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i

退

내
■!

1
9

조선신문학원 50주년
명은 이 겨레의 이상
자유와 평화는 이 나라의 생명
바르고 굳센 붓의 힘으로
역사의 비쥐를굴리나니
보라 세기의 선도자
보라 민중의 대변자
이 집은 기자의 보금자리
자라나 다 하리 내 사명
(이은상 작사 안기영 작곡)

lights are our brethren s idea；
Peace and liberty the life ofthe land.
With force ofpen mi^ity and hard.
Let us all turn the history’ s wheel.

Refrain-Look! We, the Forerunner ofthe ages'.
Look! We, the defender ofthe people.
This is the den ofjournalists cradle
Grow! And strive for the mission ofours!

이 노래는 시인이면서 언론인이었던 노산 이은상이 지은 신문학원가(歌)’
이다. 이은상은 조선신문학원의 원무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지난4월 5일은 바
로 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자양성기관이었던 조선신문학원이 개원(開院)한지
50주년이되는 날이었다.
조선신문학원은 1947년 4월부터 1962년까지 16기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대학장

광복 후 언론인력 양성의 요람이 되었으며 정규 대학에 언론학을 정착시키는
주춧돌을 놓았다. 그러나 이 학원은 I960년대 초에 폐쇄되고 말았으므로 올해

신문학원 제5기 졸업식(1952년 11월 8일). 피난시절 임시교사로 쓴 부산 영도의 부산•끙과
학원 건물(사진 오른쪽) 앞에서. 맨 아래 왼쪽 끝이 강대원 사무국장, 한사람 건너가 최 준.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가 곽복산,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홍종인 선생.

가 50주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으며무런
기념행사도 없이 지나가고 있다.

다고 즉석에서 승낙했다.
김학수 교수가 내게 백낙준 박사께 관한 논문을 써 보

나는지난 1995년 12월에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

라고 말한 것은 나의 발표 내용 가운데 백낙준 박사와 관

과 언론학연구’ 라는 제목으로 조그마한 책을 낸 바 있다.

련된 내용i 흥미를 느낀 때문이었다. 연세대학 출신인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가 발행하는 먼론학 논선’ 제

김 교수는 물론이고 연세대학의 백낙준 박사 기념사업회

9권으로 출간된 것이다.

에서도 백 박사가 조선신문학원의 운영에 참여했었다는
것과 50년 전에 국내 최초로 연세대학께 신문연구실을

백낙준과 언론

설치했던 사실은 몰랐던 것이다.

내가 조선신문학원에 관심을 가진 것은 오래 전부터였

나는 김 교수에게 백 박사는 조선신문학원과 관련이

다. 그러나 마땅한 계기가 없어 본격적인 연구에는 착수

있을 뿐 아니라 장준하의 '사상계’ 발행에도 큰 도움을 준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1995년 3월 25일에 서강대

사실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상계는 원래 장준하께 앞서

학교 언론문화연구소에서 연구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다.

백낙준이 문교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문교부의 산하기

그래서 나는 그 동안 모아둔 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발표

관이었던 국민사상연구원에서 발행한 ■사상 이라는 잡지

했는데 연구소의 소장인 김학수(# m ) 교수가 내 발표

가그 모체였다.

를 참관한 뒤에 두 가지를 제의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백낙준과 언론에 관한 논문을

하나는 이 내용을 보완하여 ‘언론학 논선’ 으로 출판하

집필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히는 작업은

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세대학교

나로서도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연세대학교 신문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께 관한 논문을 따로 한편 더 발

방송학과에는 훌륭한 교수들이 많은데도, 그 학교를 상징

표할 수도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두 가지를 다 하겠

하는 인물인 백낙준과 언론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연세

대학께 신문연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연세대학과는 관
계가 없는 내가 밝혀낸다는 이유로 더욱 재미가 있었다.

