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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聞파 文學을 통해 본 東洋파 西洋*

尹

1. 新聞에 관하여 

뜯g. 
드三f 

E1 
뜸등 

본인은 新聞學을 전공하면서도 文學에 관해셔는 오래전부터 흥미와 

열의를 갖고 이 방면 활동에 참여해 왔다. 新l랩學과 文學은 서로 먼거 

리의 것으로 생각되겨도 하나 본인은 평소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중 

요한 相互關係가 있다고 보았고 오늘 그 見解의 일부블 피콕하고 여려 

분의 高見을 함께 청 취 랬으면 한다. 

본인은 성 격 적 으로 每事에 그리 완고하지 않다고 자부한마. 西洋文化

도 長點에 있어서는 學習해서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하다. 푼제의 중요 

성은 東洋文化에도 長點야 적지 않음을 認識하는 일이다. 우리 주변은 

東洋人 자신이 西洋을 높히 평카하면서 東洋에 관해서는 치 나치제 沒理

解하는 世態안 것 같다. 

1. 우선 新聞에 관해서 알아 보자. 中國의 新聞業은 그 시작이 역사 

적으록 오랜 과거로 소급된대. 二千餘年 이전 漢代의 〈저보(邱報))가 

그것이다. 이는 地方政府로부터 玉者.~에 파견된 관리가 皇帝의 근황， 通

報 내지는 짧令등을 기재하여 자기 지방정부에 발송하는 것이었다. 그 

러 나 中國에 서 現代|댔 新聞業은 19t比紀 중엽 에 시 작되 었고‘ 이 또한 西

洋 宣敎土들에 의하얘 도입된 것이다. 

2. 東洋의 新聞業은 그 시작에 있어서 비록 매우 일렀으나 그의 發達

되지 옷댔던 ]京因에 있어서는 西洋과 文化的 背景을 달리하는데 키인한 

* 01 글은 1981년 5월 6일 서울대 東亞文化짧究所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C 314 ) 東亞文化 18집 

다. 韓國도 中國과 같겠거니와 東洋社會는 家族中心의 사회였던데 대해 

倫理와和諸블 중시하는 

東洋은 家族中心의 사회 였 

유리 한 父權社會01 었 다. 이 

西洋社會는 個A中心의 사회 이 었다. 전자는 

데 대해서 후자는 個人과 鏡爭을 중시한다. 

서 

먼데서 家長과 年長者가 권위블 행사하치에 

캄은 사화환경에서는 슛사람은 무조건적우후 명령활 수 있고 아래사 

람은 맹목적 으로 꼭종하는 인습이 유발된다. 국가의 公健 역 시 도 가족 

관계에서의 복종과 관리로서의 實任이 二重的으로 부괴되면서도， 公務

수행상 의견진술은 어려운 경향이었다. 아래사람은 무조건적얀 책임을 

질머지고 또한 짧1恨을 품어서도 안되었다. 관리는 法令에 의한 책임한 

계 내지는 上級者와의 책임분담이 明示되지 못하였다. 그는 관리이면서 

이와같은 사회푼 도 상급자에 대하여 子女로서의 자세를 지녀야 했다. 

토에서 신문엽의 발달은 자연 기대하기 아렵지 않을 수 없었다. 

3. 中國의 新聞業은 그 처음에 英國에서 배웠다. 그러다가 후에는 素

國에 서 배 워 왔다. 美國은 오늘날 西方國家룹 대표하면서 近代 工業社

會의 典型이 되고 있거니와， 우리는 이 서양을 올바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좋은 점은 公正과 鏡爭이고 나쁜 점은 營利만을 추구하려는 면이 

다. 문화의 기초가 다른태서 저들의 정신픈 여러 모로 좋은 점이 있음 

을 잘 알아야 한다. 서양의 女性， 미국의 여자가 얼마나 근면하며 검소 

한기를 몽양인은 제대로 이해못하는 듯 싶다. 

1962年 美國의 케네디 大統領이 소련의 후르시초프에게 쿠바로운송 

되는 미시→일 武짧플 송환해 갈 것을 통칩하고 쿠바해안을 봉쇄하였을 

때 「뉴욕타임스」 같응 大新聞도 일체 기사발표블 보류하고 침묵했었다. 

