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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언론학계에 미국 저널리즘사 연구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발간되는 언론사 전문 학술지 American 

Journalism과 Journalism History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미국 

저널리즘사 연구의 최신 동향은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와 언론의 자유를 강조

하는 언론학 전통 속에서 발전주의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모범적인 언론인에 

한 전기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60∼1970년

 사회사적 전환을 시도한 이래로 인종과 젠더 문제를 다룬 연구가 많이 늘어났

으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사 연구의 특성으로부

터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 및 

언론의 자유에 한 강조, 사회사적 전환 이후 인종과 젠더 등 정치·사회적 문

제에 관한 관심 등은 저널리즘사 연구 풍토가 상 적으로 척박한 한국의 언론학

계에 적지 않은 함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저널리즘사 연구 성과

와 저널리즘 교육 간의 연계가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언

론과 언론인에 해 부정적인 인식이 커져가는 한국에서 언론인 교육 및 재교육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K E Y W O R D S  미국 저널리즘사　•　언론과 민주주의　•　언론의 자유　•　사
회사　•　인종　•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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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 문제와 연구 목적

현  사회에서 중매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크다. 사회적으로 관계의 복잡성과 변화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중

매체가 현실 구성과 담론 형성에 끼치는 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언론은 민주주의 체제가 건전하게 유지·발전하는 데 필

요하다고 여겨지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 때문에 많은 학자들과 시민들

로부터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Asp, 2007; Christians, Glasser, 

McQuail, Nordenstreng, & White, 2009; Curran, 2005; Gans, 2010; 

McChesney, 2012; McNair, 2011; Schudson, 2008). 민주 사회의 시민

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함께 그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제

공하고,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남용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감

시하며, 사회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여 미리 경고해 주는 

등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다른 모든 사회 제도가 그렇듯이 언론 또한 그 역사의 산물이다. 모

든 사회에서 언론을 관리하고 뉴스를 통제·선택하는 현재의 제도와 관

행은 과거의 상황들이 만든 변화의 결과로 존재한다(Roshco, 1975). 로

슈코의 지적은 현재 언론의 성격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기 위해 그것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변모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런 점에서 모든 역사 연구는 과거뿐 아니

라 과거와 현재가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에 

관한 역사 연구 또한 언론이 과거에 겪어 온 변화에 한 이해뿐 아니라 

현재 언론의 성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필

요한 작업이다.

현재 부분의 한국 언론은 중적 상업 언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

다. 중적 상업 언론이라 함은 조직화된 취재 시스템을 갖추고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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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꺼이 상품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규모 독자들(mass audience)의 주목

을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을 말한

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적 상업 언론 형식은 미(Anglo-Amerian)의 

발명품이다(Chalaby, 1996). 보다 구체적으로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사이에 뉴욕과 보스턴 같은 미국 동부 연안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이다.

한국의 언론은 미의 발명품으로서 중적 상업 언론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땅에 유입된 이후 100년 남짓한 세월 동안 

역사적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이유로, 이미 한국 언론

학계에서 이루어졌던 역사 연구의 동향을 정리하고 그 성과에 해 평가

하는 작업(김 희, 2005; 2012a; 문종 , 2015; 이상길, 2005, 2008)이 

꽤 축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저널리즘사 연구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

는 것은 한국의 언론과 저널리즘사 연구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

은 의미를 지닌다. 게다가 그런 작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최근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가 보이

는 경향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그것으로부터 한국의 저널리즘사 연

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 연구 범위와 연구 내용

미국의 경우 중매체와 언론의 역사가 길고 또 그것에 관한 역사 연구

의 양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술논문의 분량으로 그 모든 연구의 동향

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연구 범위와 상

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분석의 혼란과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를 둘러싼 

용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언론사는 ‘journalism history’의 

번역어이기도 하지만, 한국 언론학의 현실에서 ‘언론’이라는 용어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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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언론사라는 용어 또한 다중의 의미

를 지니게 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와 관련하여 김 희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역사적 연구를 관행상 언론

사라고 부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론사는 저널리즘 현상의 역사

에 제한하여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역사라는 의미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언론사로 부르던 것을 커뮤니케이션사로 부르기

를 제안하 다(김 희, 2005). 그리고 이상길 또한 김 희의 제안에 동

의한 바 있다(이상길, 2005). 이 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사, 매체사, 저

