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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언론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수용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20년
8개월 동안 16개 신문·방송이 보도한 1367개 기사의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서 알아보았다. 시기는 개방정책이 추진된 1993년 2월25일부터 1차 개방 전날인
1998년10월19일까지를 ‘개방 이전’, 1차 개방부터 4차 개방이 완료된 2003년 12
월30일까지를 ‘개방 시기’, 그 이후부터 개방 15주년이 되는 2013년 10월20일까
지를 ‘개방 이후’로 구분했다. 보도 프레임은 문화적 흥미, 문화산업, 문화수용, 문
화거부, 처방 등 5개로 분류했다. 보도태도를 보면 개방 이전과 개방 시기에는 부
정이 긍정보다 많았지만, 개방 이후에는 긍정이 많아졌다. 5개 프레임 가운데 문화
수용 프레임이 가장 많았고, 문화거부 프레임이 가장 적었다. 모든 시기에서 문화
수용 프레임이 문화거부 프레임보다 많아서 한국 언론은 개방 이전부터 일본문화
수용에 긍정적이었다. 정보원에서는 개방 정책을 추진한 한국 공무원의 비중이 가
장 높았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수용태도는 달랐다. 개방 이전에는 비판적인 수용
태도가 매우 강했으나, 개방 시기에는 줄었으며, 개방 이후에는 긍정적인 수용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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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했다. 한국 언론은 개방에 따른 한국 대중문화산업 피해를 우려했으나, 한
국 대중문화산업 발전의 기제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수용 태도를 보였다. 한국 언론
의 문화 장르별 수용태도도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음악, 영화와
방송, 만화의 순으로 긍정적이었다. 한국 언론의 긍정적인 문화개방 수용태도는 한
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일반적인 타문화 수용
과정과 달리, 거부와 충격의 단계 없이 순응, 적응, 동화 단계를 거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 전부터 한국사회에 많이 보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
식적인 개방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적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주제어 : 일본 대중문화, 개방, 한국 언론, 수용태도, 보도태도, 프레임, 정보원

1. 문제 제기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된 지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우리의 문화개방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한일관계에서도 문화경제사
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방 이후 한국은 일본과 정치, 경제, 외교 등의
많은 영역에서 교류했지만,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오랜 기간 폐쇄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문화는 산업적, 교육적, 정서적 요인들이 얽혀있는 복합 영역이어서
어느 국가에서든지 외국 문화를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일제 식민지를 겪은 역사적 상처로 인해 한국인들 사이에는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문화제국주의로 인식하는 부정적 정서가 형성되면서 한국 문화
가 일본 문화에 예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였다(Yasumoto, 2009, p.
312).

그러나 위성방송, 인터넷과 같은 초국경적인 전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
전, 세계적인 시장 개방 추세, 한국 문화의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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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도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관심을 갖기 시
작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10월 1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시행
함으로써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
이 제도적으로 열렸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개방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많
은 논란을 불러왔으나, 개방 이후에는 거부감이 많이 줄었고 이제는 영화, TV,
음악 등 대부분의 장르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분위기이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한국의 문화 역사에서 이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
지만,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관련한 연구는 개방 찬반론(김성국, 1999; 이호준,
2002; 전규찬, 1999; 조승제, 1998; 지명관 2002; 황달기, 2001)과 한국 문화산업
에 미치는 영향(박조원, 2006; 전영우, 1999; 황달기, 2007) 등 부분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된 지 17년이 되어 한국 문화지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는 과
정과 태도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인 동시에 국제화 시대에 외국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
수용되는 과정과 이유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고, 문화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
도 프레임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외국 문화는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전달되고 수용된다. 이 과정
에서 언론은 문화적 이슈에 대해 그 사회의 여론과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문화적 의제를 구성하고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뉴스 수용자들은 미
디어를 통해 문화적 이슈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평가하는 과
정을 거친다. 따라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는 한국 사
회 구성원의 일본 문화에 대한 가치와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
는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선택, 강조, 배제를 하는 프레이
밍 방법으로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하며(Gitlin, 2003, p.7), 그 이슈에 대해 정의
를 내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도덕적 판단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Entman,
1993). 그러나 언론은 같은 이슈라도 항상 고정된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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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사회적 상황과 조건에 맞춰 프레임의 변화를 추구한다(Sheufele, 1999).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역시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의 현실
구성과 프레임을 제시해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 언론이 개방 이전부터 개방 이후까지 20년 8
개월간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분석해서 일본 대중문화를 어떻
게 수용하고, 해석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 언론의 수용태도는 크게
보도태도, 보도 프레임, 프레임을 구성하는 내용들, 핵심 정보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 이론적 논의

1)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과정과 쟁점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개방
하지 않았다. 1993년 2월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일본 대중문화
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부도 이를 검토했으나(국민일보, 1994.7.12.),
야당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후임인 김대중 대통령은 문화간 교류는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일본 대중문화 수용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Yim, 2002). 김대중 대
통령은 1998년 10월8일 단계적인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방침을 밝히고, 같은 해
10월20일 제1차 개방 조치를 시행해 영화와 비디오의 일부 분야, 일본어판 만
화와 만화잡지에 대해 개방을 허용했다. 1999년 9월10일에는 제2차 개방정책,
2000년 6월27일에는 3차 개방이 이루어졌다. 2001년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면서 개방 일정이 일부 중단되었으나,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9월17일 음반, 게임, 대중가요, 비디오가 전면 개방되
는 제4차 개방이 이뤄졌다. 2003년 12월30일에는 방송 분야가 개방되는 제4차
추가 개방이 실시되어 현재는 드라마 등 극소수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
야가 개방된 상태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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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일정 및 내용
단계

시기

차

1998.10.20.

차

1999.9.10.

차

2000.6.27.

1

2

3

개방

내용

영화·비디오: 공동제작 영화, 한국영화에 일본배우 출연, 4대 국제영화제
수상작, 한․일 영화주간 상영작.
o 일본어판 만화와 만화잡지.
o 영화·비디오: 국제영화제 수상작, '전체 관람가' 영화(애니메이션 제외).
o 공연: 2천석 이하 규모 실내장소의 대중가요 공연
o 영화 및 비디오: ‘12세․15세 관람가’ 영화.
o 극장용 애니메이션: 국제영화제 수상작.
o 대중가요 공연: 전면 개방.
o 음반: 일본어 가창 제외 나머지 음반.
o 게임: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제외 나머지 게임물.
o 영화: ‘18세 관람가’ ‘제한상영가’ 영화 개방.
o 비디오: 국내 미상영 일반 극영화와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비디오,
성인용 에로비디오 등 전면개방.
o 대중가요, 일본어 가창음반,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 전면개방.
o 지상파방송: 교양 프로그램, 국내 상영관 개봉영화 전면개방. 한·일 공동
제작 드라마 개방. 오락프로그램은 보류. 일본가수 공연 중계 방영 및
일본가수의 국내방송 출연. 일본어 가창 뮤직비디오 방영 불허.
o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교양,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본어 가창 전
면개방. 드라마는 모든 연령ㆍ7세 이상ㆍ12세 이상 시청가 등급 드라마
와 한ㆍ일 공동제작 드라마 등 부분 개방.
자료: 연합뉴스(2003. 12.30.). 일본 대중문화 개방추진 일지.
o

2003.9.17.

차

4

2003.12.30.

