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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r:H 일본어I 잉어서외 1l1I::I01롤훨 지{知)의 제보활 

요시마 순야(吉見俊짧) 

통경대학 사회정보연구소 

L 서 론 

지난 수섭 년 동안 일본 내에서의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술 연구는 

끊임없이 그 본류를 망각하고 있었다. 현재 일본 매스커뮤니케이션 학계는 그 

러한 주장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재고도 없이 현재적 

의미의 매스미디어학 분야는 1950년대의 미국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소개 

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주장에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저 

널리즘 및 매스미디어 학회의 기관지이자 이 분야의 주도적인 학술저널인 

Shinbungaku 머ôron(현 Masukomyunikêshon Kenkyû, 즉 매스커뮤니케이션 연 

구)이 기존의 논문들을 정리하거나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해 약 10년마다 한 번씩 발행하는 특별호들을 살펴보자. 

1981년 이 저널의 핵섬주제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 20년 : 전망과 회고” 

에 관한 것이었고 대부분의 기고자들은 일본 내 매스미디어 연구의 기원을 2 

차대전 직후의 미국 매스미디어 연구의 도입에서 찾고 있다. 또한 약 10년 뒤 

에 “일본내 매스커뮤니케이션 학의 계보학， 1951-1990"을 주제로 다룬 특별호 

에서도 많은 수의 기고자들은 1980년대 혹은 그 이후의 발전에만 초점을 맞 

추고 았으며 계보학을 이 학회가 건립된 1951년까지만 소급한 편집진들의 인 

식이 갖는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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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70년대 초반까지는 상황이 다소 다른 모습을 띠었다는 점을 주목 

허-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저널의 1972년 호에 다시 실린 “일본에서의 매 

스커뮤니케이션 연구: 회고와 전망”에 대한 섬포지엄에서의 에토 후미오(Etô 

Fumio)의 비평을 살펴보자. 에토는 일본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시초로서 

여겨져 온 1930년대의 하세가와 뇨제칸(Hasegawa Nyozekan)과 토사카 준 

(Tosaka Jun)의 저널리즘에 대한 견해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에토는 같은 시기에 미국과 일본 언론이 직변했던 사회적， 정치적 환경들 사 

이의 유사성 혹은 연관성에 주목했다{Etô et al. 1972: 126-128). 이는 엘본 내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 새로운 전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전후 매 

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 널리 받아틀여지던 통설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요청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딘 

것 같다. 오히려 지난 수십년 동안 일본 내 미디어 연구는 임관되게 그리고 

점증적으로 그들의 기원에 대해 망각해온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2. 학문분야로서 ’씬문학(Shinbungak바’왜 단생 

1950년대 초까지 일본 내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학문 분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저널리즘Gourna1ism)’의 번역어로 널리 사용되는 ‘shinbungaku’, 즉 

문자 그대로 ‘신문학’이라는 이름하에 포함되어 갔다. 그리고 ‘shinbungaku’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대였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shinbungaku’ 

라는 단어의 함축적 의미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명백해진 

다. 19세기 후반 이후 이 단어를 제목의 일부로서 포함하고 있는 많은 수의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이전에 출판된 이러한 책들 대부분 

은 신문 발행업이나 신문기자의 직업적 내용 그리고 기자 양성 등에 관해 설 

벙한 것들이었을 뿐 신문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객관화하고 신문에 대 

한 학문적， 지적 탐구의 체계를 세우는 시도는 아니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의 

시초로 여겨지는 마스모토 기미헤 01 (Matsumoto Kimihei)의 ‘신문학( Shinbungaku, 

1899)’은 본질적으로는 서구 신문발행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는 신문기자를 귀족， 성직지， 평민이라는 3대 계층과 함께 근대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제4의 종족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사람틀에 의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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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신문발행사업올 다루는 신문학(Shinbungaku)을 ‘새로운 현상을 수집， 편 

집， 평가하고 그 산물언 신문을 여러 지역에 배포하며 그리하여 일반 공중들 

로 하여금 선문을 구독하게끔 하는 효율적인 방법과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 

(science)’으로 규정하였다. 마스모토가 언식한 신문학은 신문기자들이 사용하 

기 위한 철저하게 섣용적인 학문이었지 신문과 관련된 현상의 역사적 사회적 

함의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 었다{Matsumoto， 1899). 

심지어 1910년대에도 이같은 사례가 많았다. 스기무라 본진칸(Sugimura 

Bo매ink없1)의 1915년 저작 『최신 신문지학(Saikin Shinbunshi-gaku)d]은 기본적으 

로 “어떤 기사가 보도될만한 가치가 있는가? 기자들은 어떻게 뉴스 기사를 위 

한 자료틀을 수집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터뷰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 

가?(Sugimura， 1915)" 같은 질문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었다. 적어도 이 시기까지 신문학은 신문기자를 위한 실용학문 그 이상의 의 

미를 지나지 못했다. 

그러나 1920년대 동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923년작 『신문과 사회문 

화의 건설(Shinbunshi to Shakai-bunka no Kensetu) d] 에서 후지와라 칸지(Fujiwara 

Ka배i)는 저널리즘이 연구되어온 세 가지의 관점을 구분하였다. 그 중 첫 번째 

는 신문 발행의 실무， 특히 신문기자 양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으로서 이라한 관점은 신문이 어떻게 ‘뉴스거리를 

수집하고 그들을 편집하며 그것을 신문으로 인쇄해내고 신문을 배포’해야 하 

는가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키는 것이었을 뿐 이러한 신문발행 실무가 “음식이 

나 물 혹은 공기와 같이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관점은 신문과 신문의 역사를 연구 

하고 매스미디어 발전과 관련하여 사회의 발전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와 신문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는 관점이다. 세 번째는 근대사회의 기본적 커뮤니케 

이션 수단으로서의 신문이 갖는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지와라 

는 이 중 세 변째 관점에 기초하여 “신문을 정신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서 규정하고 그 사회적 기능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실시 "(F내iwara， 1923)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문의 사회적 기능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후지와라만이 아니었다. 무네오 

마쓰지(Muneo Mars내i)의 1930년작 『신문학 개론(Shinbungaku Gairon)d]은 상당 

부분을 신문의 본질과 그것의 사회적 기능 그리고 선문의 역사적 발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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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절충적으로 1910년대 

까지의 통설로부터 벗어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책의 서두에서 무네 

오는 주로 기존의 기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온 신문학 연구가 “신문 발행의 설 

무에 너무 잘 정통해 있고， 그 접근법이나 내용에 있어 지나치리만큼 실용적 

인 경향이 있으며， 이론적 체계를 만틀기보다는 실용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기존의 신문학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실용 

적 지식을 단순히 모아놓는 것만으로는 하나의 독립적인 학문분야를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2권에 달하는 「저널리즘에 대 

한 종합 강좌시 리즈(Sôgô JâJ1때zumu Kôza)~ 가 이 시 기 에 발행되 기 시작했다. 

