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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의 단파방송 

 

代珂 수도대학도쿄(首都大学東京) 

 

1. 만주지역의 방송 시설에 대하여 

・방송국 일람（1943년） 

방송국명 콜 사인 

（양방송국 공통） 

킬로사이클 

（제 1방송） 

킬로사이클 

（제 2방송） 

大連중앙방송국 JQAK 760 1065 

奉天중앙방송국 MTBY 885 1250 

安東방송국 TQBK 805 1260 

営口방송국 MTPY 1025 1270 

錦県방송국 MTOY 575 955 

通化방송국 MTTY 1035 725 

新京중앙방송국 MTCY 560 180 

哈爾浜중앙방송국 MTFY 674 1055* 

北安방송국 MTUY 725 1025 

牡丹江방송국 MTGY 745 1015 

佳木斯방송국 MTNY 615 845 

間島방송국 MTKY 1270 785 

富錦방송국 MTQY 1280 - 

東安방송국 MTVY 915 - 

斉斉哈爾방송국 MTLY 835 1075 

海拉爾방송국 MTRY 935 1260 

黒河방송국 MTSY 795 1100 

承徳방송국 MTHY 1280 915 

*제 3방송 1280 

주：만주국에서는 기계상의 제한으로 인해 500KC―1500KC이외는 청취 불가능 

・종전시점까지의 증설 상황 

孫呉（1943 년 12 월 1 일）赤峰（1943 년 12 월 1 일）鞍山（1944 년 9 월 1 일）撫順

（1944 년 9 월 1 일）本溪湖（1944 년 9 월 1 일）吉林（1945 년 1 월 25 일）興安（19

45년 6월 1일）阜新（1945년 7월 15일）1 

・대외방송시설 

  大連중앙방송국（1936년 12월） 

JDY（9925）、JDZ（5710） 

                                                   
1 『満洲年鑑昭和 20年版』、『満洲放送年鑑』昭和 15年巻을 전거로 필자가 정리. 괄호 안은 방송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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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京중앙방송국（1939년 7월） 

MTCY（11775、15200、6125、9545、6035、9665、5830、10065） 

 

2. 단파방송(대외방송)에 대하여 

 ・발단 및 발전 

  만주에서의 대외방송은, 사변 발생에 제하여 장(蔣)정권의 역선전에 대항하기 위해, 

大連방송국의 활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지나에서 신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방어적인 

태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하여, 大連방송국을 폐지하고 新京에서의 단파방송을 

개시하였다. 이 방송은 일, 지, 독, 영, 러, 몽고어를 사용하여, 동아일원, 구주 및 

북미서북지방을 대상으로, 만주의 현상을 바르게 인식시키고자 국제전파전에 참가하여, 

일만(日満)양제국의 엄연한 입장을 전세계에 선양하고 있는데, 대동아전쟁의 발발후 특히 

사상전, 선전전의 유력한 무기로서 그 위력을 발휘 중이며, 시설도 확충하여 북미를 

대상으로 일파장(一波長), 또한 남지(南支), 남양(南洋)을 대상으로 일파장을 증가함과 

동시에, 그 방송시간도 각각 연장하였다.2 

 ・목적, 동기 

 일국에 불리한 뉴스가 날아들면, 일국은 이를 바로 부정할 수단, 혹은 방법, 혹은 

뉴스를 강력한 전파에 실어 응전한다. 아름다운 최고의 음악은 상대국 국민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 방송되며, 충분히 매료되었을 때에 중대 뉴스를 방송하여 상대국의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이다.3 

 ・방송지향지, 시각, 용어 등 

（1） 유럽 대상 방송 11775KC、15200KC   

사용언어: 영어（때때로 독어, 불어） 

방송시간: 일본시간 오전 6:00-6:50 

     GMT（전날）21:00-21:50 

     영, 불, 벨기에, 네덜란드（전날）오후 9:00-9:50 

     독, 이, 덴마크, 폴란드（전날）오후 10:00-10:50 

（2） 북미서부 대상 방송 11775KC、15200KC  

사용언어: 영어 

방송시간: 일본시간 오후 3:30-4:20 

     GMT 6:30-7:20 

     북미서부（전날）오후 10:30-11:20 

     하와이（전날）오후 8:00-8:50 

（3） 극동일원 방송 6125KC 

사용언어: 몽고어（10:30-10：40）, 러시아어（10:40-11:30） 

방송시간: 일본시간 오후 10:30-11:30 

     GMT 12:30-14:30 

                                                   
2 満洲電信電話株式会社編『電々の十年』、p.338、1943년 
3 弘報処放送班「弘報機関としてのラジオ放送」、193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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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양 대상 방송 11775KC、9545KC  

사용언어: 일어, 중국어, 영어 

방송시간: 일본시간 오후 11:50-12:55 

     GMT 14:50-15:55 

     북경/상해/홍콩/필리핀 오후 10:50-11:55 

     싱가포르 오후 10:10-11:15 

     시드니/맬버른（다음날）오후 0:50-1:55 

 ・방송내용 선정 요지 

（1） 만주국의 엄연한 존재와 건전한 약진을 선양하고, 건국정신에 기반한 문호개방, 

민족협화, 왕도낙토의 실상을 소개하고자 함.  