한국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부터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해왔다.
개방 반대론자들은 과거 일제 침략역사에 근거한 반일민족주의, 한국문화의
왜색화 내지 탈국적화 우려, 일본 대중문화의 저질성·폭력성·선정성에 대한 비
판, 한국 문화산업의 잠식과 파괴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김성국, 1999).
일본의 앞선 문화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인해 한국은 문화종속 상태가 될 우려
가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었다(Yim, 2002; 岸本裕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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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찬성론자들은 세계화에 따른 문화개방의 확대 필요성, 인터넷을 통한
일본 대중문화의 음성적 유입의 피해 차단,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 강화,
한국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일본과의 상호이해 및 협력관계 증진 등을 근
거로 제시했다(이호준, 2002). 황달기(2001)는 일본 문화 접촉과 모방을 통한 새
로운 문화 창조, 일본인의 가치관이나 삶의 양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산업적
이익을 이유로 찬성했다. 조승제(1998)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다. 전규찬
(1999)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한국의 미디어·문화 전경을 새롭게 구성할 기
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지명관(2002)은 한일 문화교류는 서구의 문화제국주의
를 극복하고 동북아시아 상호간의 문화 협력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방 이전과 초기에는 한국 문화산업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많
았다. 한국 방송이 일본 방송물을 많이 표절하고 모방하고 있어서 개방으로 한
국 방송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전영우, 1999), 일본의 에
니메이션이나 게임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70~80%에 이르고, 영화, 비디오, 음
반은 10% 내외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김성국, 1999). 그러나 실제로 개
방 이후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시장점유율은 거의 미미해서 한국문화산업에 부
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지 않았다(박조원, 2006). 2003년부터 2006년 3월까지 한
국에서 상영된 일본영화 편수는 전체의 13.9%, 관객수는 1.8%에 그쳐, 개방 초
기에 제기된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시장 잠식 우려는 단순한 기우에 그쳤다(황
달기, 2007). 한국콘텐츠진흥원(2015)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음악, 영화, 방송,
만화 등 주요 문화산업 매출액에서 일본 수입액이 차치하는 비중은 1% 이하이
어서 일본 대중문화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

년 기준으로 음악산업의 경우 매출액 4조2771억원 가운데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265만 달
러로 0.07%, 영화산업의 경우 매출액 4조6647억원 가운데 일본 수입액은 312만 달러로 0.07%,
방송산업의 경우 매출액 14조9409억원 가운데 일본 수입액은 1억3869만 달러로 1%, 만화산업
의 경우 매출액 7976억원 가운데 일본 수입액은 676만 달러로 0.9%이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2013년 달러당 평균 원화 환율 1095원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다.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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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문화의 수용과정
문화의 공간적 전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언어 선택은 물론 행동, 담론, 의식
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사람들의 행위규범, 신념, 선호도를 형성하는 동시
에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McCracken,
1986).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폭넓은 경험 공유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문화적 경계는 경험 공유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문화 간의 아이디어,
커뮤니케이션, 상품 전이를 지연시킨다.
다른 문화로부터 온 상품의 수용성은 결국 신념과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상
품의 호환성에 의존한다. 호프스테드(Hofstede, 2001)는 집단과 국가차원에서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문화는 한 사회가 집단차원에서 공유하는
경향과 선호도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반면 쉬왈츠(Schwartz, 1992)는 개인차원
에서 문화의 개별적 가치와 신념을 해석했으며, 사회 안에서의 개인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러나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가치와 신념이 통합되어
하나의 사회적 의미와 상징성으로 나타나며, 집단적 차원에서 상징적, 또는 물
질적 의미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통합적 과정이다(Sherry, 1986).
최근 글로벌 경제가 확산되면서 특정 문화로부터 이전하는 대상과 아이디
어에 대한 다른 문화권 구성원의 수용성 개념이 새롭게 주목받는다(Craig,
Greene, & Douglas, 2005). 문화 수용성은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로 전이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문화의 수용과정은 패러다임
의 급격한 변화가 아닌,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스만
(Sussman, 2000)에 따르면 문화적 수용과정은 문화적 거부나 충격, 문화적 순응,
문화적 적응, 문화적 동화 등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화적 충격
(culture-shock)은 문화수용 과정의 초기단계에 자주 나타나는데, 주로 심리적으
로 강렬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이게 된다. 스테판
(Stephen, 1987)은 문화적 접촉가설을 통해 초기의 문화적 접촉은 타문화에 대
한 적대감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편견을 줄이고, 문화적 정체성을 탐색
하는 효율적인 단초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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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직전이나 개방 초기에 자주 나타난다.
문화적 순응(adjustment)은 부정적 정서나 마찰을 줄이고, 긍정적 정서를 늘
리는 쪽으로 인식과 행동을 변형하는 단계이다. 문화적 이종교배 가설에 따르
면 문화적 순응은 새로운 문화에 대해 긍정성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
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다(Hermans & Kempen, 1998). 문화간 적응(cross-cultural
adaptation)은 인지와 행동의 변형과정을 거친 순응단계의 긍정적인 결과가 중
립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 다른 문화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
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베리(Berry, 1990)는 문화적응이론에서 문화간 적응은
문화적 접촉의 결과로 문화적 태도, 행동, 정체성이 통합과 동화의 과정으로
진입한다고 밝혔다. 문화적 순응과 적응단계는 대체로 시장개방 시기와 개방
이후 전반부에 자주 나타난다. 문화적 동화(acculturation)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완전히 순응함으로써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문화적 동화단계는 시장 개방 이후에 문화전이가 사실상 이뤄진 시기에 자주
나타난다.

3) 외국문화 수용에 대한 미디어의 프레임 구성방식
미디어는 프레이밍을 통해 어떤 이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담론
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프레이밍은 거시적인 사회문화 구조와 연결되어 있
다(Van Gorp, 2007). 미디어가 구성하는 사회 현실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
서 사람들의 지속적인 해석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양승목,
1997). 따라서 문화는 프레임에 깊게 담겨져 있는 추상적 이데올로기이며, 프
레임의 구성방식에 따라 이슈가 형성되고 변화한다(박정의, 2004). 프레이밍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 미디어들이 어떻게 프레임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
건이라도 사회적 현실과 의미가 달라진다(고영신, 2008).
미디어는 외국 문화수용 과정에서 대항, 갈등, 잠식, 훼손 등의 부정적인 프
레임을 통해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한류가 인기를 끌자, 중국의 문화적 자존심, 한·중 역사문제와 문화갈등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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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중국 언론에서 항(抗)한류 보도가 이어졌다(강
내영, 2008). 한국사회가 일본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
데는 한국 언론의 적대적 보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Yasumoto, 2009).

외국문화 수용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한류 기
사의 프레임을 분석한 것들이 있다. 한류에 대한 한국과 중국·일본 언론의 프
레임은 자국 중심적으로 구성된다. 일본에서의 한류 현상에 대해 일본 언론은
일본 여성들이 미남 배우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팬덤 현상으로 정형화시켜 의
미를 축소한 반면 한국 언론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아시아 공동체 논의
로 확산시켰다(Hayashi & Lee, 2007). 중국 내 한류에 대해 중국 언론은 소극적
인 자세에서 객관적인 보도를 한 반면 한국 언론은 한류를 사회적 트렌드로
보면서 과장해서 주관적으로 보도했다(김범송, 2008). 중국 언론은 한류에 대해
수출 첨병, 한국 이미지 향상 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한류 핵심은 중국 문화유
산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신진호, 2005).
외국 언론의 한류 기사 프레임을 보면 정부 정책, 경제적 움직임, 문화적 관
심, 문화 수용과 충돌 등 다양한 관점이 강조된다. 외국 문화 수용은 정치, 경
제,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일본·미국·프랑스 등의
언론이 보도한 한류 기사에서는 정책, 경제, 문화적 흥미, 부정적 경계, 비교
경쟁 등 5개의 프레임이 추출되었다(유세경 외, 2012; 유세경, 이석, 정지인,
2012; 정수영, 유세경, 2013). 중동 언론의 한류 기사에서는 정책, 경제, 문화적
흥미, 성공, 비판, 문화교류 등 6개의 프레임이 나타났다(오대영, 2014).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미국 언론에서는 한류에 대해 문화적 교류, 갈
등, 흥미ㆍ호기심, 근접반응, 원인ㆍ결과 프레임이 두드러졌던 반면, 중국 언론
에서는 비용ㆍ효과, 비교, 일화적, 영웅적, 타자, 단순정보 프레임이 많아서 국
가에 따라 언론의 한류 수용태도는 달라지기도 한다(최수진, 2014). 외국문화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문화산업이나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
다. 크래그 외(Craig, Greene., & Douglas, 2005)는 세계 영화시장의 절대 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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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화라는 사실을 들어 영화시장 개방의 산업적 폐해를 지적했다.

