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버스



서인도 상륙



포르투갈·에스파냐

•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이후, 
식민전쟁 격화

• 1493년 알렉산드르 6세의 중재

• 아프리카에서 500km 동쪽에 경계선
그음 (토르데시야스 조약)

• 이후, 이 선 동쪽에서 발견되는 땅은
포르투갈이, 서쪽에서 발견되는 땅은
스페인이 차지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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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뮤얼 모르스



유선 전신

• ―신이 만드신 것‖

- 구약성서 민수기 23장 23절



“이제 더 이상 오래된 편견이나

적의가 존재할 수는 없다. 새로운
도구가 완성되어서 모든 국가 사이에
생각과 사상의 교환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Briggs & Maverick, 1858)



AP

• 1846년 뉴욕에서 ‗항구뉴스 협회‘ 설립

• 멕시코-미국 전쟁 때 다른 회사도 회원사로

• 2005년 현재 미국 내 5000여 개의 TV 방송국

• 1700여 개의 신문사와 제휴

• 세계 81개소에 해외지사

• 115개국 통신사와 계약

• 4,000여명의 기자들이 뉴스 처리



• 1849년 볼프 통신사 (독일)

• 1849년 아바스 통신사 (프랑스)

• 1851년 로이터 통신사 (영국)



세계시장 분할 협정(국제 협정)

• 언론판 ‘토르데시야스 조약’

• 1870년

• 볼프-중·북부 유럽, 러시아

• 로이터-영연방, 네덜란드, 극동 아시아

• AFP(아바스)-프랑스 식민지와 남부
유럽

• 전세계 통신 사업 독점



언론의 역사 II

鍍金 시대와 革新의 시대



“우리가 신문을 만들 때는 ‘원 세상에’라는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신문을 만든다.”



도금 시대

• The Gilded-Age

• 마크 트웨인의 소설 (1873)

• 남북 전쟁 (1862~1865) 후의 미국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탈피

• 화려한 겉과 달리 부패한 내부

• 황금 만능주의



당시 신문업계는…

• 단가 하락 (6¢ → 1 penny)

• 광고가 제 1의 수입원으로 등장

• 부수 확장

• 독자층의 폭발적 증가

• 대량 인쇄

• 컬러 인쇄



황색 저널리즘

• 1890년대~1900년대초

• ‘뉴욕 월드’와 ‘뉴욕 저널’간의 부수 확장 전쟁

• 애국주의, 선정주의, 사실주의의 복합

• 1880년 이후 10년간 발행 부수 135% 증가

• 1880년 이후 1920년까지는 거의 10배 증가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다.”



퓰리처

1847-1911



• 헝가리 태생의 이민자

• 1878년 세인트 루이스에서 Saint Louise 

Post Dispatch로 본격적인 경영 시작

• 1883년 ‘뉴욕 월드’ 인수-1만부

• 선정적 뉴스와 캠페인으로 전 미국
제일의 발행 부수 자랑



엘로우 키드



퓰리처의 시도들

• ‘옐로우 키드’의 도입

• ‘일요판’의 본격적인 개시

• 부패 추방 캠페인 + 기타 캠페인

• 만평,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적극 활용

• 체육부 신설, 여성면 창설

• 전성기때는 1백만부 판매



최초의 여기자, 넬리 브라이



• 상업성과 공공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 후에 황색주의 및 선정주의 버림

• 1917년 ‘퓰리처’ 상 창설 (2백만 달러)

• 1931년 폐간



20세기 언론왕







시민 케인

• 세계 영화사상 최고의 걸작

• 랜돌프 허스트의 일대기 영화화

• 오손 웰스의 감독 및 연기

– 내러티브 (스토리 → 테크닉 + 메시지)

– 촬영 (딥 포커스, 클로즈 업, 각도, 조명) 





랜돌프 허스트

• 1863~1951

• 금광 재벌 2세

• 1887년 San Francisco Examiner 로 경영
수완 발휘

– 2년 만에 흑자 전환

• 1895년 ‘뉴욕 모닝 저널’ 인수



• 배너 헤드라인 (현란한 표제)

• 천박한 일러스트레이션 + 그림, 컷 다수
소개

• 당대의 유능한 작가들 기용

• ‘옐로우 키드’ 스카우트

• 외신에 대한 호전적인 기사 게재

• 1898년 미.서 전쟁 일으킴













• 1895년 베네수엘라와 영국령 기아나
사이에 일어난 국경 분쟁을 놓고 영국을
극심하게 비난

• 랜돌프 허스트의 ‗뉴욕 저널‘이 애국적
상업주의 고취

• 1897~1898년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 국민들의 반스페인 감정 고조에 앞장