신문과학연구소의 본부는 서울 남대문로 2가 135번
지 남한(南漢)빌딩에 있었고, 연희대학 안에 신문연구실

백낙준이 조선신문학원의 운영과 사상계의 발행에 관

을 두어 주요 신문 . 통신사의 간부를 중심으로 대학과의

련을 맺게 된 것은 그의 학문적 배경과도 관계가 있음을

연계를 꾀하는 한편 신문을 비롯하여 라디오, 영화, 보도

논문집필의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그는 1913년부터 중

부문까지 조사 • 연구를 병행하면서 신문기자 양성에 주

국에 유학하면서 중국의 계몽사상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력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남한빌딩은 현재의 롯데

양계초(향 雜 )의 변법자강(變法自S ) 사상을 접하고 그

백화점 자리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국립중앙도서관도 그

가 중국의 정치와 개혁운동에 끼친 영향에 감명을 받았

자리에 있어서 도서관의 옆 건물이었다.

다. 양계초는 한말 우리나라의 언론 사상에도 영향을 미

그런데 연세대학에 신문연구실’ 이 설치되었다는 사

쳤는데 백낙준은 중국유학을 하는 동안에 그를 마음와 스

실은 조선신문학원 개원과 때를 같이하며 1947년 4월에

^으 로 삼있다는 것이다.

창간된 신문평론 34쪽에 실린 광고에 나타나 있다. 이
광2 는남대문구 2가 135번지남한빌딩에 ■신문과학연구

연세대학에 조선신문학원의 ■신문연구실’
백낙준의 박사학위 논문에는 우리나라께 왔던 초기 기
독교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 전개한 문서사업(신문. 출

소’ 의 총무국이 있고 연희대학 구내에 신문연구실이 있음
을 알리고 있다. 신문과학연구소의 총무국은 바로 조선신
문학원의 入胳이기도 했다.

판)을주목했으며 기독교 전파쎄 있어서 출판물의 영향이

초기의 신문학원은 요즘의 언론대학원과 비슷한 위상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나의 아론과도 일

이었으나 희소가치는 더 높았던 기자 양성기관이었다. 그

치하는 것이다.

러기에 신문학원의 학생모집 또는 졸업에 관해서 당시의

백낙준 박사께 관한 논문은 이리하며 이해 5월 "용재

신문에서 기사화해서 보도했으므로 이런 기사들을 토대

와 언론'이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에서 열

로 당시의 교수진과 학원 운영의 실태를 재구성할 수 있

린 세미나께서 발표했고 백낙준 박사의 학문과 사상 이

었다. 그러나 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문에서 이 학원의

라는 논문집에도 수록되었다.

기사를 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신문에 실린 학생

조선신문학원에 관해서는 그 후에 내 나름대로 자료수
집에 힘을 기울며 앞서 말한 책으로 펴내었다. 조선신문

모집 광고를 찾아내어 학원 운영의 흔적을 추적하는 도리
밖에 없었다.

학원은 1946년 1월 초순부터 곽복산(郭福山)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ᄈ )’ 에 실린 언론인의 명단

11명이 모여 조선신문연구소의 창설을 추진하면서 시작

도 조사하여 혹시라도 신문학원 출신이 있는지를 알아내

되었다. 광복된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았던 어수선한 시기

려 했다. 1967년 12월 11일자 관보(제4820호)에는 465

였다. 조선신문연구소는 비판신문’ (편집주간 황했昌)이

개(일간 43, 통신 10, 주간 79, 월간 333)의 언론기관에

라는 주간신문을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1

소속된 언론인 4,503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듬해인

년 동안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하다가 그 해 12월 25

1968년 7월 23일자 관보(제 5006호)에는 411쪽에 이르

일 서울 아서원에서 창립 발기회를 열고 '신문과학연구

는 분량의 기자 명단이 실려있는데 생년월일, 주소, 최종

소 라는 이름으로 정식 발족했다.

학력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최종 학력이 신문학원으로 기

우리나라 죄초의 기자양성기관이었던 조선신문학원은 1947 년 4 월부
터 1962 년까지 16 기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광복 후 언론인력 양성의
요람이 되었으며 정규대학에 언론학을 정착시키는 주뜻들을 놓았다.