4) 정보원
언론이나 기자는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알
수 없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하려는 분야의 정보원으로
부터 정보를 얻어 보도를 하게 된다. 정보원은 ‘실명이나 익명 형태, 직접 또는
코멘트, 문장 방식으로 정보나 의견을 주는 개인’으로 정의된다(Sumpter &
Braddock, 2002). 그래서 언론 기사의 중요한 내용들은 정보원이 전달하는 정보
로 구성된다(이건호, 고홍석, 2009). 정보원은 특정 이슈에 대해 대변자 역할을
하고, 미디어의 보도 프레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사에 등장한
정보원들을 분석하면 이슈의 특성을 해석하는데 유용하다(김성해, 김경모,
2010).

언론은 일본 문화개방과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의제형성 과
정에서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언론이 의미 구성을 하기에는 국민 여
론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슈의 경우 정보원은 언론 보도에서 중요한
완충 역할과 함께 해석자 역할을 수행한다. 터크만(Tuchman, 1978)의 지적대로
언론은 사안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판을 피해가는 도구로 정보원을
활용한다.
이슈에 관련된 정보원은 많은데,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이 보도에 자주 나타
난다. 전문가, 권력기관, 사회단체, 기업, 일반인 등의 순으로 신뢰도가 높다(이
건호, 고홍석, 2009). 가장 중요한 정보원은 대통령이며(Wanta, Golan, & Lee,
2004), 공무원(Armstrong & Nelson, 2005), 유력 정치인(Wanta & Foote, 1994), 사
회단체(Cobb & Elder, 1971) 등도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또 기자들은 자신의 언
론관이나 중시하는 프레임에 적합한 정보원을 더 선호한다(Fico, Ku, &, Soffin,
1994). 정보원은 정보 제공 이외에도 정보 해석, 기자와의 논의를 통해 기사 의
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Sumpter & Braddock, 2002).
외국문화에 대한 보도에서도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정보원은 외국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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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그 사회의 주요한 입장을 나타내며, 때로는 언론이 이들을 통해서 자신
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유세경 외(2012)의 연구에서는 정보원을 자사 취재
원, 자국 미디어, 외국 미디어로 분류했는데, 중국의 인민일보는 외국 미디어
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지 않은 반면 경화시보는 외국 미디어를 비교적 많이 활
용해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3.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사회적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도 태도, 보도 프레
임과 프레임 구성내용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사건의 주요 이
슈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한다. 일본 대중
문화 개방 역시 개방하기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개방정책이 시행된 이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논의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 내용도 시기
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에 대한 보도태도와 보도 프레임, 프레임 구성내용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
라졌는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1: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수용태도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1-1: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1-2: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시기
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1-3: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프레임 구성내
용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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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미치는 영향은 문화 장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언론의 수용태도 역시 문화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문화 장르별
로 한국 언론이 많이 나타낸 보도태도와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고, 이것들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면 한국 언론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에 대한 수용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연구문제2: 장르별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수용태도는 어
떠한가?
연구문제2-1: 장르별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
는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2-2: 장르별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
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2-3: 장르별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프레
임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2-4: 장르별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프레
임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 언론은 가능한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해석하게 된다. 여러
정보원 가운데 한국 언론이 중시하는 정보원은 개방 이슈의 방향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한국 언론은 이들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전달한다. 특히 일본 대
중문화 개방은 한국 정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한국 정보원의 역
할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언론이 중시한 정보원들을 분
석함으로써 한국 언론의 수용태도를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문제3: 한국 언론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 기사에서 중시한 핵심 정보원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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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3-1: 한국 언론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 기사에서 중시한 한국과 일
본의 핵심 정보원 유형은 다른가?
연구문제3-2: 한국 언론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 기사에서 중시한 한국 핵심
정보원 유형은 시기별로 다른가?

2) 연구방법
(1) 분석기사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3년 2월25일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 15주년째가
되는 2013년 10월20일까지 20년 8개월 동안 보도된 기사들을 분석했다. 분석
시기는 개방 단계에 맞춰 세 시기로 구분했다. 1993년 2월25일부터 1차 개방
전날인 1998년 10월19일까지를 ‘개방 이전’, 1차 개방부터 4차 추가개방이 끝
난 2003년 12월30일까지를 ‘개방 시기’, 그 이후부터 개방 15주년이 되는 2013
년 10월20일까지를 ‘개방 이후’로 규정했다. 분석 유목의 시기별 차이는 교차
분석으로 알아보았다.
한국 언론의 수용태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기 위해 전국 중앙지와 경제지,
그리고 3대 지상파 방송국을 분석대상으로 정했다. 전국 중앙일간지는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등 10개, 경제일간지는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4개, 지상파 방송국은 KBS,
MBC, SBS 등 3개이었다.
분석 기사들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
는 미디어 포털사이트인 미디어가온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란 단어로 신
문과 방송의 기사를 검색했다. 그리고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
사 아카이브에서 추가 검색을 했다. 중앙일보 기사는 기사 숫자가 적어서 분
2)

2)

분석 기간은 개방 이전이 약 5년8개월, 개방 시기가 약 5년2개월, 개방 이후가 약 9년10개월이
다. 개방 이후 기간이 2배 정도 길지만, 개방 이후 한국 언론의 수용태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근까지로 확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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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국 중앙일간지 9개, 경제일간지 4개, 지상파 방송 3개 등 모두 16개 언론
에서 총 1367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전국 중앙지 80.4%(n=1099), 경제지
13.9%(n=190), 방송 5.7%(n=78)이었다. 매체별로는 경향 8.6%(n=118), 국민
7.5%(n=103), 동아 11.3%(n=155), 문화 6.4%(n=88), 서울 7.5%(n=102), 세계
10.4%(n=142), 조선 11.3%(n=154), 한겨레 7.6%(n=104), 한국 9.7%(n=133), 매
일경제 4.0%(n=54), 서울경제 1.8%(n=25), 한국경제 4.5%(n=61), 헤럴드경제
3.7%(n=50), KBS 2.0%(n=28), MBC 1.5%(n=21), SBS 2.1%(n=29)이었다.
시기별 기사량은 개방 이전 28.4%(n=388), 개방 시기 52.0%(n=711), 개방 이
후 19.6%(n=268)이었다. 개방 시기에는 한국 언론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나, 개
방 이후에는 분석 기간이 두배로 늘었음에도 기사량이 크게 줄어 언론의 관심
이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홍, 김춘옥(2004, 56쪽)의 분류 방식을 토대로 기사 종류를 분류한 결과
스트레이트 39.6%(n=541), 해설 8.1%(n=111), 르포 1.8%(n=24), 사설·오피니언
16.4%(n=224), 인터뷰 5.5%(n=75), 기획 16.7%(n=228), 화제 9.2%(n=126), 단순
정보 2.8%(n=38)이었다. 사실 전달에 중점을 두는 스트레이트와 단순정보의
비율이 42.4%로 많았지만, 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기획기사와 의견을 전
달하는 해설, 사설·오피니언의 비율도 41.2%로 높았다. 한국 언론은 일본 대중
문화 개방이 갖는 의미를 중시해서 깊이 분석하는 동시에 주관적인 의견을 많
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4)

북한이 2012년 6월 7일과 9일 중앙일보의 관리자 PC와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많은
자료들을 삭제했다(연합뉴스, 2013.1.16.). 그래서 충분한 기사를 확보할 수 없었다.
4) 윤석홍, 김춘옥(2004, 56쪽)은 신문과 방송의 기사 형식을 스트레이트, 해설, 스케치, 기획, 리포
트, 가십, 인터뷰, 속보, 논평, 기타 등으로 분류했다. 이 연구에서 분류한 기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스트레이트는 6하 원칙에 따라 사실 위주로 쓰고, 해설은 스트레이트를 보충 설명한다.
르포는 특정 장소나 행사를 이야기 중심으로 전하고, 사설·오피니언은 언론사나 개인 필진의
주관적인 입장을 전달하며, 인터뷰는 대화 등의 형식으로 쓴다. 기획은 일정 주제를 정해 보도
하며, 화제는 흥미위주로 쓰며, 단순정보는 간단하게 사실만 전달하는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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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유목과 유목별 정의
① 보도태도
보도논조를 뜻하는데, 통상 긍정, 부정, 중립 등 셋으로 분류한다(최원석, 반
현, 2006). 긍정은 우호적이고, 부정은 비판적인 논조를 나타낸 경우이다. 중립
은 가치 평가보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데 치중한 경우이다. 기사의
제목과 첫 문장, 끝 문장이 중요한 판단 근거이었지만, 논조가 모호하면 기사
전체의 맥락을 보고 결정했다. 긍정, 부정적인 논조가 섞여있으면 더 강조된
쪽으로 정했지만, 비슷하면 중립적인 논조로 간주했다.
5)