널리즘사 등 다중의 의미를 지닌 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언론사라는 

용어가 불러올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저널리즘사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연구의 범위도 자연스럽게 제한이 될 것이다. 첫째, 커

뮤니케이션사나 매체사 연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의 

초점은 저널리즘사에 맞춰질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은 언론

과 중매체의 역사가 매우 길고 그에 관한 역사 연구도 무척 많기 때문

에 모든 것을 학술지 분량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널리

즘사 외에 다른 커뮤니케이션사와 매체사 등에 한 본격적인 소개와 분

석은 다른 연구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분석 시기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으로 한정하

고자 한다.1 1980∼1990년  이전 시기에 한 저널리즘사 메타분석은 

미국 언론학계에서 꽤 많이 이루어져 있다(Covert, 1981; Emery, 1983; 

Marzolf, 1978; McKerns, 1977; Nord, 1988; 1993; Shaw, 1987; Startt, 

1993). 따라서 2000년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저널리즘사 연구 동향은 

이미 축적된 연구들을 통해 접할 기회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제한된 연

구 조건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근 10년간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것

1 접근 가능한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에서 American Journalism에 해 18개월의 엠바고를 

걸어 놓고 있어서 분석 기간을 2014년까지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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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셋째, 분석 상은 미국에서 발간하는 언론사 전문 학술지인 American 

Journalism2과 Journalism History3에 실린 논문으로 삼았다. 이 두 학

술지를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석 상 국가인 미국에서 발간된다

는 점과 그것들이 언론사 전문 학술지라는 점이다. 두 학술지는 모두 커

뮤니케이션 현상, 매체 현상, 저널리즘 현상 모두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다룬다고 하지만 저널리즘사 연구의 비중이 상 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

라서 저널리즘사를 중심으로 미국 언론학계의 역사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분석 상이라고 판단하 다. 그리고 

분석 상 논문은 권두언, 기념사, 기획 논문의 서문, 서평, 인터뷰, 부고

기사 등을 제외한 학술 논문 383편(American Journalism 게재 논문 186

편, Journalism History 게재 논문 197편)이다.

2. 미국 저널리즘사 연구의 동향

1)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의 특성

(1) 언론과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강조

미국의 언론학에는 언론을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사유하는 전통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언론학의 핵심

적인 문제 역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의 역할이며, 부분의 연구

2 1981년 창립한 미국언론사학자협회(American Journalism Historians Association)의 공식 학

회지인 American Journalism은 커뮤니케이션 역사 일반, 저널리즘사, 방송사, 광고사와 PR사, 

미국 외 국가들의 매체사, 그리고 매체사의 이론적·방법론적 이슈를 다루는 언론·매체사 전

문 학술지를 표방하고 있다.

3 오하이오 학교 이 더블유 스크립스 저널리즘 스쿨(E. W. Scripps School of Journalism at 

Ohio University at Athens, Ohio)에서 발간하는 Journalism History는 홈페이지에서 매스 커뮤

니케이션 역사에 관한 모든 주제를 관심 상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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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언론이 식견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의 존재에 어떤 역할을 수

행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Nerone, 2006; 2013; Nevins, 1959; 

Schudson, 1987).

이런 사유의 뿌리는 매우 깊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정신에까

지 사상적 기원이 닿아 있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유명

한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는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언

론의 자유에 해 가졌던 신념은 실로 단한 것이었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한 강조는 저널리즘사 연구에도 큰 

향을 미쳤다. 네론(Nerone, 2006)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역사 연구의 경

향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그중 하나로 민주적 자유에 한 중매체

의 기여를 휘그주의적(Whiggish)으로 기술하는 전통적인 저널리즘사

와 언론 자유의 역사를 연구하는 경향을 꼽은 바 있다.

(2) 모범적인 언론인에 대한 전기적 접근

미국 저널리즘사 연구의 두 번째 특성은 전기적 접근(biographical ap-

proach)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초창기 언론사 연구는 인쇄업자들의 전

기 또는 회고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Brennen & Hardt, 2011; Nerone, 

2010). 인쇄업자들의 전기나 회고록을 작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History of Printing in America의 저자로 유명한 이사야 토마스(Isaiah 

Thomas) 다. 자신이 이미 성공한 인쇄업자이자 출판업자이기도 했던 

그는 사실상 미국 저널리즘사와 저널리즘사 기록보관소(archive)의 창

설자로 평가받는다(Nerone, 2010).