이러한 발전에 자극받아 토사차 준은 1930년대가 시작하자마자 일본 내에서 

저널리즘 딴구에 대한 관섬이 점증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일본에서의 신문은 공공 관심사가 되었으며 객관화된 논의의 문 

제가 되었다. 1931년 여름이래 수많은 비평저널들이 동시에 신문에 모습을 드라 

냈고 최근에는 신문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전문학교의 개교를 얄리는 신문광고들 

이 나타났다. 이는 신문이 상당한 정도로 공공영역의 문제이자 객관적 연구대상 

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학교 운영자들의 자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동 

시에 거의 모든 대학들이 대학선문과 학생들의 신문연구 동아리를 가지고 있으 

며， 이것이 적어도 단순히 강의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의 관섬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 어쨌든 신문이 최소한 현재의 지성들에게 있어서 

는 상당히 중요한 보편 관섬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Tosaka， 1966[pub1ished originaIly in 1934]: 105).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문에 대한 지적 태도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그 

시기에 미디어가 겪었던 물리적 변화와 갚이 연관되어 있다. 1920년대와 1930 

년대에 걸쳐 거대 발행부수를 가진 상업적 신문의 전국지로의 성장， 대중적 

정기 발행물의 발전， 전국에 걸친 극장의 성장， 라디오 방송의 성장과 레코드 

의 빠른 확산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미나미 히로시(Minami Hiroshi)와 그 

의 통료들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러일 전쟁시기에 싹 

트기 시작한 일본의 매스미디어 문화는 양대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초기까지 

그럭저럭 뿌리를 내렸다{Minami， 1965). 이 시기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자 

극받아 점차 커져 갔던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1920년대 들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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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한 ‘신문학’의 의미에서의 변화， 즉 신문산엽 내의 사람들에 실용적으 

로 사용되기 위한 지식체계라는 의미로부터 신문과 관련된 현상에 관한 지적 

탐구를 위한 방법체계라논 의미로의 변화에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없다 

그러나 담론이라는 것이 단순히 ‘현실(reality)’을 반영할 뿐 아니라 그 고유 

의 틀에 따라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 사회， 역사적 체계로서 기여하기도 한 

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연구되고 있는 이 시기 

에 신문연구에 있어서의 지적 시도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근대적인 지적 시 

도들이 모두 구조적 변천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대중사회로의 

변천과 함께 상업화되어 갔다는 사실이 이라한 지적 시도에서의 변화를 섣명 

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 

다. 양대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리고 거의 갑작스 

럽다 할 정도로 신문학이라는 분야가 사회과학의 새로운 지적 대상으로서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신문학 혹은 신문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적 

시도들을 둘랴싼 담론 공간에는 어떠한 종류의 간극과 모순， 충돌， 갈등들이 

내재해 있었는가? 

이라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의 매스미디어 연구의 몇몇 대표적 

담론들을 탐사하고 그러한 담론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패라다임이 어떻게 형 

성되었는지를 분석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3. 제도화에 대한 탐색 

이라한 탐색을 하기에 앞서 명섬해야 할 것은 1920, 30년대 신문학의 출현 

과정에서 초기국변에서의 동인은 대책이나 제도화된 학문영역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학과는 무관한 비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문산업과 협력하여 신문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실행한 최초의 시도는 나가시로 시즈오(Nagashiro Shizuo)의 ‘신문 연구원 

(Newspaper Reasearch Institute)’이었다. 1920년， 이러한 종류의 연구소로는 일본 

내 최초로 신문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뒤이어 이 연구소는 『신문과 신문기자 

(Shinbun oyobi Shinbun Kisha)d]나 『선문연구소원보(the Shinbun Kenkûjo-h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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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감(Ne띠can)c!을 포함한 일련의 정기간행물들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신문과 신문기자』는 신문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보도와 비평틀을 

담은 평론지였고， 『신문연구원보』는 신문산업계의 최선 소식을 보도한 소식지 

였으며， 『연감』은 관련된 해 동안의 신문산업에 대한 일반적 상황에 대한 개 

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야마모토 타케토시(Yamamoto Taketoshi)는 나가지로 

의 연구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신문에 관련된 전쟁 전의 연구들은 대학과 무관한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 

다. 일본 내에는 국립， 사립을 불문하고 매스커뮤니케이션이 혹은 그와 관련된 

주제를 강의하는 대학은 전무했다. 비록 학술저널들과 고급 일반 잡지들이 저명 

한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이 저술한 매스미매어 연구에 대한 글들을 종종 게재 

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글들은 늘 너무 난해하고 외국으로부터 새로 수입된 

이론들에 기초하여 쓰여진 것들이었다. 신문과 관련된 현상이나 사건들을 사실 

이나 그들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 다루었던 바학술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과 

문제들에 대해 보다 갚이 천착하였다(Yamamoto， 1986).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1920년대 중엽 요시노 사쿠조(Yoshino S때뼈)의 후 

원 하에 출범한 페 이 지 문화 연구 그룹(Me니 i Culture Study Group)’은 전술한 

바 있는 신문 연구를 위한 지적 시도의 출현과 분명히 관련이 있었다. 사실， 

일본 내 신문학의 ‘창섣자’ 중의 하나였던 오노 히데오(Ono Hideo)는 이 그룹 

의 회원이었으며 이 그룹의 기관지였던 『신구(新舊) 시대(Shinkyû Jidai)cl 에 

『외국의 신문들(Hiko no “Kaigai Shinbun" ni tsuite) c! 이나 『오사차 미가와리 신 

문(Osaka no Migawari Shinbun)c!, 11초기 메이지시대의 반동적 성향의 신문 

(Meiji Shoki no Handô S매sô no Shinbun)c!, 11자유주의적 정치소설(Jiyûshugi no 

Seiji Shôsets띠』 등을 포함하여 신문사(벚)에 대한 수많은 글들을 기고하였다. 

이러한 오노익 저작들 이외에도 이 기관지는 선문과 잡지 그리고 매스미디어 

의 문화적 역사를 살펴보는 수많은 글들을 섣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미야 

다케 가이코츠(Miyatake Gaüω업u)의 「메이지시대 검열된 출판물에 대한 사료 

(Meiji Hikka .. shi Shiryô)J 나 이 시 가와 이 와오(Ishigawa lwao)의 「메 이 지 초기 의 

성공기 책들에 대하여(Me낀 i Shonen no Ha매ôki-bon ni tsuite)J 그리고 노자키 

사분(Nozaki Sabun)의 「메 이 지 시 대 의 Kyôshi와 Kyôka(Meiji-nandai no Kyôshi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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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ôka, Chinese-style Comic Poems and Satirical Tanka Poems of the M배i Era)J 

등이 그것이다. 

다소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오노에 의해 1929년 동경제국대학에 설립된 

‘신문연구소(the Newspaper Research Office)’는 부분적으로 주로 비학술 연구자 

들이 수행했던 1920, 30년대 신문학의 발전의 부산물이었다. 시실 오노가 처 

음부터 학문적 업적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그는 극작가가 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독일 연극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그는 유명한 

언론언이자 작가였던 구로이와 류이코(Kuroiwa Ruikô)가 운영했던 동경 중섬 

의 일간지 『요로주초호(Y orozuchôhô ) d]에서 기자로 근무했다. 그는 후에 『동경 

니치니히 신문(Tokyo Nchinihi Shinbun)d]으로 옮겼으며， 전문 언론인으로서의 

그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켰다. 대형 신문기업틀이 접접 더 상업적 이익에 

볼두해 가는 것에 대해 회의가 커져 간 오노가 저널리즘을 객관적으로 연구 

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정한 것은 1차대전이 끝난 후였다. 오노의 

연구활동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것은 그의 1922년 저작 『일본 신문의 발전 

사(Nihon Shinbun Hattatsu-shi)d]였다. 그것은 신문의 역사를 다룬 일본 내 최초 

의 완성도 있는 연구였다 그러나 전직 기자로서의 그의 경험과 감수성이 그 

의 저작 안에 여전히 상당히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동경제국대학에 ‘신문연구소’가 설립된 또 다른 배경이 있었다. 서구 

의 저널리즘 연구소 건립 붐에 자극 받아 오노의 중재를 거쳐 연구소가 설립 

된 것이었다. 심지어 동경제국대학 내 연구시설의 설립자 되기 이전부터 오노 

는 서구의 이라한 붐에 갚은 관섬을 가졌다. 미쓰비시 자키바쓰(Mitsubishi 

zaib따S띠의 경영자였던 이사오}키 (Isawaki) 가에서 제공한 연구 보조금으로 그는 

1923년 여름부터 1년간 독일， 영국， 미국을 포함한 서구 제국틀을 여행하며 

수많은 저널리즘 학자들을 만나고 새로 건립된 연구소들을 방문했다. 