긍정: “일본 대중문화 전면 개방 7년, ‘큰 걱정’은 없었다”(헤럴드 경제, 2011.12.14.)
부정: “일본영화 3차개방 ‘무역 역조현상’”(세계일보, 2000.10.20.)
중립: “일본 대중문화 상륙 10년… 장르별 희비”(서울경제신문, 2008.3.25.)
② 프레임과 구성내용
외국 문화가 유입되면 현지 사회에서는 외국문화에 대한 흥미, 정책적 대응,
산업 변화, 긍정 평가, 마찰 등 여러 현상이 발생한다. 외국 언론의 한류 보도
연구(유세경 외, 2012; 유세경, 이석, 정지인, 2012)를 참조하면서 귀납적인 방
식으로 문화적 흥미, 문화산업, 문화수용, 문화거부, 처방 등 5개의 프레임을
추출하였다. 같은 프레임이더라도 구성하는 세부 내용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
을 수 있고, 이를 분석하면 프레임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임마다 2~3개씩 총 14개의 구성내용을 추출했다(<표 2>).
6)

기사의 제목, 첫 문장, 끝 문장에는 프레임 도구로 알려진 핵심 내용들이 있어서 프레임을 결정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de Vreese, 2004).
6) 기사에서 특정 프레임이 많더라도, 프레임 구성 내용에 따라서는 기사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비교한 연구(오대영,
2011)에서는 양국 신문에서 모두 책임 프레임이 많았지만, 구성내용에서 한국 신문은 일본에
대해 책임이 있는 행동을 더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많은 반면 일본신문에서는 일본정부가
과거사 해결 등 책임이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장 중시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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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레임과 구성내용
프레임

문화적 흥미
문화산업
문화수용
문화거부
처방

구성 내용

일본 대중문화 내용
일본 대중문화 행사
일본 대중문화 인물
일본 대중문화산업의 한국진출 동향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대응
한국 대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한·일간 교류·이해 확대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자신감
한국사회에 나쁜 영향
한국 대중문화산업에 피해
과거사 문제로 거부
한국 대중문화산업에 제언
일본 정부에 제언
한국 정부에 개방피해 대책 촉구

가. 문화적 흥미 프레임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 흥미위주로 보도한 기사들이다. 일본 대중문화
내용, 일본 대중문화 행사, 일본 대중문화 인물 등 3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영화 등 콘텐츠를 소개하고, 행사는 일본 가수의 한국 공연 등 행사 소
개에 중점을 둔 기사이다.
일본 대중문화 내용: “[일본대중문화 개방] 10여 편. ‘어떤 영화 들어오나’”
(한국경제신문, 1998. 10.21.)
일본 대중문화 행사: “日록그룹 ‘차게&아스카’ 잠실공연”(동아일보, 2000. 8.27.)
일본 대중문화 인물: “국내 첫 일어 공연 록밴드 ‘튜브’”(조선일보, 2003.12.30.)
나. 문화산업 프레임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관련한 한·일 산업계의 동향을 다룬 기사이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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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의 한국진출 동향,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대응 등 2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일본 대중문화산업의 한국진출 동향에는 일본 정부나 기관이 이
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국 대중문화산업 대응에는 일본 대중문화 수
입, 한국의 일본 진출 등 여러 움직임이 포함되었다.
일본 대중문화산업의 한국진출 동향: “‘일본말 앨범 팔겠다’ 日가수 줄이어”
(매일경제신문, 2003.12.29.)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대응: “연예인들 왜 일본으로 몰려가나 / 日열도 한국 연예인에
홀렸다”(문화일보, 2004.8.7.)
다. 문화수용 프레임
개방 이전에는 개방에 긍정적이고, 개방 이후에는 한국에 이익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한·일간 교류·이해 확대,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자신감 등 3개로 구성되었다. 경쟁력 강화는 한국 대중
문화산업이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한·일간 교류·이해 확
대는 양국 국민들의 왕래 증가, 양국 대중문화산업의 협력 확대, 한국사회에
서 일본 문화 이해 움직임 확산 등의 내용이다.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자신감
은 피해가 예상보다 적어서 안도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내용에 관한 기
사이다.
한국 대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일본 대중문화 개방 13년, 한류 역수출”
(KBS, 2011.3.1.)

한·일간 교류․이해 확대: “’활발한 문화교류가 양국이해 지름길’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서울신문, 2003.9.17.)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자신감: “대중음악-음반시장 ‘日流열풍’ 우려가 기우로”
(세계일보, 20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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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거부 프레임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반대하거나, 개방 이후에는 한국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해당된다.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한국사회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문화적 측면’, 한국 문화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산업적 측면’,
과거 일제 침략으로 인한 정서적 거부감이라는 ‘역사적 측면’ 등 3개로 구성되
었다.
한국사회에 나쁜 영향: “日대중문화 전면개방 땐…日성인프로 국내안방 노출 우려”
(동아일보, 2002.6.29.)
한국 대중문화산업 피해: “日대중문화 전면 개방하면 국내수익 최대 356억 감소”
(조선일보, 2000.6.7.)
과거사 문제로 거부: “교과서재수정안될땐문화추가개방어려워/김한길문화밝혀”
(한겨레신문, 2001.5.4.)
마. 처방 프레임
현실적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받아들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기사이다. 비판적인 수
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 일본 대중문
화 표절 중지 등 개선점을 제언한 내용, 일본 정부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 등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촉구한 내용, 한국 정부에 청소년 보호와 문
화산업 지원확대 등 정책적인 대책을 촉구한 내용 등 세 개로 구성되었다.
한국 대중문화산업에 제언: “풍자와 표절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한국일보, 1998.12.21..)
한국 정부의 개방피해 대책 촉구: “여야, 日 대중문화 개방 대책마련 촉구”
(세계일보, 2000.7.15.)
일본 정부에 제언: “진정한 이웃으로 가는 길(1) 한·일의 2005년”(문화일보,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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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장르
영화, 음악, 만화, 방송 등 4개로 구분했으며, 게임 등 나머지는 기타로 구분
했다. 특정 장르의 기사만을 분석했으며, 특정 장르를 언급하지 않거나, 여러
장르가 혼합된 기사는 장르별 분석을 하기 어려워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기사 1367개 중 52.0%(n=711)가 특정 장르의 기사이었다. 장르별 기사량
은 영화 34.2%(n=243), 음악 27.8%(n=198), 만화 11.3%(n=80), 방송 12.2%
(n=87), 기타 14.5%(n=103)이어서, 영화와 음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④ 핵심 정보원
핵심 정보원은 기사에 등장한 여러 정보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정보원을 뜻한다. 핵심 정보원 유형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무원, 정치인,
문화예술인, 문화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으로 구분했다. 그 밖에는
기타로 분류를 했다. 공무원에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정치인에는 국회의원
과 정당 관계자, 문화예술인에는 음악인과 영화인 등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인사, 문화산업계에는 문화 관련 경제활동을 하는 인사가 포함되었다.
(3) 코더 간 신뢰도
개방시기와 개방 이후에 보도된 기사 969개의 약 10%인 100개의 기사를 시
기별로 나눠 무작위로 추출했다. 그리고 2013년 7월에 수도권 대학에서 신문
방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 목적과 코딩 방법을 충분히 알려준 후에
연구자와 함께 각각 코딩작업을 했다.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수정 작업을 한
결과 항목별 신뢰도는 91~94%이었다. 이를 토대로 나머지 표본에 대해선 연
구자가 코딩 작업을 수행했다.
7)