전기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은 저널리즘사 연구가 교육적 실용성

을 갖게 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Nerone, 2010; 2011). 유명한 신문 발

행인들이 저널리즘 스쿨을 설립하거나 거액을 기부하고자 하 으나 선

뜻 나서는 엘리트 학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저널리즘 

스쿨이 법학 학원이나 의과 학원에 비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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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 다. 저널리즘 스쿨에

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여기에 저널리즘사는 매우 좋은 답 중 하나 다. 특정 전문직이 

그들만의 역사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해당 직업 종사

자들에게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서사(narrative)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

다. 그런 역사는 개 해당 직업 종사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장려하

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 직업의 웅들에 관한 이야기는 학생들에

게 닮고 싶은 모범을 제시해 준다. 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윤리적·정치

적 메시지를 제공해 준다. 이런 이유로 저널리즘 스쿨에서 저널리즘사 강

의는 하나의 표준이 되었고, 강의에 사용되었던 교과서는 모범적인 남성 

언론인들에 한 거  서사(grand narrative)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3) 발전주의적 역사관

미국의 저널리즘사는 발전주의적 역사관에 지나칠 정도로 경도되어 있

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Blanchard, 1999; Carey, 1974; 

McKerns, 1977; Nerone, 2006, 2010, 2011). 맥컨스는 발전주의적 역

사(progressive history)를 선과 악의 갈등에 의존하는 역사로 정의하

다(McKerns, 1977). 미국 저널리즘사에서 “선”은 민주주의, 언론의 자

유, 모범적 언론인이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위를 방해하는 것들은 “악”이다. 좋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좋

은 언론은 “선”이며 나쁜 공동체에 기여하는 나쁜 언론은 “악”이다.

오직 역사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한 신문의 성취와 결점에 해 

완전하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으며, 언론과 언론의 선도자에 관한 정

통한 역사 연구는 미국에 있어서 통령, 내각의 관료, 군 장성, 혁신가

와 사업가에 관한 정통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네빈스의 주장도 발

전주의적 역사관의 단면을 잘 보여 준다(Nevins, 1959). 이런 점에서 모

범적인 언론인에 한 전기적 접근은 발전주의적 역사관과 잘 어울린다

(Nero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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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사적 전환

1960∼1970년 에 미국의 저널리즘사학자들은 교육적 실용성에서 벗

어나 역사학에서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사회사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

다(Nerone, 2011). 당시에 사회사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보아 다음의 

세 가지 다. 첫째, 역사 서술 방식 차원에서 그것은 위로부터의(top 

down) 역사에서 아래로부터의(bottom up) 역사로 전환하는 것을 뜻

했다. 둘째, 방법론 차원에서 그것은 사회과학의 분석 도구를 빌려 쓰거

나, 보다 중요하게는 프랑스 아날학파의 전체사(total histories)를 모방

하는 것을 의미했다. 셋째, 연구 상 차원에서 그것은 그동안 배제되었

던 계급, 노동, 인종, 젠더 등의 문제를 연구 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뜻

했다.

결과적으로 저널리즘사가 시도한 사회사적 전환은 실패하고 말았

다(Nerone, 2011). 연구 상의 확장에는 성공하 지만 역사 서술 방식

과 방법론 차원에서는 크게 변화한 것이 없었다. 인종과 젠더 문제를 다

루더라도 여전히 성공한 개인이나 중요한 사건 중심이고, 기록문서(archival 

document)를 정교화하여 그 인물이나 사건에 한 역사적 지식을 쌓아

가는 역사 서술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의 문제점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에 관한 메타 분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

제점들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

체에 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기록문서에 한 접근성 등 연구의 

편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무척 심하다. 그렇다 보니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화, 사진, 책, 음악 등 다양한 매체에 한 역사와 다양

한 저널리즘 현상에 한 연구는 상 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매체뿐 아니라 장르 차원에서도 편식의 정도는 매우 심한 편이다. 

미국의 저널리즘사는 비 뉴스 장르(non-news genre), 즉 엔터테인먼트 

장르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부분의 연구가 뉴스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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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저널리즘은 반드시 뉴스 장르를 

통해서만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심야 토크쇼, 정치나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화 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저널리즘적 기능과 역할은 

적지 않다.