재된 사람을 몇명 찾아내었다. 어쨌건 나로서는 정성을
기울여 만든 논문을 책으로 만든 것이다.

도움을 준 신문학원 출신
논문을 작성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분들도 있었다 나
는 신문학원에 다녔던 사람들을 수소문히여 혹시라도 논
문 집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거나 알
려지지 않은 졸업생 가운데 기억나는사람이 없는가를 물
어보았다. 원로 언론인 오소백 선생, 김동철(전 이화여대)
교수, 곽복산 교수의 아들인 곽동성(중앙대학교 교수) 같

제9기(1955년 3월 입학생) 졸업식. 단상에 선 사람은 * 종인.

은 분이 있었으나 별다른 자료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도^

되었던 분들도 있었다.

박소리(中除里 • 본명 하출팟) 선생은 신문학원의 제3
기 졸업생인데 졸업 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제3기 졸

1956년 겨울에 신문학원생들이 서울신문사께서 현장 실
습을 하던 중에 편집국장 고재경(高齊©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진들은 내 잭에 수록했다.

업생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

동아일보의 출판국 국장대우였던 박용윤(朴容* ) 선

었다. 그는 입학시험 문제와 졸업장, 그리고 강의 노트까

생은 신문학원 사진과를 수료한 분이다. 그는 나께게 언

지 가지고 있었다.

론사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신문학원에 관한 논문을 써 보

강대원(姜ᄎS ) 선생은 신문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

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다. 내가 서강대학교에서 발표한

직했던 분인데 1957년 1월 11일에 창립된 관훈클럽에 3

논문을 한 부 전해주었더니 그는 특별히 금일봉을 내놓으

월 8일자로 입회한 초기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부산 피

면서 연구를 독려했다. 연구를지원하는 재단의 연구비나

난 시절에 조선신문학원이 서울신문학원으로 이름을 바

언론 기관의 원고료가 아니라 개인이 주는 연구비를 받아

꾼 후인 1952년 무렵 신문학원 학생들이 부산 영도(影

본 것은 처음이었다. 신문학원의 역사를 밝힘으로써 어떤

島)에 있던 임시교사 부산공과학원 건물 앞에서 찍은 사

특별한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닐텐데 그야말로 순수한

진과 1956년 무렵 대한공론사(The Korea Republic) 정

마 세 서 신문학원의 존재와 역할이 망각되는 것을 안타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 동아방송 뉴스

깝게 여기는 마음에서 연구를 후원하고 나를 격려했던 것

부장과 KBS 심의위원을 역임한 신상현(W K ) 선생은

이다.

I 쁘톤 사,

그래서 내 책의 머리에는 박소리, 강대원, 박용윤 세분

했다. 그러나 신문학원에 관한 내 책이 나올 무렵에는 계

의 도움을 받있음을 밝혀두었다. 그런데 박용윤 선생은

훈모 선생이 은퇴한 뒤였고 자연히 박소리 선생의 소식도

아직도 신문학원에 관해서는 더 밝혀내어야 할 부분이 있

끊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대한언론인회보에 조선신문학

을 것이라면서 그 논문을 퇴역 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한언

원에 관한 내 논문이 실린 것을 보고 박소리 선생께서 연

론인회가 발행하는 '대한언론인회보’ 에 전재할 것을 권

탁을 하신 것이다. 지난 6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유했다. 논문을 보고 자료를 제공할 사람이 나올지도 모

박 선생은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다.

^다 는 것이었다.

그 71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1950년 4월 신문학원 창

이리하며 올해 2월 1일자 ‘대한언론인회보 부터 내 논

립 3주년의 시점에 발행된 ‘조선신문학원 요람 이었다.