서구로 여행을 떠나기 전 오노는 서구의 신문학 연구 현황을 개괄하는 조 

사보고서를 「신문 일반 조사(Shinbun Sôran, A General Slπvey of Newspapers)J 

1923년판에 기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 오노는 독일에서 신문에 대한 

학술연구는 1차 세계대전 기간에 걸쳐 매우 크게 발전했으며 스위스에서는 

대학이 독일식의 신문 연구와 미국식의 언론인 교육을 결합하며 이들 대학은 

“전문 언론인 양성과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미래의 지식인들에게 신문의 의미 

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신문에 나타난 의견틀을 비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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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틀로 하여금 정치학， 경제학， 문학을 전공하도 

록 하고 있다 "(Ono, 1923 : 27-31)고 강조했다 

서구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오노는 1925년 ‘유럽과 미국 대학에서의 저널리즘 

연구를 위한 연구소와 일본 내에 유사한 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한 나의 제안 

(Institutes for Stuidy of Journalism at European and American Universities, and 

My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Similar Research Institutes in Japan)’이 라는 

제안서를 「산문 일반 조사{Shinbun Sôran)J 에 기고했다. 분명히 이 제안서에서 

오노는 처음으로 신문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려는 그의 계획을 공표하 

였다. 이 제만서에서 오노는 1년간의 해외여행 동안 그가 직점 관찰한 것들에 

기초하여 독일과 미국에서의 신문 연구 현황을 자세히 섣멍하고 일본의 대학 

내에 유사한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2년 후， 산업계 지도자들의 후원으로 오노는 동경제국대학 내에 산업계의 

후원을 받는 신문학 연구 교수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 

것이 구체화되기 바로 직전에 인문학부의 교수회의에서 ‘학문분야로서의 신문 

학의 속성’이 제국대학 내에 교수직을 만들어내기 위한 근거로서 부적절하다 

는 표면적 이유로 이 계획을 거부하였다. 교수회의는 “대학에서의 신문에 관 

한 연구는 근본적으로 순수이론 연구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기자의 양성 

이나 신문경영은 부수적인 문제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지적 지도 

의 19세기의 지적 시도에 초접을 맞추었던 당시 대학의 학술적 분위기는 신 

문학의 지적 시도듬이 가지는 설용성을 수용하지 못했다. 

결국， 새로운 교수직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오노가 인 

문학부와 관련이 없는 무임연구자의 자격으로 그 실제적인 운영의 책임을 맡 

은 ‘신문연구소’가 1929년 제국대학 캠퍼스 안에 문을 열게 되었다. 일본대학 

내 최초의 신문학 연구기관의 설립자였던 오노가 1938년 53세의 나이로 마침 

내 전임강사로 승진할 때까지 무엄연구자라는 불확실한 지위에 만족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30년대는 신문학의 제도화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오노 히데오는 당시의 대학 학 

풍 속에서 변방의 위치에 갇힌 채로 머물러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 내 

신문학의 탄생을 둘러싼 이 굴곡된 상황은 어느 정도 1920년대 그리고 그 이 

후의 오노의 활약과 뒤에 논의될 코야마 에이조(Koyama Eizô)의 역할을 설명 

해줄수있품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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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한편으로는 신문 

학이 당시의 새로운 지적 조류로서 관심의 중섬에 있었다. 1920년대 초， 비평 

지들이 하나둘씩 신문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고， 대학 신문 혹은 학생틀의 신 

문학회들이 여러 대학들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그리하여 신문은 ‘단순한 

강의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오노가 자원강 

사로써 그리고 신문학 교수직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1926년초 동경 

제국대학에서 강의한 ‘신문의 비교역사학(the Comparative History of Newspaper)’ 

은 매년 거의 80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강의였다. 신문학에서의 

‘붐’이라고 불릴지도 모를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는 세속적인 혹은 비학술 

적인 지적 시도의 확산， 그 한 부분으로서 발생한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신문학이 순수한 학문분야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1930년대 한번， 오노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의 하나로 ‘신문연구소’를 

‘저널리즘연구소(Institute of Joumalism)’로 재조직하기 위한 안건이 인문학부 

내에서 토다 데이조(Toda Teizô)와 다른 몇몇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적이 았 

다. 이 안건 역시 인문학부 교수회의에서 부결되었다. 그리하여 섬지어 1920 

년대 말까지도 신문학은 계속해서 대학 내에서 행해지는 학문분야의 하나로 

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메이지시대 이후 역사학과 문학， 미학과 같은 몇몇 

성전화된 학문분야들로 조직되어온 대학의 권위적인 지적 시도의 체계는 여 

전히 공고하였고 신문학과 같은 신종 학문은 변경화되도록 운명지어진 채 남 

아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그 겉모습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사설， 기존 

의 학문세계 그 자체 내에서 추구되어온 순수한 지적 시도들 역시 막대한 변 

화를 겪고 있었다. 자연과학과 공학분야에서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분야보다 

훨씬 앞선 국가의 산업정책이 대학에서의 학술 연구와 밀접하게 제휴하게 된 

1차대전 직후부터 이러한 변화블 느끼기 시작했었다. 접점 더 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정부의 산업 및 기술정책을 계획하는 데 갚숙이 관여하면서 학계 

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 입안을 하게 되었다 정부와 학계간의 연대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수의 연구소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설립되었다. 동경제국대학에는 1921년에는 항공기술연구소(the 

Research Institute of Aeronautical Engineering)가 설립되었고， 1925년에는 ‘지진 

연구소(the Earthquake Research Institute)’가 설립되었다. 1927년에는 과학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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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동원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담당하기 위해 정부의 한 부분에 ‘내각 자 

원위원회(the Cabinet Resources Bureau)’가 설립되었다. 뒤이어 1930년대 후반부 

가 시작될 무렵 일본과 중국간의 지속된 전쟁을 배경으로 지적 자원의 동원 

은 모든 분야의 지적 시도들로 확대되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문학 분야에서는 ‘인문학 연구소(the Institute for Research 

in Humanities)’가 1939년 교토대학에 설립되었고， 같은 해 ‘인구문제연구소(the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가 보건복지부 내에 설립되었으며 ‘동아시아 

문화연구소(the Research Institute of East-Asian Culture, 현 동양문화연구소(the 

Institute of Oriental CUltlπe))’가 1941년 동경제국대학에 설립되었다. 현실세계 

의 사회적 문제들에 접근하고 기존 학문분야의 전통적 경계를 초월하여 정책 

안을 제안했던 이들 그리고 이밖의 새로운 연구소들은 지식 자원의 총동원을 

위한 새로운 체계의 일부로써 시작되었고 팽창되어 갔다 

오노 역시 이러한 발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937년 그는 새로 

섣립된 “‘내각정보부(the Cabinet Information Department)’의 시간제 연구원이 되 

었다. 그의 업무는 ‘주간 세미나에 참가하고 이달리아와 독일의 언론 규제에 

대한 자료를 구입하고 번역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이에 

그 역시 정보부에 의해 지원되는 ‘사상전’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 

다"(Ono， 1971 :262). 위에 언급된 이탈리아와 독일의 언론규제에 대한 자료들 

을 번역은 정보부의 ‘정보와 선전에 관한 연구 자료(Jôhô Senden Kenkyú 

Shiryô)’에 인쇄되었다. 사토 타쿠미(S따ô Takumi)는 이러한 번역이 ‘총력전’과 

‘사상전’을 위한 독일 나치의 정책을 배우고 소개하려는 내각 정보부의 노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S뼈， 1995). 정보부가 ‘내각 정보 

위원회(the Cabinet Infonnation Bureau)’로 재편되었을 때， 오노는 계속해서 새 

조직의 시간제 연구원으로서 임명되었다. 더욱이 1943년 초 오노는 ‘모든 언론 

이 규제받고 있어서 여론의 동향을 느낄 수 없게 됨에 따라 여론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여론의 변화에 대해 물어보고자 했던 도조(T에ô) 수상 

의 욕구(Ono， 1971: 27-31)’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된 ‘내각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abinet)’의 일원으로 엠명되었다. 