둘째, 연구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다. 미국의 역사학계에

서 기록문서로부터 정교화한 서사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지식의 거

한 탑을 쌓는 역사 서술 방식에 한 신념을 버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Nerone,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사만은 그 신념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사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구술사, 기억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갖는 함의를 다루는 연구가 부족한 편

이다. 역사 서술이 과거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면 그 ‘관계’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입장과 세계관, 즉 이론

의 중요성이 적지 않다. 물론 역사 연구가 반드시 이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이 갖는 구체성은 이론이 범하기 쉬운 

지나친 추상화에 빠지지 않게 해 주는 미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과거의 구체적 인물과 사건에 관한 역사적 정보와 지식만을 추구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사가가 하는 작업은 수많은 진주를 실

로 꿰어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드는 일에 비유될 수 있다. 이때 ‘진주’는 

역사가가 과거에서 발견한 역사적 사실들이고, ‘실’은 역사가가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해 취하고 있는 이론적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가 

이론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론에 해 무관심한 역사 연구 

또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넷째, 문화사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1980년  미국의 역사학계

에 사회사가 크게 유행하 다면 최근의 역사학계에는 문화사가 유행하

고 있다(Nerone, 2010). 그러나 미국의 저널리즘사에는 문화사가 매우 

부족하다. 문화사적 전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역사적 전환은 단순한 

연구 상의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역사철학과 역사관, 그리고 연구 

상과 연구 방법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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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역사관과 실용적 목적, 그리고 제한된 연구 상과 경직된 연구 방

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미국의 주류 저널리즘사에서 문화

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도 모

르겠다.

3. 2000년대 이후 미국 저널리즘사 연구의 구체적 사례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저널리즘사 연구의 성격을 토 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미

국에서 발간되는 언론사 전문 학술지인 American Journalism(이하 AJ)

과 Journalism History(이하 JH)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게재된 논문들을 상으로 연구 상, 연구 방법 등에 한 간략한 분석

을 실시하 다.

1) 전통적인 저널리즘사 연구

(1)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연구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사례로는 1860년부터 1865년까

지 남부 지역 언론의 편집인들이 링컨 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를 통령 선거 당선과 취임 선서, 남북전쟁 개전(開戰), 노예 해방 선언, 

그리고 암살을 다섯 개의 핵심 시점으로 삼아 분석한 연구(Cronin, 2009), 

미국이 제2차 세계 전 종전 후 독일에서 발간한 잡지 인포메이션 불

리틴(Information Bulletin)을 통해 전후(戰後) 독일 민주주의에 미친 

향에 관한 연구(Grieves, 2008)와 1900∼1920년  미국의 혁신주의 

시 에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의 워싱턴 주재 기자이자 정치

평론가 던 찰스 톰슨(Charles W. Thompson)이 미국 정치에 미친 긍

정적인 향에 관한 연구(Fetner, 2011)가 있다. 한편, 2004년 미국 

통령 선거에 미친 블로그의 향력에 주목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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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서 텔레비전이 1948년 전당 회에 끼친 향력을 분석한 연구

(Conway, 2007)는 신문과 보도 내용 중심의 다른 연구들과 매우 차별

적이었다.

(2) 언론의 자유에 관한 연구

2000년  들어서도 언론의 자유에 관한 연구는 꾸준하게 많이 이루어지

고 있었다. 표적으로는 토마스 제퍼슨의 언론 자유 사상에 한 연구

(Mellen, 2009), 1765년 국 정부의 인지조례(Stamp Act)에 맞선 버지

니아 주 인쇄업자들의 투쟁이 언론의 자유에 한 사회적 담론을 확장하

면서 시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과정을 분석한 연구(Mellen, 

2012),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한 미국의 풀브라이트(J. W. 

Fulbright) 상원의원이 국방부의 프로파간다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위

해 투쟁한 과정을 분석한 연구(Cone, 2007),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부에 맞서 1973년 법원 진술문(transcripts)을 입수해 

공개하려는 언론인들의 투쟁 과정을 분석한 연구(Feldstein, 2007), 

1872년부터 1915년까지 산아 제한(birth control) 캠페인 과정에서 벌

어진 성적 묘사에 한 외설 논란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Wood, 

2010)가 있다. 그리고 1960년부터 1989년까지 민권운동에 한 명예훼

손 소송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Edmondson, 2011), 1975

년부터 1981년까지 독립 신문(independent newspapers)과 가계 소유 

신문을 보호하기 위해 애리조나 주 하원의원 모리스 유달(Morris K. 