（2） 현하의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국제정의에 입각한 만주국의 확고부동한 태도를 

선양, 강조하고자 함. 

（3） 방공협정 참가국인 만주국의 입장을 천명하고, 그로써 방공의 세계적 의의를 

강화하고자 함. 

（4） 특정지대를 향해서는 적극적인 선전내용을 상당히 포함시키고, 필요할 경우에는 

역선전에 대한 반사적 방송을 고려함. 

＊일, 만, 영, 몽고어 자료의 수집 및 편집은 新京중앙방송국, 러시아어 자료는  

哈爾浜중앙방송국. 뉴스는 대외용으로 편집하고, 「国通」뉴스에서 선정한 것에 홍보처, 

협화회 등에서 작성한 논설적 토픽 등을 더한다.  

 

3. 국제방송에 대하여 

 ・대외방송과의 구별(목적) 

 국제방송이 의도하는 바는 동맹국 제국(諸国)과의 우호친선관계를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다. 그 방법은 상호의 문화와 선의를 전파에 실어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4 

 단파대외방송의 강화와 확충에 따른 성과와 더불어 이제는 세계전파전에 참가하며 

상당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외방송이 주로 대적방송의 성격을 띠고 있는 현재, 

이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동시에 국제방송은 우교국(友交国)을 향한 선전 및 우교국과의 

상호연결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며, 양자가 힘을 합쳐 대외선전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5 

 ・발단 및 발전 

 쇼와(昭和)9년 3월 1일, 미국을 향해 방송된 「황제어즉위대전실황방송」 

 제 1기 

 쇼와 13년, 파시스트당 친선사절단 방일만(訪日満), 만주국에서 우방 이태리에  

동년 가을, 만주국에서 견구사절단(遣欧使節団)의 현지 보고 방송 

동년 9월 21일, 무솔리니수상의 연설이 국제방송으로 처음으로 만주국에 

쇼와 14년, 奉天중앙방송국에서 독일에 「방만(訪満)독일기자단원 시찰담」 

                                                   
4 山根忠治「吾が国放送業務の概況」（二）、『宣撫月報』第 56号、1941년 9월 1일 
5 満洲電信電話株式会社編『満洲電信電話株式会社十年史』、1943년、p.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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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6월 10일, 미국을 향하여「만몽국경분쟁사건에 대하여」 

쇼와15년, 「청취자30만 돌파 특별프로그램」의 일부로 이탈리아, 독일에서 음악 방송 

제 2기 

쇼와 16 년, 이탈리아방송회사와 방송교환에 관한 각서를 교환, 매달 교대로 상대국에 

대한 방송을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함（쇼와 16년은 총 17회 실시） 

만주국건국절 경축방송, 독일국제일 특별방송, 협화회창립기념일 특별방송, 승인기념 

특별방송 등, 독일과 총 9회 

 

제 3기 

쇼와 17년 1월 15일, 만이(満伊)방송협정 정식체결 

쇼와 18년 1월 15일, 만독(満独)방송협정 정식체결 

 

・방송내용의 일례 

만이방송협정체결 1주년기념 교환(交驩)방송（쇼와 18년） 

 1월 15일（送、受）  

 이탈리아 측（가）인사 이탈리아방송협회 이사장 라울 키오델리 

       （나）독창 가극발췌, 베냐미노 질리 

 만주 측 （가）인사 新京중앙방송국 부국장 가나자와 가쿠타로(金澤覺太郎) 

     （나）만주악 「青雲直上」외, 新京음악단 

 2월 27일（受）강연과 군가 「현대전쟁에서의 이탈리아 장사(将士)의 훈공」 

 3월 30일（送）강연과 음악 「전시 만주국 점묘」,「대만주행진곡」외 

 

 만독방송협정체결기념 교환방송（쇼와 18년） 

 2월 10일（送、受） 

 만주 측 （가）인사 바그너 공사, 히로세(廣瀬) 총재 

     （나）강연 「만주국산업의 발전」독일통신사 만레드 베겐캄브 

     （다）녹음 「풍만(豊満)댐 건설실황」 

     （라）관현악「暁雲」, 新京음악단 

 독일 측 （가）인사 呂宜文 공사, 그라스마이어 총재 

     （나）관현악「코리올란」서곡 외, 베를린방송관현악단 

 3월 10일（受）강연「독일과 구주자유전쟁」 

 4월 14일（送）강연과 실황녹음 

 

4. 맺음말 

・만주지역의 방송망, 라디오방송에 의한 공방전 

・대외방송과 국제방송으로 나눈 방송전략 

・전파로 만들어진 「만주국」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