문을 전재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신문학원에 관한 의

14쪽의 팸플릿인데 이 학원 3년간의 연혁이 비교적 상세

견이 있거나 자료를 소장한 사람들은 연락해 줄 것을 바

히 기록되어 있고 이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칙을 비

란다는 ‘알람 을 실었다. 박용윤 선생의 예측은 들어맞았

롯하여 강사진, 강좌 과목, 그리고 제 1회와 2회 졸업생의

다. 6월 어느 날 박소리 선생의 편지가 한 장 닐마온 것이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다. 신문학원에 관한자료가 더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독립신문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준비하
기 위해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서재필 선생

박소리 선생과 ‘조선신문학원 요람’

의 유품들을 조사하다가 1947년판 '신문학원 요람 을 발

박소리 선생은 1992년 무렵에 계훈모 선생의 소개로

견했었다. 1995년 12월의 일이었는데 그때는 마침 나의

처음 만났다. 나는 그때 관훈클럽의 출판사업을 맡아 작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과 언론학연구 는 이미 조판까

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관훈클럽에서는 나와 계 선생님이

지 끝낸 상태로 출판사에서 인쇄에 넘기기를 기다리고 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프레스센터 뒤쪽으로 걸어나오면 5

는 중이었다.

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있는 무교동 현대개발산업주식회

그런데 서재필 선생의 유품 속에성 신문학원의 학칙과

사 동관 건물 8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다.

교과과정, 강사진 등이 들어 있는 요람을 발견한 것이다.

이 건물은 현대그룹 소유의 빌딩인데 나와 계훈모 선생은
이 사무실에서 여러가지 출판 사업을 진행했다. 언론 전

며칠만 늦게 찾았더라도 논선에 수록되지 못했을 것인데
참으로 적당한 때에 귀중한 자료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

문잡지 영인작업(철필, 호외, 쩌날리즘, 신문평론)과 기

래서 책을 제작 중인 나남출판사께 연락하여 새로 발견한

자 최병우 평전’ , '한국 방송관계 기사모음’ 같은 책을 펴

교과목을 집어넣었다.1) 독립신문 100주년 기념 "서재필

내는 한편 계 선생의 ■역저 ■한국언론연표’ 제3집과 연표

과 독립신문 전시화’에 관한 전시회 이야기는 신문과 방

의 색인작쉽을 마무리지었다. 기자 정신영’ 도 여기서 만

송 1996년 5월호에 소개한 바 있다.

들었고, 관훈클럽의 사업은 아니었지만 최석채 선생 추모
문집 2권도 이 곳에서 편집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소리 선생이 가지고 나온 요람은 서
재필 선생의 유품에 섞여있던 요람보다 3년 뒤에 발행된

박소리 선생은 이 사무실에 몇번 찾아와서 신문학원

것이었고 더 많은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950년 4월 6일

관련자료를 빌려주셨다. 그 자료들은 6 • 25 동란 때에 자

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께는 신문학원 3주년 개원 기념

료들을 명께 묻어두고 피난을 갔었기에 남아 있었다고 말

식에서 학생들이 교가를 합창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

1967 년 20 주년 기념식 이후 신문학원의 활동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
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2 년 뒤인 1969 년 11 월 중앙대학교에
신문방송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신문학원은 이 연구소에 롭수되었다.

면 신문학원에는 교가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었다.2>

적인 기자와 평론가를 육성하도록 했다.

과연 3주년에 발행된 '요람 에는 교가가 실려 있었다.

신문대학설지를목표로

2년제|

1년제

학ᅵ부|

|전공부

이 요람을 보면 신문학원은 장차 신문대학으로 발전할
것을 목표로 운영중이며, 최고 협의기관으로 이사회 격인
원무위원회®»

정치전공 경제전공 문예전공

신문전수과

보도전수관

員會)를 구성했음도 밝히고 있다. 원

무위원은 곽척산을 비롯하며 개원 이래 3년간 참여해 온

유능한 인재들 배출

교무위원 이순탁(휘
ᅵ
ᅵ
® ), 설의식( » © . 이병기(후*

이와 같이 1950년 4월부터는 정규 대학수준의 학제를

ft) 세 사람과 언론인으로 김동성 (金*® ), 박종화» 觸

마련하고 이 해 6월 11일에 제 5기생의 시험을 실시했다.