국기-적 危機와 긴장상태 에 서 新聞은 愛國的 태도블 취하였먼 것이다. 

그런가 하면 「타임」이나 「뉴스위크」 같은 잡지가 美國 大統領을 우습게 

취급하고 신괄하게 폭로 批評하는 기사내용도 심심치 않게 접할수 있71 

도하다. 이갇은 측면은 美國新聞아 지난 탑點이 아닐 수 없거니와， 公

1I과 정쟁애 의하여 발달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들 新聞들은 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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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關企業과 밀착되어 營利추구에 앞장서서 辯護하고 옹호하는 일연을 

지니거니와 이는 短點으로 간주될 것이다. 

4. 營利追求는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러 나 여 키 에 는 반도사 

정당한 方法에 의하여 취활 수 있어야 한다. 종래 中國이나 韓國의 몇 

世代를 계숭해서 운영해 온 簡店들은 한결같이 信用을 第←→로 삼아 왔 

다. 이점은 사실상 西洋의 각국아 비교하기 어렵고， 더욱이 近代에 와 

서는 더욱 그러하다. 

營利第--主義의 관념 아래 에 서 美國은 19세 기 이 래 로 現代新聞業이 발 

달하었고 급기야 二A의 新團王을 배출시키기에 이르렀다. 플리처 (J. 

Pulitzer)와 허스트(w. Hearst) 가 바로 그 인불이거녁와， 이들에 의해 

서 아 른바 〈爛情主義> (sensationalism) , 그리 고 과장과 수식 을 능사로 

삼는 이 른바 〈黃色新聞> (yellow jounalism) 이 나타나기 에 이 른다. 

5. <物極必反〉이 란 말이 있마. 모든 샤물이 극성 한 다옴에 는 반드시 

그의 反作用이 따르게 마련이랴는 것이다(예컨데 얼마전에 「워싱단 폭 

스트」의 女記者가 記事를 조착한데서 〈풀랴쳐新聞價〉에 파동을 일으컸 

던 λ}건은 그 좋은 본보기이다) 째운에 二次世界大戰 이후 펌洋 新價l

業界에 서 는 각커 서 둘러 〈社會責任王義〉를 앞세 워 新聞의 自律性을 주 

장하는 근본원인이 되었다. 

6. 현재 中國의 新聞業界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유사한 경행;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결과는 國家와 社會로 하여금 公益보다는 피해플 입게 

하고 있다. 

2. 文學때 관하여 

1. 東洋의 文學思想도 역 시 和諸를 중시 한다. 따라서 푼장을 구멈 에 

있어서 〈溫柔 훌~J享함〉을 크게 중요시 한다. 그리고 中國은 특히 〈中庸〉

을 중요시 하여 極端으로 후르거 냐 혹은 펀벽 되 기 를 삼가한다. 孔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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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바 있다. r詩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다J(삼 

듬而歐之， 日 : 思無!Iß) • <생각함에 간사함이 없다〉는 이 발언은 진정 

東洋文學f'F品의 最高理想윤 말하는 것이다. (만약 英國의 로렌스로 하 

여금 「紅樓夢」을 쓰게 한다면 「紅樓夢」은 플렴없이 「채탤레이 夫A의 

사랑」으로 엮 어 칠 것 이 다. ) 東洋文學은 人生의 즐거 움과 幸福을 묘사함 

에 있어서 기본정신이 和謂와 中庸으로 구성되고 었다. 

이에 비해서 西洋文學은 狂服의 정신이 맡바탕되고 있다. 문학에서뿐 

만 아니라 각종 짧術 좁樂이나 美術에 이르기까지 매체로 따服의 정 

신이 자연스럽게 必須的으로 깔려 있다고 하겠다. 이캄은 順向性 역사 

서양의 文化的 背景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이다. 