Udall)이 전개한 투쟁과 뒤따른 미국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독립 언론에 

관한 논쟁을 다룬 연구(Babington, 2013),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해서 

미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 온 역사에 관한 연구(Mathewson, 

2009), 1925년 이래 잡지 뉴요커(New Yorker)가 명예훼손 소송으로

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편집 및 법률 절차를 정비해 온 역사에 

관한 연구(Forde, 2006), 1965년부터 1966년까지 정보 접근권을 두고 

ABC와 나사(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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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 과정을 분석한 연구(Cressman, 2007) 등이 있다.

(3) 모범적인 백인 남성 언론인에 관한 연구

분석 기간 동안 AJ와 JH에서 가장 많이 분석된 백인 남성 언론인은 호레

이스 그릴리(Horace Greeley) 다(Borchard, 2006; Borchard, 2007; 

Borchard, 2010; Stewart, 2012). 그릴리는 1841년에 <뉴욕 트리뷴

(New York Tribune)>을 창간했고, 1834년에는 다른 파트너와 함께 주

간지 뉴요커를 창간하기도 했다. 그는 1856년 새로운 공화당 창당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1872년에는 자유공화당 통령 후보가 되려고 시도

했다가 실패하는 등 당파 신문과 페니 신문의 전환기에 활약했던 전형적

인 언론인 겸 정치인이었다(Eaman, 2009).

그 밖에 UPI(United Press International) 통신의 전신(前身) 중 하

나인 UP(United Press) 등 여러 신문과 통신을 창간하고 소유했던 언론

기업인 에드워드 스크립스(Edward W. Scripps)에 관한 연구(Sheehy, 

2011), 1896년에 <뉴욕타임스>를 인수하여 지금과 같은 권위 있는 정

론지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Eaman, 2009) 아돌프 옥스

(Adolph S. Ochs)에 관한 연구(Porwancher, 2011), 1895년에 <뉴욕 

모닝 저널(New York Morning Journal)>을 인수하여 퓰리처(Joseph 

Pulitzer)의 <뉴욕 월드(New York World)>와 치열한 상업적 경쟁을 

펼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언론 귀족(Eaman, 2009) 윌리엄 허

스트(William R. Hearst)에 관한 연구(Bishop, 2007; Landers, 2013), 

CBS 뉴스 진행자로 미국의 표적인 앵커 중 하나인 월터 크롱카이트

(Walter L. Cronkite)에 관한 연구(Conway, 2014) 등이 있다.

2) 저널리즘의 사회사

1960∼1970년  이후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에 사회사가 유행하기 시

작했다. 2000년  이후 저널리즘사 연구에도 사회사의 전형적인 연구 

상들에 한 역사적 탐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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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연구된 상은 인종과 젠더 문제 으며, 상 적으로 계급과 노

동 문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인종 문제에 관한 연구

흑인 언론(black press)에 관한 연구의 사례로는 1903년 포틀랜드 주 오

레곤 시에서 창간되었던 <디 애드보킷(The Advocate)>에 관한 연구

(Mangun, 2006)와 1830년 부터 남북전쟁에 이르기까지 흑인 언론들

이 흑인의 정치적 리인(political agent)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Peeples, 2008)가 있다.

AJ와 JH에서 2000년  들어 이루어진 흑인 언론인에 관한 연구는 

흑인 언론계를 선도한 언론인에 한 전기적 접근이 부분을 이루었다. 

표적으로 1920년  미국 남부의 저명한 운동가이자 신문 발행인이었

던 <휴스턴 인포머(Houston Informer)>의 클리프튼 리차드슨(Clifton 

F. Richardson)에 관한 연구(Cronin, 2006)와 <캐롤라이나 타임스

(Carolina Times)>의 흑인 편집장이었던 루이스 오스틴(Louis Austin)

에 관한 연구(Gershenhorn, 2006)가 있다.

분석 기간 동안 AJ와 JH에 게재된 부분의 인종 관련 연구는 흑인

을 상으로 하고 있다. 그중에 아주 드물지만 아시아인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1870년 <일러스트레이티드 뉴스페이퍼(Illustrated Newspaper)>

에 나타난 중국인의 이미지 연구(Cronin & Huntzicker, 2012)와 1885

∼1886년 유타 주 오그덴 시에서 발행된 신문들의 중국인 관련 보도 내

용을 모르몬교도 언론인들과 비 모르몬교도 언론인들 사이에 헤게모니 

투쟁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Kirk, 2007)가 있다.