7)

홀스티(Holsti) 공식은 2M/(N1+N2)다. 코더간 신뢰도 수준이 85~95%이면 연구자는 원하는 수
준 이상으로 도달했다는 확신을 갖고 계속 조사할 수 있다(Riffe,, Lacy,, & Fico, 1998/2001, 214
쪽). 보도태도는 92%, 보도 프레임은 91%, 장르는 94%, 정보원은 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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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1)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수용태도
‘연구문제1’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수용태도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1’은 일본 대중문
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
는 것이다. 전체 1367개 기사에서는 중립 56.4%(n=711), 부정 23.6%(n=323), 긍
정 20.0%(n=273)이었다. 한국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보도했으나, 부
정적 태도가 긍정적 태도보다 약간 많았다.
시기별로는 세 개 시기에서 모두 중립적 태도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
만,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 태도는 증가하고, 부정적 태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χ²=43.294, df=4, p=.000). 개방 이전에는 긍정 10.8%, 부정 27.3%였으
나, 개방 시기에는 긍정 21.2%, 부정 24.8%이었으며, 개방 이후에는 긍정
29.9%, 부정 15.3%이었다(<표 5>).
<표 5>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시기별 보도태도 차이(%)
시기

긍정적
42(10.8)
151(21.2)
80(29.9)
273(20.0)
χ²=43.294, df= 4, p=.000

개방 이전
개방 시기
개방 이후
전체

보도태도
부정적
106(27.3)
176(24.8)
41(15.3)
323(23.6)

중립적
240(61.9)
384(54.0)
147(54.9)
771(56.4)

전체
388(100)
711(100)
268(100)
1367(100)

연구문제 1-2’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시
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았다. 1367개 기사의 프레임은 문화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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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흥미 27.4%(n=374), 처방 15.1%(n=207), 문화산업
14.9%(n=203), 문화거부 14.6%(n=199)의 순으로 많았다. 문화수용 프레임이 가
장 많고, 문화거부 프레임이 가장 적어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보도 프레임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χ²=141.125, df=8, p=.000). 개방 이
전에는 문화수용, 문화거부, 처방 프레임이 고르게 분포되어서 개방 정책에 대
한 논란이 부각된 편이었다. 문화수용 프레임이 33.5%로 가장 많았다고는 해
도, 문화거부(24.2%)와 처방(21.1%)프레임을 합치면 45.3%로 문화수용보다 많
아서, 부정과 우려가 더 많았다. 개방 시기에는 문화수용(23.8%), 문화거부
(13.1%), 처방(14.1%) 프레임의 비중이 51.0%로 줄어든 반면 문화적 흥미 프레
임의 비중이 개방 이전의 9.5%에서 32.5%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 언론이 개방
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 대중문화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수용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되었다. 문화산업 프레임도 개방 이전의 11.6%에서 개방 시
기에는 16.6%로 늘어나 개방이 시작된 후에는 문화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
향을 보였다.
개방 이후에는 문화적 흥미(39.6%)와 문화수용 프레임(31.7%)이 크게 늘어나
한국 언론이 개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거부 프레임
은 개방 이전 33.5%, 개방 시기 23.8%, 개방 이후 4.5%로 줄고, 처방 프레임도
개방 이전 21.1%, 개방 시기 14.1%, 개방 이후 9.3%로 감소해 시간이 흐를수록
개방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다(<표 6>).
28.1%(n=384),

<표 6>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시기별 보도 프레임 차이(%)
시기

개방 이전
개방 시기
개방 이후
전체

보도 프레임
문화적 흥미
37(9.5)
231(32.5)
106(39.6)
374(27.4)

문화산업
45(11.6)
118(16.6)
40(14.9)
203(14.9)

χ²=141.125, df=8, p=.000

문화수용
130(33.5)
169(23.8)
85(31.7)
384(28.1)

문화거부
94(24.2)
93(13.1)
12(4.5)
199(14.6)

처방
82(21.1)
100(14.1)
25(9.3)
207(15.1)

전체
388(100)
711(100)
268(100)
13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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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3’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프레임 구성
내용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았다. 전체 1367개 기사 가운데 52
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간단하게 사실만 전달했으며, 1315개 기사에서는
구성내용이 있었다. 문화적 흥미 프레임 기사 374개의 구성내용은 일본 대중
문화 행사(52.9%), 일본 대중문화 내용(34.2%), 일본 대중문화 인물(12.8%)의 순
으로 많았으며, 시기적으로 차이는 없었다(<표 7>).
‘

<표 7> 문화적 흥미 프레임 구성내용의 시기별 차이(%)
시기

개방 이전
개방 시기
개방 이후
전체

일본 대중문화 내용 일본 대중문화 행사 일본 대중문화 인물
14(37.8)
75(32.5)
39(36.8)
128(34.2)

19(51.4)
130(56.3)
49(46.2)
198(52.9)

4(10.8)
26(11.3)
18(17.0)
48(12.8)

전체
37(100)
231(100)
106(100)
374(100)

χ²=3.947, df=4, p>.1

문화산업 프레임 기사 203개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산업 동향(53.7%)이 일본
대중문화산업의 한국진출 동향(46.3%)보다 다소 많았다. 개방 이전과 개방 시
기에는 한국 대중문화산업 대응 기사가 더 많다가, 개방 이후에는 일본 대중
문화산업의 한국진출 동향 기사가 더 많아졌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서 한
국 언론은 두 내용을 비슷한 비중으로 보도한 것으로 해석되었다(<표 8>).
<표 8> 문화산업 프레임 구성내용의 시기별 차이(%)
시기

개방 이전
개방 시기
개방 이후
전체

일본 대중문화산업의
한국진출 동향
20(44.4)
51(43.2)
23(57.5)
94(46.3)

χ²=2.530, df=2, p>.1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대응

전체

25(55.6)
67(56.8)
17(42.5)
109(53.7)

45(100)
118(100)
40(100)
2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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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수용 프레임에서는 384개 기사 가운데 341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
었다. 한·일간 교류·이해 확대(41.3%),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자신감(35.2%), 한
국 대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23.5%)의 순으로 많아서 한·일 우호 증진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개방 이전과
개방 이후에는 이같은 순서대로 나타났으며, 개방 시기에는 한국대중문화산업
의 자신감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9>).
<표 9> 문화수용 프레임 구성내용의 시기별 차이(%)
시기

개방 이전
개방 시기
개방 이후
전체

한국대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22(25.3)
39(23.1)
19(22.4)
80(23.5)

한·일간
교류・이해확대
35(40.2)
64(37.9)
42(49.4)
141(41.3)

한국대중문화산업의
자신감
30(34.5)
66(39.1)
24(28.2)
120(35.2)

전체
87(100)
169(100)
85(100)
341(100)

χ²=3.934, df=4, p>.1

문화거부 프레임 기사 199개 가운데 190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대중문화산업 피해(54.7%), 한국사회에 나쁜 영향(28.4%), 과거사로 정서적
반대(16.8%)의 순으로 많아서 산업, 문화, 역사적 측면의 순으로 더 많이 부정
적이었다(<표 10>). 개방 이전에는 한국대중문화산업 피해(37.6%)와 한국사회
에 나쁜 영향(36.5%)의 내용이 많았으나, 개방 시기에는 한국대중문화산업 피
해(71.0%)가 매우 많아졌다. 개방 이후에는 한국사회에 나쁜 영향(50.0%)은 많
아지고 한국대중문화산업 피해(50.0%)는 개방 시기보다 적어지는 차이를 보였
다(χ²=24.523, df=4, p=.000). 세 개 시기에서 모두 과거사로 인한 정서적 반대
는 적어서 한국 언론의 거부감은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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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문화거부 프레임 구성내용의 시기별 차이(%)
시기

개방 이전
개방 시기
개방 이후
전체

한국사회에
나쁜 영향
31(36.5)
17(18.3)
6(50.0)
54(28.4)

한국대중문화
산업피해
32(37.6)
66(71.0)
6(50.0)
104(54.7)