이는 1930년대 신문학을 하나의 새로운 지적 연구대상으로 확립하고자 하 

였던 오노와 다른 선각자를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황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신문학을 포함하여 근대사회의 실제적 문제에 관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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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던 새로운 지적 시도틀이 대학에 기반한 당대의 학술세계에 의해 변 

경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지적 자원을 동원하려 했던 정부 주도의 캠페인 

속에서 가장 열렬히 추구되었던 것은 바로 실재적이고 곧장 적용이 가능한 

이들 분야였다. 신문학， 선전 연구 그리고 여론 조사에서의 지적인 시도들이 

당시의 ‘총력전’에 유용하였고 그러한 점 때문에 항상 국가주도의 정책 과정에 

통합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팽팽한 긴장 가운데 오노는 신 

문학을 대학 본위의 학술세계 내에 하나의 분파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바 

로 후자(정부)의 영향력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4. 경험주의와 구성주의 

1 ，2차 대전 사이의 신문학은 3가지 사회적 힘， 즉 @ 대학 밖에서 민중의 배 

움에 대한 추구의 팽창，(2) 대학을 기반으로 한 학문세계의 폐쇄성，@ 국가의 

눈앞에 닥친 전면전에 대비한 지적 자원의 동원이 서로 다층적으로 얽히는 

구조적 컨텍스트 아래 놓여 았다. 게다가， 그 시대 신문연구 영역에서 선언된 

담화의 내용을 볼 때， 신문연구가 지적 연구의 일관된 시스템 안으로 통합되 

기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신문연구는 개별적으로는 서로 상충되는 각각 다른 

패러다임틀이 조합되어 있는 특정을 지녔다. 

그 패러다임의 한쪽 끝에 서 있는 것은 오노의 저널리즘에 관한 담론인데， 

이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국가주의에 기반한 경험주의적 담론이며， 그 특징은 

신문에 관한 역사적 접근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1922년 처음 출판된 F엘본 

신문발달사-(Nihon Shinbun Hattatsu-shi)d]에서 오노는 한 국가에서의 신문발달은 

그 국가 문화적 특징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노는 “신문의 

생성과 발달이， 지리적으로는 관련지역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또 역사적으 

로는 그 시대의 문화와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왜 서구의 신문이 

각 국가별로 독특하게 발달하였으며， 왜 그 신문틀이 독특한 지역적 특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찰 셜명해준다. 일본에서도 신문이 일본의 문화와 조 

화를 이루면서 생성과 발달했다는 점에서 서구와 전혀 다르지 않rt(One 1922: 

1). 즉， 오노는 신문연구가 각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해 주는 문화연구의 

한 형태로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그의 학문활동 내내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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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1952년 『신문학 개론』 의 ‘창간사{Message for the Inaugural 

Issue)’에서 오노는， “우리는 가능한 한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존하지 않 

은 채 일본꾀 현실에 대한 연구블 해야 한다. 일본 현실에 대한 연구를 축적 

하는 것은 띈본의 신문학을 하는 학생들의 주요 임무임”을 역섣한다. 

일본 신문의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오노의 주장은 사설， 서구의 시각을 

강하게 내재화한 그의 사고방식에 기초한다. 그가 신문의 역사 연구를 하면서， 

함께 수행했던 가와라반(Kawaraban) 도쿠가와 시절에 나무나 타일에 인쇄되 

었던 소식지-에 관한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서양 신문사를 연구하는 과정 

에서， 그는 독일에서 15세기 후반에 유포되기 시작하였던 “Flugblatt"라고 불리 

는 한 페이지짜리 목판인쇄본(block print)이 일본의 가와라반과 매우 유사함을 

밝혀냈으며， 또한 “broadsides"라고 불리는 유사한 발행물이 영국에서도 존재했 

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독일의 “Flugblatt"와 영국의 “broadsides"을 

발견함으로써 그는 그것들에 상응하는 일본의 것(Kawaraban)을 찾아낼 수 있 

었다고 그는 고백한다. 그는 가와라반을 수집하고 『가와라반에 관한 이야기 

(Kawaraban Monogatari, 1970)d]를 저술하였다. 오노는 일본을 제외한 동양 어디 

에서도， 특히 일본 문화에 영향력의 근원이었던 중국에서조차도， 가와라반과 

같은 연속적인 뉴스출판물이 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한다. 그러나 오노 

는 가와라반이 동양에서 유일한 일본의 문화적 재산이었음에 반해，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뉴스출판불이 일본보다 훨씬 일찍， 더 큰 규모로 

발행되었음을 이야기한다{Ono， 1970: 3-5). 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노는 

권위적 준거를 ‘서양’에서 찾는다.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얼 

본 외의 나머지 동양에 대한 일본의 ‘특별성’과 ‘우윌성’을 확증하기 위해 오노 

는 이렇게 서양에 의존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노와 같이 동경제국대학 신문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 

면서도 오노의 관점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신문연구를 보는 학자가 코야마 에 

이조(Koyama Eizo)였다. 코야마는 오노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 최초의 연구원 

으로서 그의 학문활동을 시작한다. 10년 이상 연구소에서 임하고 ‘신문학’괴

같은 책들을 출판한 후， 코야마는 1938년 릿표(Rikky이대학의 교수가 된다. 동 

시에， 코야마-는 전시에 지적 자원을 동원하는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그는 1939년 보건후생국의 인구문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임명되고 

1942년에 시작된 내각 입안위원회(Cabinet Planning Board)의 연구 임원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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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는 동시에， 또한 교육부의 연구원이 된다. 

코야마의 신문연구에 대한 인식은 오노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 

임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코야마는 신문연구는 역사의 편집， 기술적 과정에 

대한 연구， 신문기업의 경제적 영향， 통계적 자료의 편집과 같은 것에만 한정 

해서는 안 되고， 사회학과 심리학， 특히 대중심리학의 연구 방볍론을 동원해 

야 한다고 함으로써， 그는 그와 오노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신문 독자가 지역 

적으로 완전히 분산되어 서로 상호작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틀이 우리에게 집합적 집단， 혹은 사회로서의 이미지를 주는 이유는 적어도 

‘신문독자’라는 개념은 그들이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를 구성하고 있거나 혹은 

구성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코야마는 보고 

있다. 따라서， 코야마는 공중이나 여론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형태를 분명히 

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가 신문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지적한다{Koyama， 

1935: 224-226). 오노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코야마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신문연구는 사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그리고 그러함으로써 사물 

이 도달해야 할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 

로 몇몇의 신문연구자틀에게 의해 시도되고 있는 신문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는 신문의 사회학이며 따라서 신문연구로 간주될 수 없다. "(Ono, 1947:6) 

즉，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도출되는 신문의 ‘본질적 본성( essential 

nature바e 

로 매스미디어로 보고， 초점을 대중심리학， 혹은 독자들의 공동체( community) 

에 의해 구성되는 여론에 맞추었다. 실제로， 코야마는 ‘신문’이라는 용어를 뉴 

스를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미디어에 사용하며， 또 ‘대화， 편지， 공식문서， 포 

스터， “Flugblatt" , 신문， 잡지， 달력， 책， 영화， 그리고 라디오’와 같이 신문을 구 

성하는 원판(archeηpal cells)까지 모두 신문이라는 용어에 포함시컴으로써 신 

문을 매우 넓은 범위에 결쳐 사용한다. 코야마는 “신문이 그것의 사회적 기능 

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면， 뉴스를 운반하는 그 어떠한 물체라도 그것이 신문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역시 신문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그 

것이 라디오든 영화든 글자가 찍혀진 종이든 상관없이 …그 유통매체가 전파 

든 영화든 상관없이， 이 모든 물체들은 신문의 필수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 

으며， 그들은 뉴스를 공개적이고 공공적으로 알린다는 접에서 신문과 공통점 

을 가지고 았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코야마는 미디어가 일반적으로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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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의 마음에 형성시키는 접합적 의식에 관섬을 두며 논의를 시작한다. 

