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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의 신,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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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절대 악이 사라진 
가운데 ‘007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미디어 재벌이 
인공위성과 통신망, 신문과 
TV로 세계를 제패하려 
등장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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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역시 2000년에 
개봉된 영화 ‘미녀 
삼총사’에서도 
미디어 황제가 
악당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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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퍼트 머독 

• 1931년 호주 출생 

• 1952년 아버지의 신문사 인수 

• 스캔들, 섹스, 스포츠, 범죄 
기사로 대성공 

• 뉴스 코퍼레이션 회장 

• 뉴욕 포스트, 타임스, 20세기 
폭스 등 전세계 52개국 780개 
이상의 미디어 기업 소유 

• 550년전의 구텐베르크가 
꿈꾸었던 미디어 황제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스 



구텐베르크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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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이란… 

• ‘매일매일 기록한다’는 뜻의 라틴어인 JIURNA 

에서 유래 

• JOURNAL 은 정기 간행물 

• 행위, 주의, 제도, 직 등을 뜻하는 ‘ism’ 이라는 

접미사가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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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인 관심거리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보도하는 행위” 

• 어원만으로 보면 저널리즘은 신문,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는 직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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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지칭하는 영문 용어들 

• Journal 

• Current – 현재 

• Press – 인쇄/인쇄기 

• Gazette – 신문 구입 화폐 단위 

• Daily – 매일 

• Times – 시대 

• Post – 우체국(미국에선 우체국에서 신문 배달함) 

• Mercury – ‘헤르메스’ 신의 로마 이름 

• Dispatch – 파견 

• Express – (말 타고 신문 배달) 

• Herald –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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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 때의 대자보 

 

저자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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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언론사 - 고대 

• (강력한 전제 군주 통치시대)  

 관보 (官報):  

• 로마의 악타 푸블리카 (Acta Publica) 

• 중국 한나라의 저보 (邸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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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I 언론사 - 유럽 

• 상업의 발달, 유동인구의 발생, 가독 인구의 증가 

• 필사 (筆寫) 신문의 등장  

 이탈리아의 가제트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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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시대에 성경을 필사하던 수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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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II: 구텐베르크의 등장 

• 지난 1000년 간 가장 중요한 사건 1위? 

• (1998년 라이프지)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명 

• 영국 BBC가 지난 밀레니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1위로 선정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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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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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영화, ‘토모로우’에서는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뉴욕 시립 도서관의 
책들을 다 불태우는 
가운데 도서관 사서가 
구텐베르크 성경만은 
지키려는 장면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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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베르크 혁명 

• 서양의 근대사 찍음 

• 지식의 대중화 

• 42행 성서…290가지 활자 개발 

• 10만개 활자 주조 

• 당시 유럽의 인쇄책은 수레 한 대분 

• 이후 50년간 3만5천종, 1천만 권 발행 

• 사상의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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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도서 전시회 

• 매년 10월 열리는 

•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 

• 15세기 금속활자의 탄생 이후, 
부흐메세(책 시장)이란 
이름으로 등장 

• 전세계 도서 저작권의 25% 걸 

• 2000년엔 107개국 6887 
출판사, 37만 7000여종 출품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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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동양에서는…? 

• 최초의 금속활자 

• 1234년 직지심경 > 1455년 구텐베르크  

• 영문과 한자의 차이 

• 26개의 알파벳 vs 5만자의 한자 

• 문자 해독의 차이 (문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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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시대의 인쇄기, 프레스 

• 원래 포도를 짜던 
기계 ‘프레스’에서 
어원 탄생 

• 지금은 ‘언론’을 
뜻하는 대명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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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의 인쇄기로 

• 시간당 150부 

• 하루에 2500~3000부 
정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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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년 경의 인쇄소 

• 글자를 심는 식자 
과정에서부터 
인쇄된 종이를 
말리는 과정까지 
모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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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언론은 

• 1609 ‘주간’ 신문 독일에서 간행되기 시작 

• 1622 주간 ‘인쇄’ 신문 영국에서 간행되기 시작 

• 1660 일간지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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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문을 배달하던 순회 판매상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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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 인쇄를 이용한 신문 제작 순서 

• 원고 작성 

• 문선(文選) 작업 

• 식자(植字) 

• 지형(紙型) 뜨기 

• 연판(鉛版) 만들기 

•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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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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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센 프린팅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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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셋 프린터 

각 기계를 거칠 

때마다 색깔이 한 

개씩 더 입혀짐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