과거사로
정서적 반대
22(25.9)
10(10.8)
0(0)
32(16.8)

전체
85(100)
93(100)
12(100)
190(100)

χ²=24.523, df=4, p=.000

처방 프레임 기사 207개는 한국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제언(55.6%), 한국 정
부에 정책적 예방책 촉구(34.8%), 일본 정부에 제언(9.7%)의 순으로 많아서 개
방 대책의 우선 책임을 한국에 두고 있었다. 개방 이전에는 한국 정부에 정책
적 예방책을 촉구하는 기사(56.1%)가 가장 많았으나, 개방시기와 개방 이후에
는 한국 대중문화산업계에 제언하는 기사가 많아져서, 개방 후에는 한국 문화
산업계의 해결책을 가장 강조했다(<표 11>).
<표 11> 처방 프레임 구성내용의 시기별 차이(%)
시기

한국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제언
32(39.0)
66(66.0)
17(68.0)
115(55.6)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4(4.9)
10(10.0)
6(24.0)
20(9.7)

한국 정부에 정책적
예방책 촉구
46(56.1)
24(24.0)
2(8.0)
72(34.8)

전체

개방 이전
82(100)
개방 시기
100(100)
개방 이후
25(100)
전체
207(100)
* 기대빈도 5 미만인 셀이 전체 셀의 20%를 넘어서 교차분석의 의미는 없음.

2) 문화 장르별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수용태도
‘연구문제2’는 문화 장르별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수용
태도를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2-1’은 문화 장르별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
한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였다. 특정 장르가 있는
608개 기사의 보도태도는 중립(54.6%), 부정(23.7%), 긍정(21.7%) 순이었다.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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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사실 전달에 치중한 기사가 절반을 넘었으며, 부정적인 기사가 긍정
적인 기사보다 약간 많았다.
영화, 음악, 만화, 방송 등 4개 장르별로 보면 영화는 중립(57.6%)> 긍정
(21.8%)> 부정(20.6%), 음악은 중립(57.1%)> 긍정(24.2%)> 부정(18.7%), 만화는
중립(45.0%)> 부정(36.3%)> 긍정(18.6%)>, 방송은 중립(49.4%)> 부정(32.2%)>
긍정(18.4%)의 순으로 많았다(<표 12>). 4개 장르에서 모두 중립적 태도가 가
장 많았지만, 영화와 음악에서는 긍정이 부정보다 더 많았고, 만화와 방송에서
는 부정이 긍정보다 상당히 많아서 차이가 있었다(χ²=14.819, df=6, p<.05).
<표 12> 대중문화 장르별 개방에 대한 보도태도 차이(%)
장르

긍정적
53(21.8)
48(24.2)
15(18.8)
16(18.4)
132(21.7)
χ²=14.819, df=6, p<.05

영화
음악
만화
방송
전체

보도태도
부정적
50(20.6)
37(18.7)
29(36.3)
28(32.2)
144(23.7)

중립적
140(57.6)
113(57.1)
36(45.0)
43(49.4)
332(54.6)

전체
243(100)
198(100)
80(100)
87(100)
608(100)

연구문제 2-2’는 문화 장르별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
도태도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았다. 4개 장르에서 모두 개방
이전과 개방 시기에는 부정적 태도가 긍정적 태도보다 많았지만, 개방 이후에
는 긍정적 태도가 더 많아졌다.
영화는 세 개 시기에서 모두 중립적 태도가 가장 많았다. 개방 이전과 개방
시기에는 부정이 긍정보다 다소 많았고, 개방 이후에는 긍정이 부정보다 많아
졌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긍정적 태도가 개방 이전 12.9%에서
개방 시기 20.3%, 개방 이후 29.0%로 계속 증가해서, 긍정적인 수용태도가 계
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음악은 3개 시기에서 모두 중립적 태도가 절반 이상이었다. 그러나 부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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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개방 이전 27.3%, 개방 시기 23.0%, 개방 이후 3.8%로 계속 줄고, 긍정
적 태도는 개방 이전 12.1%, 개방 시기 20.4%, 개방 이후 40.4%로 계속 증가해
서 한국 언론의 수용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는 개방 이전에는 부정적 태도가 60.0%이고, 긍정적 태도는 4.0%에 불
과해서 개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부정적 태도는 개방 시기
26.1%, 개방 이후 22.2%로 계속 줄어들고, 긍정적 태도는 개방 시기 23.9%, 개
방 이후 33.3%로 증가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방송은 개방 이전에는 중립적 태도가 60.0%로 가장 많았다가 개방 시기에
는 부정적 태도가 43.8%로 가장 많아져, 개방이 시작되면서 우려가 매우 커졌
다. 그러나 개방 이후에는 부정적 태도가 13.8%로 줄고, 긍정적 태도는 개방
이전 10.0%, 개방 시기 14.6%, 개방 이후 27.6%로 증가해서 긍정적인 수용태도
로 변화했다(<표 13>).
<표 13> 대중문화 장르별 개방에 대한 보도태도의 시기별 차이(%)
장르

시기

긍정적
4(12.9)
29(20.3)
20(29.0)
53(21.8)
4(12.1)
23(20.4)
21(40.4)
48(24.2)
1(4.0)
11(23.9)
3(33.3)
15(18.8)
1(10.0)
7(14.6)
8(27.6)
16(18.4)

보도태도
부정적
6(19.4)
32(22.4)
12(17.4)
50(20.6)
9(27.3)
26(23.0)
2(3.8)
37(18.7)
15(60.0)
12(26.1)
2(22.2)
29(36.3)
3(30.0)
21(43.8)
4(13.8)
28(32.2)

중립적
21(67.7)
82(57.3)
37(53.6)
140(57.6)
20(60.6)
64(56.6)
29(55.8)
113(57.1)
9(36.0)
23(50.0)
4(44.4)
36(45.0)
6(60.0)
20(41.7)
17(58.6)
43(49.4)

전체

개방 이전
31(100)
개방
시기
143(100)
영화* 개방 이후
69(100)
전체
243(100)
개방 이전
33(100)
개방
시기
113(100)
음악** 개방 이후
52(100)
전체
198(100)
개방 이전
25(100)
개방
시기
46(100)
만화** 개방 이후
9(100)
전체
80(100)
개방 이전
10(100)
개방
시기
48(100)
방송** 개방 이후
29(100)
전체
87(100)
*χ²=4.243, df=4, p>.1
**기대빈도 5 미만인 셀이 전체 셀의 20%를 넘어서 교차분석의 의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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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3’은 문화 장르별로 한국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어떻게 다른가
를 알아보았다. <표 14>에서 보듯이 장르별로 보도된 프레임의 비중을 보면,
영화는 문화적 흥미(42.8%)> 문화수용(23.5%)> 문화산업(16.0%)> 문화거부
(9.5%)> 처방(8.2%), 음악은 문화적 흥미(51.0%)> 문화산업(27.3%)> 문화수용
(9.6%)> 문화거부(8.1%)> 처방(4.0%), 만화는 문화적 흥미(25.0%)> 문화거부
(23.8%)> 문화산업(21.3%)> 처방(17.5%)> 문화수용(12.5%), 방송은 문화산업
(34.5%)> 문화수용(20.7%)> 문화적 흥미(17.2%)> 처방 (16.1%)> 문화거부
(11.5%)로 차이가 있었다(χ²=78.246, df=12, p=.000). 영화, 음악, 만화에서는
문화적 흥미 프레임이 가장 많아 문화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했지만, 방송에서
는 문화산업 프레임이 가장 많아 산업적인 측면을 가장 중시했다.
장르별로 문화수용과 문화거부 프레임을 비교하면 영화, 음악, 방송에서는
문화수용이 문화거부 프레임보다 많았지만, 만화에서는 문화거부가 문화수용
프레임보다 많았다. 전체적으로 한국 언론은 영화, 음악, 방송에 대해서는 개
방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높게 평가한 반면 만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했다. 4개 장르 중 영화, 방송에서는 문화수용 프레임이 두 번째로 많
아서 수용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문제2-4’는 장르별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 프
레임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았다. 장르별로 주요 특징을 보면
영화, 음악, 방송에서는 문화적 흥미, 문화수용 프레임이 개방 이전부터 개방
‘