신문은 본질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는 그의 

기본적 인식과 함께， 코야마는 철저한 ‘주관적 구성주의(su이ective constructionism)’ 

관점에서 미디어와 대중섬리학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는 현대에 모든 사건 

은 신문에 띄해 기록될 때만이 사실로 규정되고 기억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는 우리는 “직관적으로 뉴스에 의해 보고되는 사실들 

을 진실한 것으로 사고한다. 우리는 신문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보고된 사설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 

는 자(척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된 사설들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핵심올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연간 의식에 있어서의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현재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있는 것들만을 선택한， 언간에 의한 연합의 

표상， 해석， 관계적 의식으로부터 기언한 의미들에 관한 의식이라는 것이다. 따 

라서 그것은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는 현상계는 우 

리에게 의해서 해석된 세계이며， 그 내용은 우리에 의해서 경험되어지고 지각되 

어진다. 이미 신문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뉴스가 오직 이미지로서의 개념 혹은 

특정 사설에 대한 재구성된 이미지의 개념으로만 제시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진실이 아 

니라 허구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의식 밖에 존재하는 설제의 존재는 허구가 

되고， 우리의 의식 내에 존재하는 허구는 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사 

실들은 신문에 의해 보도됨으로써만 우리의 의식 속에 인지된다. 따라서 신문에 

의해 묘사뇌는 세계가 우라에게 있어서 진실이 되고， 대신 신문에 의해 언급되 

지 않는 설재는 허구가 된다(Koyama， 1935: 5-6). 

이러한 관찰과 함께， 코야마는 진실과 허구의 구분을 180도 전환시킨다. 사 

회적 진실은 집합적 의식 내에서만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코야마는 실재와 허구를 구별하는 사회적 힘을 일방적으로 신문의 매스 

미디어 효과 탓으로 돌린다. 코야마에 따르면， 사회적 사실에 대한 지각이 진 

설이냐 거짓이냐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은 신문이나 미디어라고 한다. 

코야마는 나아가 이러한 이해를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신문은 뉴스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미디어론적 지(知)의 계보학 47 

를 보도하고 사회를 반영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권력의 중섬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진설’을 

창조하는 신문의 ‘마술적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는 신문을 

‘동화와 정복을 위한 날카로운 무기’로， 또 ‘주관성의 객관화’ 수단， 즉 특정 목 

적을 위해 지식의 체계와 권력에 대한 의지를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이용 

한다. 그는， “결론적으로 신문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 숭고한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개인들의 의식의 내용을 통제함으로써 많은 권력을 통제 

하고 통합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문의 사회적 통 

합기능은 과도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 사실， 코야마는 신문의 본질적 기 

능이 사회의 이질적인 생각들을 통합하고 동질화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 

는 사회 내부가 노동과 계층관계의 분화에 따라 이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내적 분화(intema1 띠fferenti따ion)’라고 칭하고 한 사회가 다른 사회와의 정복， 

이민， 혹은 정치적 통합에 의해 이질적인 구성원을 흡수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외적 분화(extema1 differenti없io띠’라고 칭한다. 설제 사회에서， 내적/외적 분화 

는 많은 층위에서 드러나며， 사람들의 의식은 필연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그 

라한 사회에서， 신문은 ‘개인적 사회관계로 특징지어지는 ‘게젤샤프트’에서 ‘게 

마인샤프트’를 묶어주는 공유된 의식을 불어넣는 도구’로 작용한다(Koyama， 

1935:7) 

코야마의 신문의 통합기능에 대한 강조는 몇 년 후에 발행된 선전에 대한 

그의 논문에서 더욱 멍백해진다. 1937년에 발행된 그의 『선전기술론(Senden 

G너utsu-ron)ol 에서 코야마는 “다수결의 원리와 집합주의에 기초한 현대의 사회 

정신은 특정 목적으로 집중되고， 선전에 의해 대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다.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널리 퍼뜨리는 데， 선전이 이질적인 생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한 사회의 여론에 통일성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현 사회 

의) 개인들이 서로 의견이 상당히 다르고， 공간의 팽창으로 인해 서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선전이 제대로 작용하는 한， 이라한 개인 

들은 서로 크기가 비슷한 대중이라는 집합적 면모를 가지고 시공간을 넘어서 

통일될 것이다"(Koyama， 1937:5-7). 1942년 『전시선전론(S빼i Senden-ron)ol 이라 

는 그의 책에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익 추구형 생활방식의 옹호자 

로서 과거 자유주의의 망령을 비난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적으 

로 일관된 강력하고 명료한 의견으로 국가의 여론을 하나로 묶기 위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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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며 ‘정치도구로서의 션전’은 이것 

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을 말했다{Koyama， 1942:3-4). 

선전에 관한 그의 논의는， 그가 신문을 통해 여론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 

던 몇 년 전의 그의 논의의 확장임이 분벙하다. 코야마에 따르면， 선전에 있 

어서의 진실은， “현실이나 사물의 논리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일단 이러한 목적이 수행 

되고 나면 양섬의 가책 없이 버릴 수 있다"(Koyama， 1937: 138-147). 여기에서 

신문과 선전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 선전은 허위 요소를 포함하고 있 

고， 일단 이 허위가 알려지면 이 선전은 효과를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선 

전은 뉴스처럼 자신이 사실임을 주장하게 되며， 그리고 선전의 수용자들에게， 

선전은 뉴스와 같이 보인다. 그러므로 “뉴스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선전의 진 

섣성은， 그것이 주장하는 사실의 진설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효율 

성에 의존힌다" 

코야마가 신문연구를 신문과 신문기자 정신의 발생과 쇠퇴를 대중심리와 

관련된 과학으로서 재구성하려고 했던 시도가 오노 히데오에 의해 주창되었 

던 완고한 경험주의를 초월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야마의 신문연구는 선문이나 뉴스 스토리 자 

체가， 통제와 저항， 차별과 배저11， 루머의 유포와 보도된 것에 대한 대안적 해 

석들과 같은 다양한 힘들이 서로 격렬히 충돌하는 역동적 갈등의 장 내에 존 

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어떠한 통찰력도 갖지 못했다. 확실히 코야마가 지적한 

것， 즉 우리가 우리의 집단적 의식에 의해 표상된 것의 바깥에 존재하는 본질 

적 ‘진실’에 대해서 사고할 수 없다는 점은 옳다. 그러나 이러한 사설은， 그러 

한 진실올 생산하는 힘을 오로지 신문에게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또한 선문에 의해 보도되지 않는 것을 시각 밖으로 멸어내는 것 역시 

정당화시켜 주지 않는다. 신문에 의한 사회적 사실의 형성과정은 정치학의 제 

한 내에 존재하는 요소들， 예를 들어 끊임없는 불화， 통제， 저항 그리고 중재 

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 시질을 정확히 아는 것이， 왜 1930년대 동안 신문 

과 여론이 많은 지식인들의 관섬을 끌었는지를 대탑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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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안적 내러티보률 위한 미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저널리즘 연구에 관 

련된 지식은 오노 허데오의 경험주의와 코야마 아이조의 구성주의를 양극단 

으로 하는 스펙트럼을 확장시키지 못했다. 전쟁 중에 선문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 즉 오노의 신문사 연구와 분명히 다르고 코야마의 선전 연구와도 미묘 

히 다른 새로운 캡근방식이 등장했다. 제3의 관점은 신문의 다층적인 투쟁과 

태생적 모순， 혹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정치학에 관섬을 기울였다. 

