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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방송국(JODK)과 식민지 문화정책 
-1927년부터 1945년까지-

이 연(선문 학교 언론 고학부 교수)

I. 연구의 개요 및 문제의 제기
 

일본에서 최 로 라디오방송이 실시된 것은 1925년(大正14) 3월 22일로 콜사인「JOAK」도

쿄방송국의 시험방송 송출이었다. 이것이 재 NHK(일본방송 회)의 신이고 모태이다. 이날 

사단법인 도쿄방송국의 개국과 함께 총재로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취임하게 된다. 그 

후 본 방송은 7월 2일에 개시되게 되는데, 당시 청취자 수는 약3500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석 달 후 10월에 어들자 무려 10만 명을 돌 하게 된다. 당시 일본에서는 처음 하는 방송이

라 신기하게 여겨 여러 신문에서도 라디오 로그램을 소상하게 보도하게 된다. 

일본 최 로 라디오 로그램을 소개한 신문은『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으로 1925년 11월이

었다.『요미우리신문』의 경우는 부록으로 2페이지에 걸쳐서 「요미우리 라디오 」을 신설하고 

방송 로그램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 외『미야코신문(都新聞)』『니로쿠신문(二六新聞)』『고

쿠민신문(國民新聞)』등도 연이어 라디오 로그램 난을 신설하여 소개하게 이른다.

드디어 조선에서도 라디오방송국이 설립되게 된다. 조선에는 1926년(大正15) 11월 31일에 조

선방송 회의 신인 사단법인 경성 앙방송국이 설립되어, 다음해인 1927년(昭和2) 2월 16일

에 첫 방송을 실시하게 된다. 당시는 아직 공 선 력도 국 말코니식 1킬로와트 방송기기를 

사용하여 라디오방송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도쿄방송국을 개국한지 2년만의 일이었다.

경성 앙방송국은 일본에서 4번째 개국되는 방송국으로 콜사인「JODK」가 할당되었다. 당  

조선총독부 체신국은 일본 체신성에 해 일본의 4번째 방송국으로「JODK」의 할당을 요청했

지만, 일본 체신성은 난색을 표명하게 되었다. 원래,「JO**K」는 일본 국내 지국에 할당하는 

콜사인이라며 강경하게 반 하는 입장을 보 다. 경성 앙방송국의 경우는 일본의 외지로

「JB**K(이후에 부산방송국은 JBAK 할당)」를 할당할 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선총독

부 계자가「내선일체(內鮮一体)」「일시동인(一視同仁)」등의 일제의 국책사업을 강력히 주장

하면서「JODK」라는 콜사인을 받아냈다고 하는 일화가 있다. 도쿄방송국은 개국직후 상 외

로 청취 가입자 수를 많이 획득한 것에 비해, 경성방송국의 경우는 경성부를 심으로 청취자가 

2000여명에 불과했다. 경성방송국은 일본어와 한국어 2개 국어방송으로 인해 일본인과 조선인 

양쪽으로부터 모두 반발을 사기도 했다. 따라서 청취자수의 획득도 어려워 처음 수년간은 경 상

태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일본 도쿄방송국의 총재는 타이완(臺灣)의  총독을 지낸 고토신페이(後藤新平)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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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게 된다. 따라서 조선의 경성방송국도 도쿄방송국의 향력을 받게 되었다. 방송사 설립 당

시 조선 앙방송국의 기 방송 로그램은 도쿄방송국의 로그램을 그 로 계하는 경우가 많

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931년 만주 쟁, 1937년 일 쟁, 이어서 태평양 쟁 등을 겪으면서

는 경성방송국은 쟁기운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총력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방송 로그램을 통해서는 일본어의 와 함께 일본정신이나 일본문화, 일본의 

식민지 이데올로기 등을 선 하게 된다.

경성방송국은 개국 기인 1927년부터 1931년까지 4년간은 그 역할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

른 감이 없지 않다. 당시 1킬로와트 방송으로서는 일본 도쿄방송국의 강력한 력송출에 압도당

할 뿐만 아니라, 경성부 외곽 약 50리 정도 떨어진 지역은 거의 분리청취가 불가능한 상태 으

므로 경성방송국의 청취자 수의 증가를 바라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 결과 경성방송국의 

묘책으로 도쿄방송국의 방송종료 직후, 즉 오후 9시30분부터 약40분간 한국어로 방송하게 했다. 

이것 한 근본 인 해결책은 못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이  방송 실시 밖에는 없었

던 것이다.