<표 14> 대중문화 장르별 보도 프레임 차이(%)
장르

영화
음악
만화
방송
전체

보도 프레임
문화적 흥미
104(42.8)
101(51.0)
20(25.0)
15(17.2)
240(39.5)

문화산업
39(16.0)
54(27.3)
17(21.3)
30(34.5)
140(23.0)

χ²=78.246, df=12, p=.000

문화수용
57(23.5)
19(9.6)
10(12.5)
18(20.7)
104(17.1)

문화거부
23(9.5)
16(8.1)
19(23.8)
10(11.5)
68(11.2)

처방
20(8.2)
8(4.0)
14(17.5)
14(16.1)
56(9.2)

전체
243(100)
198(100)
80(100)
87(100)
60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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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까지 계속 증가하고 처방 프레임은 계속 감소했다. 영화, 방송에서는 문화
거부 프레임이 개방 시기에 많이 증가했다가 개방 이후에는 크게 감소했으며,
음악과 만화에서는 문화거부 프레임이 계속 감소했다. 특히 만화는 개방 이전
에는 문화거부 프레임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개방 시기부터 큰 폭으로 낮아
지고, 대신에 개방 시기부터 문화적 흥미 프레임의 비중이 높아졌다(<표
15>).

전체적으로 장르별 한국 언론의 수용태도를 보면 음악에서 가장 긍정적이
었으며, 다음으로 영화와 방송 장르에서 긍정적이었다. 만화의 경우 전체적으
로 문화거부 프레임이 문화수용 프레임보다 많지만, 개방 이전에는 거부 태도
가 매우 많았다가 실제 개방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
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15> 대중문화 장르별 보도 프레임의 시기별 차이(%)
장르

영화
음악
만화
방송

시기

보도 프레임
문화적 흥미

문화산업

문화수용

문화거부

처방

전체l

개방 이전 9(29.0) 10(32.3) 3(9.7) 2(6.5) 7(22.6) 31(100)
개방 시기 63(44.1) 19(13.3) 33(23.1) 19(13.3) 9(6.3) 143(100)
개방 이후 32(46.4) 10(14.5) 21(30.4) 2(2.9) 4(5.8) 69(100)
전체
104(42.8)
39(16.0)
57(23.5)
23(9.5)
20(8.2)
243(100)
개방 이전 13(39.4) 8(24.2) 1(3.0) 5(15.2) 6(18.2) 33(100)
개방 시기 58(51.3) 34(30.1) 8(7.1) 11(9.7) 2(1.8) 113(100)
개방 이후 30(57.7) 12(23.1) 10(19.2) 0(0)
0(0)
52(100)
전체
101(51.0)
54(27.3)
19(9.6)
16(8.1)
8(4.0)
198(100)
개방 이전 1(4.0)
4(16.0)
3(12.0)
11(44.0)
6(24.0)
25(100)
개방 시기 16(34.8) 12(26.1) 5(10.9) 7(15.2) 6(13.0) 46(100)
개방 이후 3(33.3) 1(11.1) 2(22.2) 1(11.1) 2(22.2) 9(100)
전체
20(25.0)
17(21.3)
10(12.5)
19(23.8)
14(17.5)
80(100)
개방 이전 1(10.0) 6(60.0) 0(0) 1(10.0) 2(20.0) 10(100)
개방 시기 5(10.4) 18(37.5) 9(18.8) 8(16.7) 8(16.7) 48(100)
개방 이후 9(31.0) 6(20.7) 9(31.0) 1(3.4) 4(13.8) 29(100)
전체
15(17.2)
30(34.5)
18(20.7)
10(11.5)
14(16.1)
87(100)
*기대빈도 5 미만인 셀이 전체 셀의 20%를 넘어서 교차분석의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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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은 한국 언론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 기사에서 중시한 핵심 정보
원은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연구문제3-1’은 한국 언론이 일본 대중문화 개
방 기사에서 중시한 한국과 일본의 핵심 정보원 유형이 다른가를 알아보았다.
1367개 기사 중 67.1%(n=917)에서 핵심 정보원이 있었고, 32.9%(n=450)는 단
순 사실 전달, 사설, 해설 등의 이유로 핵심 정보원이 없었다. 917개 가운데 2
개를 제외한 915개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핵심 정보원이었다. 2개는 미국인
이었다. 915개 가운데 한국인이 핵심 정보원인 기사가 85.4%(n=781), 일본인이
핵심 정보원인 기사가 14.6%(n=134)이어서 한국 정보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논의가 한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정보원에서는 공무원(37.8%), 문화예술인(20.4%), 문화산업계(19.6%)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학계(7.3%), 시민·사회단체(6.1%), 정치인(2.0%)은 적었다. 일
본 정보원에서는 문화예술인(59.0%)이 가장 많은 반면 공무원(15.7%)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16>). 한국 언론은 한국에서 정책 결정자인 공무
원과 이해당사자인 문화예술계, 문화산업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으나 수용자
성격이 짙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적게 반영했다. 한국 정치인, 일
본 정부·정치인에 비해 한국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개방정책이 한
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한국 언론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매우 중시
해서 보도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한국 언론이 일본 정보원 가운데 문화예술인
을 가장 중시한 것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외교적 관점보다는 문화적인 관점
에서 보도했음을 시사한다.
‘

<표 16> 한국과 일본 정보원 유형(%)
국적

한국
일본
전체

공무원

정치인

문화
예술인

문화
산업계

295(37.8)

16(2.0)

159(20.4)

21(15.7)

1(.7)

316(34.5)

17(1.9)

*

시민·
사회단체

언론

기타

전체

153(19.6) 57(7.3)

48(6.1)

41(5.2)

12(1.5)

781(100)

79(59.0)

15(11.2)

2(1.5)

14(10.4)

1(.7)

134(100)

238(26.0)

168(18.4) 58(6.3)

50(5.5)

55(6.0)

13(1.4)

915(100)

학계

1(.7)

기대빈도 5 미만인 셀이 전체 셀의 20%를 넘어서 교차분석의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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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3-2’은 한국 언론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 기사에서 중시한 한국 정
보원 유형은 시기별로 어떻게 다른가에 관한 것이다. 한국 정보원이 등장한
기사는 개방 이전 270건, 개방 시기 393건, 개방 이후 118건이었다. 공무원 비
중은 개방 이전에는 전체의 48.9%, 개방 시기에는 37.4%로 가장 높았으나 개
방 이후에는 13.6%로 낮아졌다. 문화예술인은 개방 이전 18.1%, 개방 시기
17.6%에서 개방 이후에는 34.7%로 가장 높아졌다. 문화산업계도 개방 이전
10.0%에서 개방 시기 25.4%, 개방 이후 22.0%로 높아졌다. 시민·사회단체 비중
도 개방 이전 5.6%, 개방 시기 4.1%에서 개방 이후에는 다소 14.4%로 높아졌
다(<표 17>).
한국 언론은 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실행되던 시기에는 정책 추진세력인 한
국 정부를 가장 중시했으나 개방 이후에는 문화예술인을 가장 중시하고, 수용
자인 시민·사회단체의 입장도 더 많이 반영해서 사회·문화 중심으로 변화했다.
문화산업계 정보원의 비중이 세 개 시기 가운데 개방 시기에 가장 높은 것은,
개방이 시행되면서 한국 언론이 문화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동향에 많은 관심
을 가졌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

<표 17> 시기별 한국 정보원 유형
시기

개방
이전
개방
시기
개방
이후
전체
*

공무원

정치인

문화
예술인

문화
산업계

학계

시민·
사회단체

언론

기타

전체

132
(48.9)

6
(2.2)

49
(18.1)

27
(10.0)

21
(7.8)

15
(5.6)

18
(6.7)

2
(.7)

270
(100)

147
(37.4)

9
(2.3)

69
(17.6)

100
(25.4)

26
(6.6)

16
(4.1)

19
(4.8)

7
(1.8)