1930년대의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던 활발한 사상가 중에 하 

세가와 노제칸과 토사차 준이 있다. ‘다음(多音)적 차원(polyphonic dimension)’ 

또는 수용자 수용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사상가 시미즈 이케타로 

(Shimizu Iketaro)의 근거 없는 루머 에 관한 논문 또한 중요하다. 하지 만 이 장 

에서 나는 하세가와에 의해 제시된 신문에 관한 이론， 특히 그와 오뇨j고야마 

의 논의의 차이점을 뚜렷이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까지 발행된 하세가와의 신문에 대한 논 

의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주아 저널리즘에 관한 그의 1930년 에세이이다. 하세 

가와는 신문이 ‘대화적 의식(dialogic consciousness)’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말로 이 에세이를 시작한다. 그는 ‘사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을 제공받는 사람들 간의’ 혹은 특정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틀간의 갈등( conflict)과 적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갈등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하세가와는 선문이 묘사하는 사실은 집단간 적대 

관계에서 반대자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신문은 사실을 절대 ‘객관적’으 

로 지각할 수 없고， 그 자신의 위치에 따라 인지적 태도와 표현 방법을 변화 

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신문의 본질로 발견한다(Hasegawa， 1933: 1-34). B 

라는 신문에 의해 보도된 A라는 정당에 관련된 뉴스 이야기가 A정당 사람들 

이 이해하는 사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는 신문이 항상 ‘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 

야 하며， 누가 어떠한 입장에서 ‘타자들’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해 

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신문은 선문의 독립 이전에 영국 식민지 지배에 

맞선 힘과 발맞추어 발생했고 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신문 역시 전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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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간에 쇼군의 가신들이었던 지식인들에 의해 하나둘씩 발행되기 시작했다. 

근대 신문의 발전은 자본주의와 인쇄기술의 결과로서만 발전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순과 적대관계의 증가 역시 신문발달에 일조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것은 오노의 경험주의와 코야마의 구성주의와는 또 다 

른， 신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다. 선문의 본질이 문화적 전통일 뿐이라고까 

지 신문의 본질을 축소시키거나 혹은 사실을 구성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사 

용되는 수단으로서 신문을 보는 것 대신에， 하세가와는 신문을 사회적 적대와 

분쟁， 통제와 저항， 불평등한 권력간의 투쟁 가운데서 형성된 것으로 간주한 

다. 그러나 자본주의자들에 의한 신문의 상품화를 통해， 신문은 나아가 ‘불편 

부당성과 중립성’의 원리를 떠받침으로써 사회에 존재하는 반대그룹의 의식을 

바꾸거나 혹은 그러한 의식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이 불편부딩 

성과 중립성을 통해 신문기자들이 뉴스 이야기나 의견에 어떤 특정 색깔을 

드러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신문틀을 살인이나 상해， 부도덕한 행위 

와 같은 경우 ‘반사회’ 세력에 대해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대중섬리에 호소 

하며 대부분 사람들이 포섭될만한 어떤 허구의 집단의식을 만들어낸다. 이러 

한 관찰과 함께， 하세가와는 신문의 상업화로 인해 그들 독자의 집단의식에 

급진적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한다 

하세가와는 나아가 “신문은 문학의 형태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며， 문학 

의 형태로 간주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신문을 일종의 문학으로서 보는 논지 

로 발전한다. 그는 신문에 등장하는 문학작품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 자체를 모두 문학의 형태로 간주할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선문문학 

(shinbun bungaku)’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듬어， 하 

세가와는 ‘“대 i shui Monogatar‘i’, ‘Ko대aku Monogatari’와 ‘Azuma Kag뼈’와 같은 

역사 속의 일본 고전이나 오래된 이야기틀이 비록 근대에 등장한 뉴스미디어 

로서의 신문과 질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편년체적(시간순에 따른)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며 이 논의를 진 

행시킨다. 여기에서 하세가와는 ‘문학’을 ‘신문’으로 축소시키는 것도， ‘신문’을 

‘문학’에 축소시키는 것도 아니다. 대신 그는 ‘신문의식(shinbun ishiki)’이라는 

용어를 ‘문학’으로서 신문의 독특한 특성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시 말 

해， “신문을 문학의 형태로 간주하는 것은 ‘정치， 경제， 학문， 문학 등과 같은 

모든 사회현상을 ‘문학’으로서 신문의식을 통해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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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학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의미이다" 그는 이러한 신문의식을 역사를 인 

식하는 형태로 특정짓는다. “현재 역사를 인식하는 의식의 종류 측면에서 신 

문은 일반적 역사와 다르지만， 그 차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신문은 현재 

진행중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인들의 인식인 반 

면， 역사는 과거에 완료된 역사과정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 이다" (Hesegawa, 

1933:8-9). 

‘사실’ 역시 ‘의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문은 단순히 사실들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각 태도의 바탕 위에서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신문이 특 

정 배열로 사실을 이해하는 이유는…그것이 역사과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 

회적/정치적 변동에 동력을 섣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신문에게 있 

어서， ‘논조’와 ‘의견’은 ‘운동’이다. 사섣들의 역사는 신문에게 있어서 사회적/정 

치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지적 확신의 힘이 된다 ... 이러한 점에서 r신문문학」 

은 역사의 분류 안에 속해야 한다. 역사가 특정시점에서 객관적 사실들을 지각 

하는 행위라고 규정될 때， 신문은 역사 그 자체임에 틀림없다. 혹은 아니면， 최 

소한 역사와 무엇인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발언으로부터， 신문을 문학의 한 형태로 보는 그의 신문개념 이해가 

일관성 있음을 딸 수 있다. 저널리즘이 반대세력 의식을 재정향(reorienting)시 

키고 역사흐름에 능동적으로 간섭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그의 인식을 고 

수하면서， 그는 ‘객관적 사실의 보도’를 옹호하는 나이브한 경험주의 이데올로 

기적 정향을 폭로하는 한편， 모든 사건의 사실성을 기능주의적 구성주의의 관 

점으로 환원시키는 위험도 피한다. 그가 그의 신문에 대한 인식과 연결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당면해 있는 상황을 간섭(interference)하는 것에 대한 

서사(naη없ive)로서 문학과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그가 신문에 대한 급진적 이론을 발전시킨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가 그가 맑시즘과의 접촉을 가장 활발히 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그 

의 맑시스트와 좌파틀과의 접촉은 그가 오야마 이쿠오(Oyama Ikuo)와 다른 좌 

파적 학자들과 함께 『우리(Warer떠』라는 저널을 발간한 1919년， 혹은 1920년의 

모리토(Morito) 사건 모리토 타쓰오(Mor때 Ta엄U이라는 당시 동경제국대학 

경제학과 부교수가 「교수협회보」 에 크로포트킨(Kropotkin)과 러 시 아 무정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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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관한 논문을 실음으로써 공공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으로 기소되어 유 

죄를 선고받고 대학으로부터 해임되고， 그의 동료이자 협회보의 편집장이었던 

부교수 오우치 히오에(Ouchi Hyoe) 역시 해임된 사건 • 부터 시작되어서， 그 

는 모리토와 오우치를 공개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32년에 ‘유물 

론 연구회(Yuibutso-ron Kenkyukai)’를 시작하며 그는 그 지지자틀로 구성된 모 

임을 이끌어 나갔다 따라서 하세가와의 신문이론의 진보성에는 당대의 지적 

분위기가 함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전쟁 전후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앞서의 단락틀은 신문학의 지형을 그 생성시기인 1920년대와 30년대에 있 

어서의 핵심인물들 중 3인에 초점을 맞추어 재검토하고 있다. (1) 그 첫째는 

오노 히데오로서， 국수주의에 기초한 제국주의의 관점을 지지하면서 선문학을 

대학이 기반이 되는 학문적 영역을 구성하는 전문적이고 지성적인 수양 과정 

으로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2) 두 번째는 코야마 에이조이며， 신문에 대한 구 

성주의적( constmctionist) 관점을 견지하였다. 그는 신문이 총력전을 지지하는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3) 하세가와 노재칸은 신문을 역사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간여하는 수단으 

로 보았으며， 몇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의식간의 충돌， 갈등， 분쟁으로부터 형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에서는 일본의 매스커뮤니케이션 학문이 

1950년대 미국에서 수입된 사회심리학에 근거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출발하였다는 통상적 계보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점이 분명해졌을 것얘다. 

