追 l可 i한뿌行켜出f밍的合理性。 2.冊究方法。 前者系用新찢i正主X 、 行껴主 
X和↑人性的冊究方法 ; 듭者핑用fJj史性的唯物主X的方法。 3.冊究옮果的使用 , 
前者保ìJE不抗톰L現;J7ì:;}5者P乎煥根本的~)l:쫓。 후융덩| 담 Babe, pp.65-66 

i&端的{꺼j子 , 如 , 픽示뽑斯iÀ:져 , 양폼俊、 f，t困都是減少人口的天然껴、法 , }Á-~:i팩 
커~Ì:쟁x;f人美是有好~的。 因此政府不必처此系取惜施。 (Mosco， p. 
41)新쯤합字的→派也i人처 , j(;f~梁 , {핀깅￡者和受홈者同桂ff!有責↑王 : {료쌓者是因 
처핀梁 , 受害者是因처 自 己造揮就近居{主。 有-派新갚뿜향者때主5*將펀梁的채 
利市:I:pj↑ι和南>lJ!.↑ι ， 觸保企>lJ!.按正觸的{介格行使핀짧的재利。( Babe, 
pp.91~94 )냥些理끊量然有其 “흘理” 的成써， 但雅道追手大韓5*혀、 或者指望
統得抽J'pP되? 

V11 商>lJ!.化在不一定是一↑ “ 杯i리 " 0 '8是指→꽤갚홉方式 , 或者市혀파程 , 通常是
中性的。

Vl11 觸本人되j又城大字즙파情根冊究所朴承處敎授的재淡( 2001 年 4 月 13 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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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W. C없~ey， Communication as Culture: Essays on Media and Society. Boston 

Massachusetts, Unwin Hyman. 1989 , 후용덩 I i1:I Babe, p.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