흑인 언론과 언론인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와 연구 상이나 주제 

면에서 다소 차별적인 성격을 보이는 연구로는 1791년 아이티(Haiti)에

서 일어났던 노예 반란에 관한 연구(Gabrial, 2013), 1934년 <볼티모어 

아프로-아메리칸(Baltimore Afro-American)>에서 진행되었던 흑백 인

종 간 사랑과 결혼에 한 논쟁 연구(Gallon, 2013), 1936년 베를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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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흑인 운동선수 제시 오웬스(Jesse Owens)에 

한 주류 백인 신문들의 보도 내용에 관한 연구(Drake, 2011), 흑인 신문

의 시사만평(editorial cartoon)에 관한 연구(Lawrence & Cervenka, 

2014), 1950년  흑인 신문에 실린 우유 광고 시리즈의 흑인 가정 재현

에 관한 연구(Mangun & Parcell, 2014) 등이 있다.

(2) 젠더 문제에 관한 연구

여성 언론에 관한 연구의 표적인 사례로는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많

이 팔렸던 여성 잡지 중 하나인 고디스 레이디스 북(Godey’s Lady’s 

Book)이 바람직한 신부상(figure of the bride)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해 왔는지 여성주의 매체 이론(feminist media studies)에 기 어 

분석한 연구(Bak, 2013)가 있다. 그리고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여성

들이 운 하는 신문과 뉴스레터의 사설들을 통해 여성 언론들이 1964년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의 타이틀 VII4을 어떻게 재정의

했는지 분석한 연구(Endres, 2009)가 있다.

여성 언론인에 한 연구 또한 흑인 언론인에 관한 연구와 마찬가

지로 성공한 여성 언론인에 관한 전기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표적

으로 1900년에 태어나 1979년 사망할 때까지 기자, 사회부장, 제2차 세

계 전 종군기자, 칼럼니스트 등을 거치면서 50년 간 언론인으로 활약

했던 이네즈 롭(Inez C. Robb)에 관한 전기적 연구(Edy, 2010)와 1965

년 여성 잡지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의 편집 책임자로 있으면

서 잡지의 성공을 이끈 여성 언론인 헬렌 브라운(Helen G. Brown)에 

4 ｢1964년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의 타이틀 VII의 핵심 내용은 고용주가 인종, 피

부색, 종교, 성, 국적을 이유로 피고용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개인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 국적을 이유로 다른 개인과 결사를 맺는 것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홈페이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I 항목에 한 설명을 참조할 것(https://www.eeoc.gov/l

aws/statutes/titlevii.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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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전기적 연구(Hunt, 2012)가 있다. 그리고 50년간 잡지 뉴요커에 

격주로 “파리에서 온 편지(Letters from Paris)”라는 칼럼을 연재하면서 

미국의 문학 저널리즘(literary journalism)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평

가받는 제닛 플래너(Janet Flanner)가 1945년부터 2년간 라디오 방송에

서 평론가(commentator)로 활동한 시기를 분석한 연구(Cleary, 2009)

가 있다.

성공한 여성 언론인에 한 연구 중에 여성 언론인이 ‘최초’로 이룩

한 업적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은 것이 눈에 띄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도시 소재 주요 일간신문 중 하나인 <루이빌 쿠리어－저널(Louisville 

Courier-Journal)>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편집국장을 지냈고 1976

년 타임(Time)에 의해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캐롤 서튼

(Carol Sutton)에 관한 전기적 연구(Voss, 2010), <뉴욕타임스> 최초로 

1면에 바이라인(byline) 기사를 실은 여성 언론인 로레나 히콕(Lorena 

Hickok)이 1937년부터 1945년까지 홍보가로 활동했던 시기에 관한 연

구(Martinelli & Bowen, 2009)가 있다.

그리고 1926년 AP통신(Associated Press)에 채용된 첫 여성 기자와 

뒤이어 1928년부터 1931년까지 추가로 채용된 7명의 여성 기자들의 취

재·보도 활동에 관한 연구(Watts, 2013),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니어 에디터 던 캐롤린 패터슨

(Carolyn B. Patterson)에 관한 전기적 연구(Smith Jr., 2012), 미국 일

간신문에서 첫 여성 록음악 전문 기자 던 제인 스콧(Jane Scott)에 관

한 전기적 연구(Weinstein, 2006)가 있다.