그렇다면 전쟁 중에 진행되었던 신문학에 대한 연구와 그 주요 주창자들은 

전쟁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오노의 경우를 먼저 말하자면， 그는 전쟁 후에 

새로 섣립된 신문연구소(Institute of Journalism)(현 사회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연 

구소) 의 첫 소장( director)이 되고， 이어서 일본 신문학 연구회(현 일본 저넬리 

즘과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회)를 설립하고 자신이 첫 회장이 됨으로써 학문 

영역의 주변에서 벗어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대학 내에서 신문학 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전쟁 이후 개혁되고 재정비되었으며， 전쟁 이전과는 혁 

명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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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일본의 대학체계에 간여를 하면서 그 영향으로 생겨 

났다. 사설 일본 점령의 초기단계에 GHQ/ SCAP(연합군 총사령부 본부장)은 

일본의 대학에 미국식 저널리즘학을 이식시키고자 열렬히 시도한 바가 있다. 

그 예로， 1946년 GHQ(연합군 총사령부)의 시민정보와 교육부서(CIE) 육군 준 

장인 Ken R. Dyke와 중령인 Nugent는 동경대학을 방문하여 저널리즘 대학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미주리 대학의 저널리즘 교수이며 점 

령군 사령부에 의해 일본에 오게 된 프랭크 매트(Frank Matt)는 오노， 경도대 

학의 요네야마 케이조， 그리고 다른 학자들과 만나 일본에서 저널리즘의 교육 

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점령기 초기에 미국의 점 

령군 사령부는 오노가 오랫동안 희망해오던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일본에서 

의 매스커뮤니케이션학 연구체제 설립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경대학 

은 그러한 대학이 일본 대학틀의 상황과는 전혀 달라 불협화음을 낼 것이라 

는 근거를 제시하며 저널리즘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GHQ 주도의 계획에 

반대하였다. 대신 1920년대 설립된 독일의 신문학을 위한 연구기관을 본뜬 전 

후 매스커뮤니케이션학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한편 전쟁 중에는 일본의 해외 침략행위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였던 코야마 

는， 전쟁 이후에 GHQ에 의해 일본에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필수적 

도구인 여론의 최고권위자라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코야마는 국립 

여론연구학회와 일본 여론서베이협회의 첫 회장을 지내게 되어 전후 일본의 

여론 서 베 이와 PR(public rel없ions) 학문의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 

었다. 일본의 전쟁 패배 1년 후인 1946년 코야마는 「여론조사 개요(Y아onchoôsa 

GaiYÔ)J 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그는 서두를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정치가 진정으로 민주적이 되기 위해서 

는 시민들의 자유의지， 정확히는 공공의 의지에 근거허여야 하며， 현재의 여 

론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본문은 상대주의， 통제， 규제적 권력에 대 

한 구태의연한 평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여론의 유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천성을 지적하면서 (여론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같은 의견을 가진 여러 사람이 다른 이틀을 제 

약할 수 았는 통제 권력을 가진다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라므로 사람들 

의 서로 다른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토론과 신문， 라디오， 다른 프로파간다와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영향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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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통일될 것이며， 결국 작은 역류를 포함하되 거대한 흐름을 이루는 큰 

강의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코야마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다수의 의견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이끄는 기술이다. 이러한 시각 아래에서 여론 

조사의 기술은， 그가 여론을 선도하는 도구로 보는 신문이나 프로파간다와 많 

은 공통점을 가지게 된다{Koyama， 1946: 1-5). 

중요한 사섣은 코야마가 다루는 것이 신문이건 프로파간다건 또는 여론조 

사나 매스커뮤니케이션이건 그의 논리가 항상 똑같다는 점이다. 그는 구성주 

의( constructionism)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질적인 개인틀을 통질적인 전체 안 

으로 융해시키고자 한다. 전쟁 중에 신문과 프로파간다에 대한 그의 논설들은 

국가라는 개념으로 전체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쟁 후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여론조사에 관한 그의 논설에서는， 전체의 동질 

성은 대중을 다수 의견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확보된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 

(Tessa Morris-Suzuki)는 코야마의 전후 논섣에서 국가가 대중으로 바뀐 것이 

설제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녀에 따르면 일본이 

전쟁에 패배한 이후 코야마는 일본의 외부에서 내부로 시션을 돌린 것이다. 

그는 해외의 식민지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의 문제 대신에 일본 

내부의 여론을 어떻게 조직하는가라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이 식민지를 빼앗김으로써 단일민족국가가 되었으며， 대중 혹은 시민의 영역 

이 국가의 영역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었다는 그의 인식은 주의의 재집중에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큰거를 뭄으로써 코야마는 국가 대신 

대중이나 시민을 대신하는 것만으로 전쟁중에 주장하였던 여론에 대한 이론 

을 그대로 유지할 수 았었다{Morris-Suzuki， 2000). 프로파간다에 대한 코야마 

의 전쟁중 논설틀이 여론을 국가적 동질성으로 축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그의 전후 논섣들은 여론이라는 개념의 중재 하에 국가 

적 동질성에 대한 담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와 같이 국가적 동질성에 대한 탐화를 만들 

어내려는 노력에 있어 핵섬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전후에 미국에서 소개된 

여론조사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서베이의 통계적 기술이었다는 점이다. 대중의 

정신을 가장 강력하게 휘어잡은 의견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대 

중 내에서의 토론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의 통계적 기술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되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와 통계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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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념들은 조사 아래에 놓인 대중들의 동질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동칠성의 경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과학적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사실 코야마는 여론조사의 기술 그 자체가 미국에서 전쟁중에 프로파간다와 

전시 동원을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코야마는 (2차 세계대전중에) 파시스트 정부는 대중의 생각을 특정한 패턴 

으로 고착화하고 사기를 유지시키기 위해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뉴스매체를 

통제한 반면， 민주 진영에 았던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사적 부문의 정보J 

프로파간다 기구이건 정부 자신이건 대중의 의식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 

한 기획된 프로파간다 캠페인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그는 이것이 후자 쪽에 전시 동원이나 정보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태도 조사나 다양한 사회연구 기술 등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프 

로파간다 기술로 인해 직접적인 형태의 의식 통제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 

하였다(Koyama， 1967: 25-26). 그라므로 전쟁 이후 코야마가 여론조사를 지지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가 프로파간다에 대한 초기 의견을 버린 것으로 유추 

하기보다는， 프로파간다의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게 된 것 

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후 일본에 미국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이 

론이 소개된 사실의 함의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 

낀다. 코야마가 프로파간다 연구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학으로 너무나 간단하 

게 이전한 것은 단순히 그가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요하게는 전쟁 

중의 프로파간다 연구와 전후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동열한 논리에 의 

해 끊어지지 않고 행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라디오와 텔레비전 

의 효과의 평기-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의 발 

달은 오로지 전쟁 중에 축적된 프로파간다에 대한 연구에서의 성과를 근간으 

로 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존 듀이 등에 의해 발전된 실용 

주의는 20세기 초반이라는 이른 시기에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대한 지식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이 것은 Charles Horton Cooley로 하여금 매스커뮤니 케 이 

션 연구를 확립하도록 하고， Robeπ E. Park 등이 생성 초기의 시카고 학파의 

도시지역 연구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신문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촉발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주류를 형성한 것은 이러한 

실용주의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연구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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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Czitrom은 1920년대 혹은 그 이후에 등장하여 2차 대전 이후 매스커 

뮤니케이션 연구의 주류로 자리잡은 지적인 경향을 다음의 네 가지로 인식하 

였다. 첫째， Harold D. Lasswell이 1927년 111차 세계대전에서의 프로파간다 기 

술들』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샤 촉발한 프로파간다 연구의 한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Walter Lippmann이 1922년 그의 고전 공공의 의 견을 출판한 후 주창한 

여론에 대한 연구이다. 이 두번째 경향은 1937년 ‘Public Opinion Quarterly’를 

출판하게끔 할 만큼 많은 수의 지지자틀을 모을 정도로 강력해진다. Czitrom 

은 두 가지 경향 모두 대중들이 매스미디어가 창조한 가상적 환경의 영역 인

에서 의견을 형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같 

은 논리에 기반한다고 지적하였다. 세번째 경향은 사회심리학과의 밀접한 관 

계를 바탕으로 영화와 미디어의 어린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서베이로 이 

루어져 있다. 네번째 경향은 라디오와 다른 미디어에 관련한 마케팅 조사로 

구성된다. 1920년대까지는 이러한 경향들이 같은 연구영역에 속한다고 여겨지 

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서 1940년대에 이르는 시기가 되자 이러한 

경향틀은 하나로 합쳐져，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라는 하나의 학문영역음 이루 

게 되 었다(Czitrom， 1982). 