和), 이은상(李f財目)을 추가하며 7명으로 구성되었다. 교

그러나 2주후에 6 • 25동란이 일어나 대학으로 발전하려

무위원은 개원이래 강의를 맡아온 전홍진( ^ 1 眞), 임병

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균(彬 _ ) , 김기림( tM 木), 박기준(朴i射变), 강한인(姜
漢仁) 5명이었다.

이리하며 1952년 4월 피난수도인 부산시 남항동(南
jiS ) 2가 1279번지 영도 종점에 있는 부산무선기술학교

1947년 4월부터 수업을 받은 제1기생은 1일 3시간 수

교사를 빌려 서울신문학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다시 문을

업으로 6개월 과정의 전수과(Wᅵ舞斗)였으나제2기생부터

열었다. 전시였으므로 수업기간은 야간 6개월로 축소했

는 1년 수업의 본과생을 모집했는데, 1948년 9월초에 학

고정원은 50명이었다.

제개혁•을 단행하여 본과 2년과정, 전수과 1년과정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수업시간도 하루 5시간으로 늘렸다.

신문학원 졸업생 가운데 알려진 사람들은 더러 있지만
전체적인 명단이 밝혀진 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 요람에

창립 3주년을 맞은 1950년 3월에는 멀지않은 장래에

는 제 1회와 2회 졸업생의 명단도 수록되어 있다. 3기까

신문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또다시 학제를

지의 신문학원 입학인원과 졸업인원은〈
표〉
와 같다. (그

바꾸었다. 새로 제정된 학칙 제1조는 "본 학원은 신문학

이후의 운영 상황은 정진석,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과

과 아울러 정치학, 경제학, 문학에 관한 학술의 이론과 응

언론학연구참조.)

용을 교수함을 목적”한다고 밝히면서 2년제 본과를 단기

제1기 졸업생들 가운데 안정모(서울경제 부사장), 설

의 고급학부(뽈 로 , 1년 전수과를 전공부(W 1 9 로 폭

한준(동양통신 국제국장, 대구 MBC사장), 백광하(동아

을 넓히고 학부에는 정치, 경제, 문예 전공과를 두고 전문

일보 논설위원), 노정팔(KBS 이사장) 같은 사람은 언론

L 엎I t 스^

계에서 크게 활약한 사람들이고, 김영수는 극작가로 대성

연구생을 지도하면서 창립 20주년까지 혼자 버렸다.

했다. 제2기의 김용호(중앙일보 편집위원), 5소백(한국

1967년 4월 3일에는 서울 신문학원 20주년 기념식과 우

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여러신문 사회부장, 부국장),

리나라 언론 선구자 추모강연화 를 신문회관에서 개최하

김정태(한국일보 논설위원), 강두순(대한일보 편집부국

였다. 이 날 기념식에는 공보부장관 홍종철을 비롯하여

장, 합동통신 이사)도 언론인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이월

언론계 인사여러 명이 참석했고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임

준은 50년대에 잡지인으로 크게 성공했다. 윤남한은 중

영신(중앙대 총장)이 곽복산에게 공로 표창장을 수여했

앙대학교 교수로 역사학자로 널리 알려졌다. 언론학 교수

다. 그러나 신문학원은 이 행사를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

로는 김동철(이화여대), 팽원순(한양대), 최종수(팡주대)

리졌다.”

같은 분이 이 학원에서 공부한 분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면 마지막 부분은 수정

20 주년 넘기고 중앙대에 흡수

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1967년 20주년 기념식 이

신문학원은 1956년 4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오랜

후에 신문학원의 활동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문학

숙원이던 신문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단법인체를

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2년 둬인 1969년 11월 중앙

구성하는 동시에 교사를 신축하려는 발기 모임도 가졌으

대학교에 신문방송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신문학원은 이

나 역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후의 학원운영에 관해서는

연구소에 정식으로 흡수되었고 신문학원 출신은 이 연구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과 언론학연구 에 밝혀두었다.