또한 최초의 여성 스포츠 언론인 가운데 하나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흑인 고등학교를 취재·보도한 최초의 백인 기자 던 매리 가버

(Mary Garber)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윈스턴-살렘 지역의 신문들에 미

친 향에 관한 연구(Klyde-Silverstein, 2006), 일간신문에 여성 스포츠

를 취재·보도한 최초의 여성 기자이자 정기적으로 스포츠 칼럼을 쓴 최

초의 여성 언론인이었던 마가렛 고스(Margaret Goss)에 관한 전기적 연

구(Kaszuba, 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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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여성 언론인에 관한 연구의 또 다른 유형으로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 언론인에 관한 연구가 있다. 1952∼2002년 <클

리블랜드 플레인 딜러(Cleveland Plain Dealer)>에서 록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 으며 미국 일간신문 최초의 여성 록 음악 전문 기자로 활약하기

도 했던 제인 스콧(Jane Scott)에 한 전기적 연구(Weinstein, 2006)와 

자동차 전문 잡지 오토모빌 쿼털리(Automobile Quarterly)의 편집 

책임자를 역임하는 등 1960∼1970년  남성의 역으로 여겨지던 자동

차와 레이싱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성공적으로 활약했던 비벌리 카임스

(Beverly R. Kimes)에 한 전기적 연구(Gerl, 2010)가 있다.

한편, 인종 문제와 달리 젠더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매체의 

재현에 관한 연구가 몇 편 있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1920∼

1930년  일하는 주부들에 한 중잡지들의 이미지 재현에 관한 연구

(Marcellus, 2006)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 참전 남성들을 

신하여 군수물자 생산, 공장 노동, 의료 활동 등 남성의 역에서 활약

했던 여성들에 한 미국 남부 지역 신문들의 재현에 관한 연구(Cronin, 

2010) 등이 있다.

성공한 여성 언론과 여성 언론인에 관한 연구 외에 눈길을 끄는 젠

더 관련 역사 연구로는 남북전쟁 참전 여군에 한 남부연합(Confederate) 

언론들의 이미지 재현 연구(Cronin, 2011)와 무정부주의 잡지인 마더 

어스(Mother Earth)가 젠더 문제를 어떻게 이슈화했는지 분석한 연구

(Lumsden, 2007)가 있다. 그리고 1964∼1982년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여성 잡지 <우먼스 데이(Woman’s Day)>가 여성 

독자들을 상으로 연재했던 자동차 관련 칼럼들이 자동차 기업 광고주

로부터 관심을 끄는 데 실패하게 된 과정을 분석한 연구(Gerl & Davis, 

2013)와 1890년 신문에 실렸던 제약회사 만화 광고의 여성에 한 재현 

연구(Burt, 2012) 등이 있다.

한편, 문화사의 전통이 매우 취약한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에서 

문화적 실천으로서 중매체의 수용 과정을 연구하는 본격적인 수용자 

연구는 아니지만 잡지 구독에 관한 연구가 한 편 있어서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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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955년 여성 잡지 레이디스 홈 저널(Ladies’ Home Journal)
의 구독에서 지리적 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관한 연구(Ward, 2008)

가 그것인데, 이 연구는 잡지를 구독하는 데 있어 지리적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구독자들의 지리적 정체성을 잘 활용했던 레이

디스 홈 저널은 남부를 고립시킨 채 동부와 서부를 문화적으로 결속시

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3) 인종 문제와 젠더 문제를 결합한 연구

인종과 젠더 문제가 중첩되는 상인 흑인 여성에 관한 연구도 꽤 있었

다. 그러나 이런 연구 또한 성공한 언론인에 관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흑인 여성 최초로 백인 주류 신문의 정기 칼럼니스트로 활