네 경향을 하나로 합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35년 오스트 

리아의 비엔나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유태계 섬리학자 Paul F. Lazarsfeld였다. 

그는 응용심리학의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점차 새로운 미디어， 특히 라디 

오의 사회섬리학적 영향에 관한 그의 연구를 마케팅 서베이로 연결시켰다. 그 

는 1937년 묶펠러 재단의 후원을 통해 설립된 프린스턴 대학의 라디오 연구 

소 소장으로 임명되었고， 1939년 그 부산물로서 콜롬비아 대학에 설립된 응용 

사회연구 사무국의 국장으로 염병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에서 Lazarsfeld의 선도 

아래 행해진 뉴스매체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전후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사회 

섬리학적 연구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Wilbur L. Schramm 0 1 Lazarsfeld 

에 의해 시작된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미국 전역과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 

계에 전파시카는 데 중섬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Hanno Hardt는 Laz따S펴ld가 아직도 비엔나에 있을 때인 1932년에 라디 

오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Hardt， 1992). 이것은 1920 

년대에 독어권에서 발달한 신문 연구에 관한 지적 노력의 한 지류가， 미국의 

행동주의 경 향이 있는 사회섬리학 연구의 경향과 합쳐졌고， 1930년대에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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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듭하여 전후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 패러다임의 근간을 형성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 추적하는 일본의 신문학 발달 과정 역 

시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적인 노력이 세계 각지에서 번역되고 보급된 

또 다른 경로를 보여준다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이 글에서 묘 

사한 신문학의 변용은 일본이기 때문에 일어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뉴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한 패러다임이 세계 각지에서 변용된 현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남아 있는 의문은 다음과 같 

을 것이다: 이 글에서 간략하게 비교된 신문학과 관련한 지적인 노력의 서l 가 

지 전형적인 형태가 논증적인 공간(Aljun Apadour‘ai가 관념의 지형(ideoscape)라 

부르기도 하는)의 전 지구적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서로 구조적 

으로 다르며 또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7. 맺음말 

결론을 대신하여 나는 신문학과 관련한 지적인 노력의 세 가지 경향 사이 

의 상호 지형학적(topographic)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을 하겠다. 먼저， 오 

노 히데오가 주창한 신문학의 제국주의 지향적 변형들은 부분적으로 1920년 

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뉴스매체의 대중적， 비학문적 연구의 파생물로 등장 

하였다. 그러므로 신문학의 이 변형은 근본적으로 다채로운 의견틀이 다중적 

인 형태로 솟아나던 뉴스매체 주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노의 노력이 단적으로 증명하듯 1930년대와 그 이후 신문학의 이 특 

정 지류에 있어서 정당하게 제도화되고 진정한 학문으로서의 전통을 가지는 

것이 선급과제가 됨에 따라， 이전에 관심을 기울였던 다양한 의견이라는 특성 

에 대한 흥미를 앓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신하여 우선적으로 강조된 

것은 국가의 문화적 전통에 의해 설립되고 사실을 전달하는 미디어라는 규범 

적인(normative) 개념으로서의 신문이었다. 오노는 신문의 역사에서 신문의 이 

러한 규범적인 모형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코야마의 경우 1920년대가 아닌 1930년대에 신문학 연 

구를 시작하였으며， 오노와는 달리 처음부터 신문의 비학문적 연구와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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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도 없었다. 대신 코야마는 독일 등지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선문에 대 

한 최신의 사회문화적 담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일 

본 고유의 신문학 지류를 형성하고자 하는 오노의 야심을 공유하지 않았다. 

코야마가 목표로 한 것은 서양에서의 저널리즘 연구와 동일한 정도로 보편적 

인 지적인 노력으로서의 신문학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야마가 추구한 

신문학의 지류는 현장에서 기자들이 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역할을 하면서 부 

딪히는 문제나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코야마는 마틴 하이데거의 현상학의 가장 세속적이고 단순화된 형태와 다소 

비슷한 구성주의( constructionisrn)를 채택하면서， 신문을 현실의 재구성에 있어 

서의 도구적인 매체로 재정의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닉하게도， 이 글을 통한 

고찰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 독일 나치 정부의 총력 동원에 거리낌 없이 편 

을 들어 준 것은 오노와 그의 국수적인 제국주의의 추구가 아니라， 코야마의 

철저하게 주관적인 구성주의( constructionisrn)에 대한 강한 믿읍이었다. 

이것은 구성주의가 반드시 파시즘과 연합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세 

가와 노제칸， 토사카 준 등이 시도한 신문에 대한 맑시스트 담론은 당시의 구 

성주의가 띠를 수 있었던 대안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적어도 1930년대에 

그들이 제시한 신문에 대한 의견은 동일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매체로서의 신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뉴스를 보고하는 과정 

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는 접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현실의 대립적이고 다중적인 차원에 대하 

여 열려있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매체의 이러한 대 

립적， 다중적 잠재성을 강조하는 시각과， 통합적이고 일률적인 측면을 강조하 

는 코야마의 시각을 구별하는 경계는 매우 모호하였다. 맑시스트 구성주의는 

구성주의자띄 시각과 마찬가지로 신문의 현실 재구성 기능을 인정하였기에， 

국가적 의견의 우선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매우 간단하게 파시스트 구성 

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실제로 그것은 하세가와가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난 

후 추구한 바로 그 경향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쟁의 시기에 등장한 신문에 대한 담론의 무대는 다음 

두 가지로 특징지어진다. 첫째는 신문이 보고하는 사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 

가의 문제에 대한 제국주의적 관점과 구성주의적 관점 사이의 대립이다. 둘째 

는 신문이 사실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그 통합적 기능을 강조하는 시각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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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이고 견제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시각 사이의 대립이다. 제국주의적 관점 

이 다이쇼시대의 비학문적 문화 연구에 기반한다고 하면， 구성주의적 관점은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현상학과 맑시스트 이론과 같은 지적인 노력의 세계적 

흐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가 지나면서， 구성주의의 

두 파는 뉴스매체의 다중적인 기능보다는 통합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 

로 지속적으로 발달해갔다. 

전쟁의 종료 후에도 뉴스매체의 담론을 둘러싼 상황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 

다. 뉴스매체에 대한 전후의 담론은 여전히 대체로 동임한 분위기였다. 사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냉전 중에 전 세계의 매스커뮤니케이션 학계를 장악 

했던 미국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연구는 전쟁 중에 수행되었던 프로파 

간다 연구의 파생물이었다. 1970년대 이래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는 문화적 제국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부분적으 

로는 문화적 연구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재검토되었다. 그러나 매스커뮤니케이 

션의 영향에 대한 미국의 연구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었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전후에 시작된 

냉전체제가 2차 세계대전중의 총력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점，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냉전체제라는 압도적인 현실 때문에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그리 

고 냉전이 종식된 지금， 매스미디어의 모든 체계가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기술 

로 인한 학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대한 탐론의 제 

국주의적 관점과 구성주의적 관점， 또는 디중적 잠재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통 

합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이 여전히 서로 대립하고 있다. 우리는 20세기 

초반，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 뉴스매체와 관련한 새로운 상황에 의해 제기된 

의문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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