393
(100)

16
(13.6)

1
(.8)

41
(34.7)

26
(22.0)

10
(8.5)

17
(14.4)

4
(3.4)

3
(2.5)

118
(100)

295
(37.8)

16
(2.0)

159
(20.4)

153
(19.6)

57
(7.3)

48
(6.1)

41
(5.2)

12
(1.5)

781
(100)

기대빈도 5 미만인 셀이 전체 셀의 20%를 넘어서 교차분석의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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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논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 한국 언론이 어떻게 수용을 했는지에 대해 개방
정책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출범 때인 1993년 2월부터 개방 15년째인 2013
년 10월까지의 기간을 개방 이전, 개방 시기, 개방 이후로 분류해서 시계열적
으로 내용을 분석했다. 신문과 방송의 16개 언론사가 보도한 1367개 기사가 분
석 대상이었다.
보도태도를 보면 3개 시기에서 모두 중립적 태도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
았다. 개방 이전과 개방 시기에는 부정적 태도가 긍정적 태도보다 많았지만,
개방 이후에는 긍정적 태도가 부정적 태도보다 많았다. 시기적으로 긍정적 태
도는 계속 증가하고, 부정적 태도는 계속 줄었다. 보도 프레임을 문화적 흥미,
문화산업, 문화수용, 문화거부, 처방 등 5개로 분류했는데, 전체적으로 문화수
용 프레임이 가장 많았고, 문화거부 프레임이 가장 적었다. 특히 세 개 시기에
서 모두 문화수용이 문화거부 프레임보다 많아서 한국 언론은 개방 이전부터
한국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비판적 수용의 성격이 짙은 처방 프레임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수용
태도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 문화거부와 처방 프레임의 기사를 합친 기사의
비중은 개방 이전 45.3%, 개방 시기 27.2%, 개방 이후 13.8%이었다. 문화수용
프레임 비중은 개방 이전 33.5%, 개방 시기 23.8%, 개방 이후 31.7%이었다. 개
방 이전과 개방 시기에는 문화거부와 처방 프레임이 문화수용 프레임보다 많
았고, 개방 이후에는 양상이 역전되었다. 개방 이전에는 비판적인 수용 태도가
매우 강한 반면에 개방 시기에는 이런 태도가 줄어들었으며, 개방 이후에는
긍정적인 수용태도로 변화했다. 문화적 흥미 프레임이 개방 이전에는 매우 적
었으나, 점차 증가해서 개방 시기, 개방 이후에는 5개 프레임 중 가장 많아진
점도 이런 수용태도의 변화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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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이 문화수용 프레임의 구성내용에서 한·일간 우호 증진 효과를 가
장 많이 보도하고, 문화거부 프레임의 구성내용에서는 과거사로 인한 정서적
반대 내용을 가장 적게 보도한 것은 일본문화 개방을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
인 관점에서 접근했음을 의미한다. 문화교류 확대가 가져올 긍정적인 문화외
교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거부 프레임의 구성내용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산업 피해가 세 개 시기
에서 모두 가장 많고, 문화수용 프레임의 구성내용에서는 한국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세 개 시기에서 모두 가장 적어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한국
대중문화산업에는 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으로 우려했
다. 그럼에도 처방 프레임의 구성내용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보다는 한국 대중
문화산업계에 해결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한국 언론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는
관점을 보였다. 문화산업 프레임의 구성내용에서는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대
응에 관한 기사가 일본 대중문화산업계의 한국 진출 동향에 관한 기사보다 많
아서 한국 대중문화 산업계도 일본 대중문화 수입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일본 진출 등의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 적극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이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미래지향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2000년대 세계화 시대에 한국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대 한류가 성공
한 이유 중 하나는 1990년대 한국 정부가 문화시장을 개방하고 한국 미디어
산업을 글로벌 시장 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 국제화 정책을 통해 한국 미디어
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인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yoo,
2008). 한국 정부의 문화개방 정책이 성공한데는 한국 언론의 개방지향적인 태
도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한류의 경쟁력과 열풍도
한국 정부, 언론, 산업계가 단계적으로 일본 문화를 수용하고 확산하고, 융화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촉발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영화, 음악, 만화, 방송 등 4개 문화장르에 대한 보도태도를 보면 개방 이전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국 언론의 수용 태도 변화｜261

과 개방 시기에는 부정적 태도가 긍정적 태도보다 많았지만, 개방 이후에는
긍정적 태도가 부정적 태도보다 많아졌다. 장르별 프레임을 보면 영화, 음악,
방송에서는 전체적으로 문화수용 프레임이 문화거부 프레임보다 많았지만, 만
화에서는 문화거부 프레임이 문화수용 프레임보다 많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영화, 음악, 방송에서는 문화적 흥미, 문화수용 프레임이 세 개 시기에 걸
쳐 계속 증가하고, 처방 프레임은 계속 감소했다. 문화거부 프레임의 경우 음
악과 만화에서는 세 개 시기에 걸쳐 계속 감소했으며, 영화, 방송에서는 개방
이후에 크게 줄었다. 만화의 경우 개방 이후에는 문화수용 프레임이 문화거부
프레임보다 많아졌다. 한국 언론의 장르별 수용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
적으로 변화했으며, 장르별로는 음악, 영화와 방송, 만화의 순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타문화의 방송시장 개방은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기존
문화연구(Craig, Greene, & Douglas, 2005)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 언론에 나타난 핵심 정보원에서는 한국 정보원이 일본 정보원보다 매
우 많았다. 특히 개방 이전과 개방 시기에는 한국 공무원이 가장 많아 한국
언론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 논의와 실행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개방 이후에 한
국 공무원 대신 한국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을 가장 많이 반영한 것은 이미 개
방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일본 대중문화 관련 현장의 모습을 많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의 정보원 선택은 결국 이슈의 상황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뤄진다는 것
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는 문화이론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함의점을 제공한다. 타문화에
대한 미디어의 관점은 초기의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에서 점차 긍정적이
고, 수용적인 태도로 옮겨가는 것이 특징이다(Leong & Lee, 2006). 또 문화적 수
용과정은 문화적 거부나 충격, 문화적 순응, 문화적 적응, 문화적 동화 등의 단
계를 통해 이루어진다(Sussman, 2000). 한국 언론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 과정을
보면 큰 흐름에서는 선행 이론들의 이런 논거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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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언론은 개방 이전부터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보다는 비판적인 수
용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일본대중 문화가 한국시장에 공식적
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개방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거부감이나
적대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 이전부터 한국에 매
우 낯선 새로운 문화가 아니라 음성적 또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보급된 문화이었고, 개방 찬성론도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언론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 태도는 거부나 충격 단계 없이, 순응, 적응,
동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외국의 이질적 문화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문화
적 이해수준에 따라 현지 언론의 초기 수용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한류의 국제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류가 외국에 진
출할 때 현지 정부 정책보다는 현지 문화시장에서의 한류 보급 정도가 현지
언론의 한류 수용태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진출보다는
인터넷 등을 통해 먼저 보급을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거부와
충돌 단계를 피해 연착륙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수용태도가 개방 이전부터 이후
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장기간에 걸쳐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서 문화의 국가
간 전이과정을 구조적으로 밝혀내고, 문화수용 연구와 문화 프레임 연구 방법
에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언론 보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사회문화적, 경제산업적인 효과와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우리 문화산업과 사회에 미친 영향
을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산업, 사회문화 등 분야별 데
이터를 활용해 심층적인 양적, 질적 분석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한 사회에 많이 보급되면 거부나 문화적 충격의
8)

8)

순응은 부정적인 유인가성이나 경험을 줄이고, 긍정적인 유인가성을 늘리는 쪽으로 인식과 행
동을 변형하는 단계이다. 적응은 순응 단계의 긍정적인 결과가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 다른 문화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문화적 동화는 새로
운 문화를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는 단계이다(Sussm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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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거치지 않고 순응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이 연구 결과가 한류의 확산 과
정에서도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하면 문화수용 연구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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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of Japanese Pop Culture and
Acceptance Attitude of Korean Media
: Focusing on News attitude, Frame an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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