 

원래, 경성방송국의 설립목 은 조선민 의 문화개발ㆍ복리증진이라는 한 사명으로 설립

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개발ㆍ복리증진보다도 조선에서의 식민통치나 로퍼갠더에 

더 많은 역할을 한 것이다. 경성방송국은 사단법인이고 정 에도 출자사원들의 일들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원은 백엔을 출자하면 구나가 출자사원이 될 수 있었다. 특 은 라디

오청취료의 구무료, 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책임자로 선임되는 것 등이지만,  조선에 걸쳐 

모집된 사원의 수는 1200∼1300명이고 이 액으로는 시설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스폰서격인 

조선식산은행에서의 차입해 일을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장에는 식산은행이사가 취임하

게 된다. 직제는 4부 주임제로 총무부, 가입부, 방송부, 기술부 4부와 직원 50명 정도로 발족하

게 된다. 

1932년 4월 7일에는 사원총회를 열고, 사단법인 조선방송 회라고 개칭함과 동시에 각 방면

의 권 자와 유력자를 총 망라하여 담당진용을 구성하는 한편, 업무조직을 폭 강화하게 된다. 

분 기도 일신하면서 송출 력도 10킬로와트로 이 방송을 극 으로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 

조선방송 회는 흥기를 맞게 된다. 조선방송 회가 10킬로와트 이 방송을 실시하게 된 것은 

방송의 발 사  측면에서 획기 인 계기가 된 것이다. 이 계획은 조선총독부의 지도와 일본방송

회의 융자원조 아래서 속히 착수되어 구 방송사 건물이 개축되고, 1932년 8월에는 높이 11

미터의 공 선용 철탑과 함께 도쿄 기주식회사 제품으로 10킬로와트 방송장치 2 도 완성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조선의 방송 사업은 비약 으로 발 하고 경 으로도 안정을 확립 할 수 있

게 된다. 

이후 한반도에는 1935년 9월 21일 부산방송국이 개설되고, 1938년 10월에는 호남평야의 

심지인 이리 읍에 500와트 단일방송과 한반도의 북방인 함흥부에 250와트 이 방송국이 동시에 

개국되면서 한반도 체에 방송망이 연결되게 다. 이와 같이 방송설비의 폭 인 확충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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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회의 비약 인 발 과 함께, 방송 로그램의 내용 면에 있어서도 시 의 물결을 타고 신취

향의 로퍼갠더를 더 많이 개발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도 시정(施政)에 호응하는 정

책개발과 일본의 신문화 보 에도 주력하게 된다.

그러면 당시 일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어떻게 조선에 신문화 선 정책을 실시했는지를 1935년

에 실시한 방송 로그램의 편성정책을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그 에는 일본의 문화 내지

는 일본정신 등 당시 시 으로 신문화 보 에 련한 로그램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청취자의 기호조사

- 그해 2월에 로그램기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연강좌 에서 시사해설

과 비슷한 것들이 가장 많았다. 즉, 동요나 라쿠고(落語), 만담, 가요, 라디오드라마 등의 

순이었다.  

  

② 심 개발(心田開發)에 한 것

- 조선 국토의 개발 진은 실질 인 방면 뿐 아니라, 정신  개발을 부르짖는 등 신앙심의 

배양에 역 을 두는 것이었다. 이른바 정신개발 운동이었다. 

③ 방송편성회의 설치

방송 로그램 편성의 통제에 만 을 기하기 해 4월 이래 매월 2회 방송편성회의를 열고 감

독 의 출석방청을 요청하며 해당책임자가 제안하는 로그램을 기 로 반달분의 로그램을 결

정한다.

④ 뉴스 재방송의 연장과 코드 방송

- 뉴스의 재방송은 각 방면에서 호평을 독차지하므로 방송시각을 오  10시 이후까지 연장하

고 이에 지루함을 로할 만한 코드 음악의 연주도 시도하게 된다.

⑤ 농 릴 이방송

- 총독부는 농산어 진흥을 호소하고 6, 7월의 모내기 때나 조선 남도 4도에 걸쳐 농 릴 이

방송을 개최하고 각도 당국의 열성 인 응원 아래서 각지 독농가의 체험담, 농민가 그  외

를 방송하고 생산 활동을 장려한다.

  

⑥ 시정 25주년기념방송

- 10일 1일은 조선총독부 시정25주년 기념일로 당일 총독부 동측 장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

는데, 이 식 의 호화 은 이날 밤 방송되었다.

⑦ 조선과 만주의 교환방송 등

이상 1935년 1년간 행한 방송편성정책을 보아도, 부분의 항목이 일본의 국책홍보 내지는 

총독부에서 행하는 총독정치의 변기 으로서 그 책임과 임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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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경성 앙방송의 제2방송인 한국어방송에 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반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방송은 문화향상에 획기 인 일보를 내딛게 될 것으로 크게 기 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방송은 보통 말하는 보도나 교양, 안 외에 더욱 한 의의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II.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일제강 기의 문헌 수집과 분석으로 고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경성방송국에 한 

역사  발 사에 한 어 로치가 아니라, 당시 경성방송국을 통한 조선총독부의 이데올로기 선

이나 문화정책  심 개발 등에 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방송국의 설립배경과 일제의 통

치선 , 그리고 일본의 문화와 일본정신, 일본의 신문화 정책 등에 주안 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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