• 1905년 뉴욕 시장에 선출

• 1906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

• 1909년 뉴욕 시장 선거에서 참패

• 여배우 마리온 데이비스 주연의 영화
제작



랜돌프 허스트는…

• ‘미국 최대의 계열 신문사 설립

• 최고 전성기에는 28개 메이저 신문사, 

18개 잡지, 여러 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영화사들



허스트 캐슬

• 1919년 착공, 1947년 완공

• 165개의 방, 15만 평의 정원

• 모든 건축 자재들은 유럽의 고대
건축물들을 해체해서 옮겨와 지음

• 1920년에는 스페인의 한 수도원과 영국
웨일스의 800년 된 성 전체를 사들임

• 1957년 캘리포니아에 기증

• 매년 100만 명이 방문



백악관까지 넘보는 허스트를 풍자한
당시의 카툰



19세기는…

• 신문이 산업으로 성장

•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 기자의 분리

• 의견, 당파 저널리즘의 쇠퇴





아돌프 옥스

• 1858~1935

• 독일계 유태인

• ‘루이스빌 쿠리어 저널’로 수완 발휘

• 1896년 파산 직전의 ‘뉴욕 타임스’ 인수

• 최고 인력, 최신 기술 도입

• 객관성 정립, 정확성, 공평성 확립

• 뉴스와 사설의 분리 시도



• 보수적이고 엘리트적이라는 비판
불구하고 객관적이라는 명성 얻음

•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

• 객관 저널리즘, 정보 저널리즘

•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타임



폭로 언론

• 도금의 시대, 혁신주의와 함께 탄생

• 잡지가 폭로 언론 선도-황색 신문의 후예

• 전 미 대륙에 걸친 철도의 완성

• McClure’s, Munsey, Cosmopolitan





이다 타벨 (Ida Tarbell)

•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

• McCluer’s에서 기업과 정치 부패에

대항해 캠페인 전개

• 1902~1904년까지 록펠러의 비리에
대한 연재 기획물



폭로 잡지는…

• 1893년 경제 불황으로 가격 인하 경쟁

• Mclure’s 25￠ → 15￠

• Cosmopolitan → 12.5 ￠ Munsey 10 ￠

• 아서 코난 도일, 키플링

• 기업 권력과 정치 악 공격

• 기자 위장 취업 후 비리 폭로









Upton Sinclare

• 불행한 가정 환경

• 1906년 ‘정글’로 정육업계의 비리 고발

• T. 루스벨트 → 식품.의약품법 제정

• 1919년 ‘브라스 체크’란 소설에서 매춘
언론이란 용어로 언론계 비난



‘The Jungle’

• 시카고 정육 포장 공장에서 일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소설에서 출발

• 취재 후 출간 시도…모두 비 현실적이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출판 거절

• 어렵게 후원자 만나 출판

• 15만부 팔리며, 17개국으로 번역

• 당시 세계 최대의 베스트 셀러



The Jungle 에서는…

• 유럽산 폐기 처분용 소시지 설명

• 바닥, 보관, 세척 등 공장의 비위생적
환경 고발

• 훈제 처리의 문제



T. 루스벨트

• 폭로 초기에는 탐사 언론인의 열렬한 팬

• 나중에는 몹시 비판

• 좋은 뉴스 등한시 한 채 나쁜 뉴스에만
집중한다는 이유

• 이후 폭로 저널리스트들과의 허니문 청산



20세기는…

• 신문 소유의 체인화, 독점화 심각

• 각국의 조사 위원회 구성
– 미국의 허치슨 위원회 (1947)

– 영국의 왕립 언론 위원회

– 독일의 군터 위원회

– 스웨덴의 언론 위원회

• 신디케이트의 등장과 성장

• 교차 소유의 폐해



체인, 독점화

• 1929년, 70개 체인이 미 전체 발행 부수의 1/3 

장악

• 1970년대에는 12개 체인이 발행 부수의 38%

• 1977년에는 전 미 신문의 60%가 체인 소유

• 1989년 현재 7개 신문 그룹이 80% (발행
부수/신문사 개수는 65%) 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