2. 1917年에 전개된 中國의 新文學運動과 그후의 五四週動 같은 것은 

그러나 中國文學에 막대한 〈피해〉플 끼천마 퍼었다. 西洋의 文學思想

득<51 共뚫主義 프로려1 타리아 文學은 바로 그 장본얀이 띈다. 저들 표動 

은 한결같。1 t專統思想달 상살한 것이 었으며 당시 서 잉:장신의 힘目 ÉI얀 펴 

從。1 었다. 우라가 갈 아는 때適만 해도 20餘歲에 이미 많은 文章을 썼 

거니와 오늘날 아것들을 검토해 보면 상당헤 많은 부분에서 虛點을 발 

견하게 된다. 이같은 文化아J 適脫상태는 당시의 f，{]짧人을 대표하던 傳

斯年， 錢玄同， 陳獨秀등에서도 예외없이 엿보인다. 여하든 이같은 문화 

적 傳統精神의 상실은 급기야 ~I::)華民國 政府가 大[짧에서 섣패하는 결과 

플 초래하기까지 이른다. 

3. 中國의 전통문파은 원래 兩大主流로 나뉘 어 왔다. 하나는 이 른바 

〈載道派〉이고 다른 하나는 〈言志派> (緣情)이다. 이 두 主流의 作家들 

은 Bl 록 각기 다르기는 하나 그 思想은 다같이 中國에 뿌리박은 것이었 

다. 載道派는 橋家思想을 중섬 으로 형 성 되 고， 言志派는 道家思想을 중 

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전자의 경향은 入世的이고 積極的이어서 이른바

治國zp:天下플 목적 으로 삼고 있다. 후자의 취 지는 은둔적 이 고 消極的으 

로 이른바 獨휩:己身-자기 한몸만을보살피는 경향과 物外에서의 소요합 



{Jr~fJ파 갖;學올 통해 분 束洋과 j~되함 C 317 J 

(휩遊物外)을 理想으로 장는다. 新文學 運動이후 ;선동적인 載道派는 

이미 철저히 비관받~9 펴l 쇄되었고， 이와는 반대로 西洋의 載道派， 즉 

〈載〉한 것은 덤然主義의 〈道〉나， 寫實主義의 〈道〉나 내지는 共」옳主義의 

〈道〉등으로 얀이어 속출하였다. 

文學f'F rf'~에는 週德性이 깃들어 있어야 바람직하다. 작품은 여러가차 

형태로 ↑자樂性을 묘시하거니와， 이와힘께 더욱 미묘한 품격은 도덕성을 

드러낼 수 았는 것이어야 한녀. 서양의 작품은 이점에서 동양의 작품 갱 

향과 완연히 다르거니와. 서양의 載道派 문학은 이같은 

하는 것이었다. 

도덕성을 파괴 

*比評에도 建設的인 비평과 破壞的 비평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중국 

에서 근대에 나타난 프료퍼l 타리아 文學은 완전히 파괴적인 

당시의 大댔을 현휴시킨 바 되었다. 

B]펑으로서 

전통적인 言志派는 힐짜겨 1930年代의 林語堂에 의해서 다시 한번 活

氣블 띄고 성행하는 듯 폈다. 그러나 델마안되어 中日戰爭이 폭말되고 

저는 역시 펙미하게 사4지고 말았다. 

t 個人的인 생각으로는 東洋)(學이 펙일적우폭 E희洋文學을 모1상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 냐하면 兩者가 뿐리 박고 있는 사상적 토양이 다르 

기 애운이다. 가장 명백한 例證으로서는 동양의 즙樂 美術이 〈自然〉

〔高LL1流水)으로부터 생겨 났고， <自然〉과 더붙어 멀접한 관계를 맺고 있 

다는 점이다. 여기서 추구된 문제는 어떻게 〈自然〉과 和調하고 서로 補

完的인 것일 수 았겠느냐는 것이다. 

모두기 太團圓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이갇은 관점에서 며"國의 舊小說은 

이 에 ~l] 하띤 서 영:의 즙;樂 美術은 科學 技術이1 

이 플은 速度와 變化， 激動과 §힘烈함 등올 이다. 