소에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책에는 신문학원의 최후를 다음과 같미 기술했다.

곽복산 교수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직 중이었
으며 새로 설립되는 신문방송연구소의 소장을 맡았으므

1962년 여름 방학 이후에 이 학원도 문을 닫고 말았

로 임영신 총장의 승낙을 받아 신문연구소의 학칙에 신문

으며 곽복산은 청량리 홍릉에 있는 자택에 '사단법인 서

학원 졸업생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에서 졸업증명

울신문학원 사무국’ 이라는 존그마한 간판을 걸고 학원의

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건을 꿈꾸면서 신문주간에는 학원 명의의 행사를 가졌

내가 책을 쓸 때에도 그러한 사실을 들은바 있었기 때

다. 곽복산은 그 후로도 때때로 단기의 신문학 강좌, 신문

문에 중앙대학교의 신문방송학과 교수들에게 문의해 보

사나 방송국 등의 요청에 의한 출장 강의, 그리고 몇몇의

았으나 아무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연구소의 명

〈
표〉신문학원 입학 및 졸업생 현황
입학
1기

47. 4. 5

입학인원

졸업생

정규생 52, 청강생 16

35

졸업식
47.10.22

학제
6개월 전수과

2기

47.10.22

정규생 68, 청강생 약간

39

48. 9.23

1년 본과

3기

48.10.

본과, 전수과 63

19

49.9.10

2년 본과 전수과 1년

52.11.8

보도사진과 신설

52.11.8

부산서 5기생 다시 모집

4기

49.10.

5기

50. 6.

5기

52. 5.

6.25동란으로 수업 못함
전수과 50

*4기생 (서울입학 )파 5기생(서울■부산입학)의 졸업식 부산에서 동시에 가짐.

〈
왼쪽> 학원 창립 10주년 유공자들. 오른쪽부터 곽복산. 전홍진. 백낙준, 이병기. 최준. 〈
오른쪽> 신문기자 아카데미 제1회 강좌: 1954 년 3월 26 일 개
강했다.

칭도 1983년부터는 언론연구소로 바뀌었다. 곽복산 교수

총장님께서는 신문학원을 여기에 흡수하여 주실 것을 쾌

는 1970년 12월에 타계했고, 그 후임 최진우 교수도 타계

히 승낙하시는 규정을 면구소칙( i l ^ 斤則)’ 으로 정하시

했으므로 신문학원 관련 서류를 찾을 길이 없었다.

었^ ^ 다.

그런데 이번에 박소리 선생이 곽복산 교수의 미망인이

1

그리하여 여러분의 ‘신문학원 졸업증명서’ 는 앞으로

며 신문학원 제 기 졸업생인 조매리(itfia ) 여사를 만나

중대 신문연구소장의 명의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969년 11월에 발송한 초청장을 찾아내었다. 이 초청장

부터 여러분은 중대 동문의 일원으로 영구히 남아있게 되

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의 창설과 중대신문 500호

었으며 임총장께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도와 지원

를 기념하여 자축 칵테일 파티를 연다는 내용의 초청장과

을 이낌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말 씀 制 주셨습니다.”

함께 곽복산 교수의 명의로 신문학원 졸업생들에게 보낸
다음과 길이 감회어린 인사징이 있었다.

신문학원을 흡수하며 발족한 신문방송연구소의 발족
기념과 중대신문 500호 기념 자축파티는 1969년 12월 5

■■이제 도라보면 우리나라 신문학교육의 선구적인 역
할은 다하여 왔으며 여러 동학들도 일찍 신문학을 연구한

일 오후 6시 구 신문회관 3층 강당께서 개최되었다. 그러
나 곽복산 교수는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선배구실을 하게끔 되었음을 자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학원의 시대적인 사명은 다한

■ 주

것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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