」요컨디1 댐짧[과 激動 가운데 자용序블 찾으려 하고 

의해서 만틀어진 

중심해서 이루어 

7J 뜨드 
/、 t 

;;~ 긴 
/‘λi ’ 

ífj(j'f를 수캡코자 하고 

統一플 시도하는 것이마. 예컨데 록크음악이나 現代畵등은 한결같이 

곰노 주저할 것 없이 그 실례가 되기에 족한 思想의 塵物이다.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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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論的으로 말해 서 , 文學作品은 평 소에 하나의 사회 적 徵表(이 는 

달리 말해서 이른바 〈觀〉이나 〈챈〉이라 할수 았닥)가 된다. 文學活動은 

戰時어l 는 또 하나의 戰圖'J(달리 말해서 이른바 〈興〉아 나 〈群〉이 라 할 것 

이다)이약. 따~서 自國의 그리고 자기 民族의 文學이 존재한다는 것은 

펼수적이다. 文學이나 藝術에는 國境。1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은다. 

그러나 文學아냐 藝術性에 E료族性이 없마고는 말할 수 없다. 

I:þ日戰爭이 일어난 抗戰時‘期에 本人은 中學生 시철이었다. 그당시 학 

생은 학교에서 거의 하루 하루를 공부하기 보다는 노래를 매우며 지냈 

다고 할만 하다. 그 노래 는 모두가 士氣를 고취 하는 愛國的 가요이 었다. 

당시로서는 노래블 통하여 民族感情을 고취시키고 단결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였다. 이는 孔子가 말한바 〈興〉과 〈群〉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1928年 중국의 휩「홉3카 北京에 서 南京으로 옮겨 질 무렵 이 었 다. 將延磁

라는 지식인이 언급한 주장이 음미될만 하다. 당시 중국은 軍關의 내분 

이 차열하고 國民黨 내부의 권력투쟁이 각축전을 밸이먼 무렵이다. 당 

시에 將은 軍權도 政權도 결국은 〈筆權〉에 의하여 패배될 것이라고 발 

언한 애 있다. 將의 이 발언응 文學精神의 시대척 중요성을 언급한 것 

이었거녀와 역사적으로도 그의 주장은 중국 미래에의 鍵言이었다. 

1942年 毛澤東은 연 안에 서 이 른바 〈文藝座談會〉를 개 최 하였 다. 共g홉 

主義者들은 그들의 華命閒爭에서 文學의 이용을 갈 알고 있었다. 당시 

/휩ffi의 文學은 그들이 션전하는 左짧文學의 대표이 었마. 그러 나 毛澤東

은 文學의 학명적 수단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文學이 政治에 

C영향흘 껴치는 데에는 반대하였다. 추휠핍이 1936년 일찍이 사망하였으내 

망정이지 만일 오래 살았다면 共塵黨에 의하여 l땀殺되었을 것이다. 그 

의 제 자인 꽤風이 1949년 이 래 로 연금되 고 문착활동을 정 지 당한 사설은 

이를 뒷받침하기어1 충분한 것이다. 

여 하튼 文學은 물론이 고 新聞도 역 시 :.fL子가 이 른바 〈興)， <觀)， <群>，

〈짧〉의 구실을 행 사하는 것은 바랍직 하다， 문학이 냐 신문이 이들융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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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이용하고 살리는 한에서 國家의 福社指向， 나아가서 民族， 社會，

A、間集團의 복지건설은 가능한 것이다. 만일 그렇지 옷할 경우는 유익 

함 보다는 피해가 즙 것무로 정말 신중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라 하겠다. 

東洋의 우아한 문화전통은 이와 같은 여러가지를 고려활 때 장점에 

있에서 되살려야 좋을 것이다. 지냐간 과거의 잔통정신을 거윷삼아 오 

늘 우랴의 문화정신을 새롭게 건설하는데 매진해야 할 줄 안다. 

附記 : 주위에 資料가 충분히 갖추어 있지 못하여 만지 카억에 의존하 

여 언급하었다. 소홀한 접 。l 많은 것 같아 양해 블 구하고자 한다. 

링 雪 웰 

中國 V可南省 t닌身 

現 中콩회文化大學 新聞學科 교수 

中國 國立멍北聯合大學 후 

美國 미조2] 大 新聞學 碩土

中國 國立成져J大學 外文科교수 역 임 

著합. r며國文學標論J ， r中華民國文藝史J， r海外夢졌믿錄」 


	신문과 문학을 통해 본 동양과 서양
	1.신문에 관하여
	2.문학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