약했던 딜라일라 비즐리(Delilah Beasley)에 관한 전기적 연구(Wagner, 

2009), 1841∼1843년 미국노예제폐지협회(American Anti-Slavery 

Society)가 발행한 신문인 <내셔널 안티-슬레이버리 스탠다드(National 

Anti-Slavery Standard)>의 편집장을 지냈던 여성 언론인 리디아 차일

드(Lydia M. Child)에 관한 전기적 연구(Watts, 2009), 그리고 흑인 신

문 <디 애드보킷>에서 활약한 여성 언론인 베아트리스 캐내디(Beatrice 

M. Cannady)의 부수 확장 전략에 관한 연구(Mangun, 2008)가 있다.

그 밖에도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삽화 주간지(illustrated 

weekly)의 아메리칸 원주민 여성 재현에 관한 연구(Coward, 2014), 제

2차 세계 전에 참전한 남성들을 신해 사회에서 활동했던 흑인 여성

들에 한 <시카고 디펜더(Chicago Defender)>의 재현 연구(Cooper, 

2014), 그리고 1840∼1850년  노예제 폐지 운동을 펼쳤던 국인 백

인 여성 줄리아 그리피스(Julia Griffiths)와 흑인 언론인이자 노예제 폐

지 운동가 프레데릭 더글라스의 협업에 관한 연구(Fee, Jr.,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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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 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사의 표적인 연구 주제 중에서 미국 저널리즘사 연구의 관심을 가

장 적게 받고 있는 것은 계급과 노동 문제다. 드문 가운데 두 편의 연구

가 눈에 띄었는데, 발행인에 한 저항과 내부 갈등이 극심했던 초창기

의 미국신문조합(American Newspaper Guild)이 사무직 노조(white 

collar union)의 선구자로서 수많은 장애 속에서 성장했던 과정에 관한 

연구(Glende, 2012)와 20세기 초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노동 관련 이슈

에 해 고용주 조직들이 어떻게 개입하 으며, 그 결과가 언론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연구(Hulden, 2012)가 그것이다.

3)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역사

인쇄매체와 뉴스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저

널리즘사 연구에서 인쇄매체가 아닌 매체와 뉴스가 아닌 장르에 한 연

구는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그런 와중에서도 스포츠에 관한 연구만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 스포츠에 관한 연구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에서 스포츠를 다루는 방식 또한 다른 주제에 관

한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의 부분은 스포츠 웅이나 모범적

인 스포츠 전문 기자에 한 전기적 접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적인 

예를 들자면, 초창기 표적인 스포츠 전문지 <스포팅 라이프(Sporting 

Life)>가 야구 선수들을 웅으로 만든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Roessner, 

2009), 유명한 야구 협회장(commissioner)이자 미국의 야구 웅 베이

브 루스(Babe Ruth)의 열성적인 팬이기도 했던 포드 프릭(Ford Frick)

이 쓴 베이브 루스에 관한 칼럼 연구(Carvalho & Ankney, 2008), 그리

고 또 하나의 야구 웅인 타이 콥(Ty Cobb)에 한 웅화-반(反) 웅

화 과정을 그와 관련된 중문화와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을 교

차시켜 분석한 연구(Roessner, 201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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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 관한 연구에서도 최근 저널리즘사 연구가 인종과 젠더 문

제에 보이는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종 문제에 한 관심으로 이루

어진 연구로는 1920년  흑인 야구 리그(Negro League Baseball)에 관

한 흑인 언론의 보도와 개입에 관한 연구(Carroll, 2006), 1883∼1889

년 <스포팅 라이프>의 인종 관련 보도와 야구에서 인종 문제의 등장 과

정에 관한 연구(Roessner, 2011), 그리고 20세기 초 칼라일 지역 학교신

문의 아메리칸 원주민 운동선수에 관한 재현과 문화적 동화(cultural as-

similation)에 관한 연구(Gamache, 2009)가 표적이다.

젠더 문제에 한 관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사례로는 1920년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 York Herald Tribune)>에서 여성 스포츠 

전문 기자로 활약한 마가렛 고스(Margaret Goss)에 관한 전기적 연구

(Kaszuba, 2006), 여성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우먼

(Sports Illustrated Women)의 흥망성쇠에 관한 연구(Furrow, 2012), 

그리고 1880년  여성들의 여가에 관한 <스포팅 라이프>의 보도 내용 

연구(Roessner, 2013)가 있다.

한편, 스포츠 분야에서 인종과 젠더의 문제가 교차하는 상에 관

한 연구도 있는데, 앞서 언급한 매리 가버(Mary Garber)에 관한 전기적 

연구(Klyde-Silverstein, 2006) 이외에 1953∼1954년 흑인야구리그에

서 선수로 활약했던 최초의 여성 프로야구선수들의 관한 주류 백인 신문

과 흑인 신문의 보도 내용을 비교하여 여성들의 공적 역할이 확장되어 

가던 과정을 분석한 연구(Everbach, 2005)가 표적이다.

(2) 기타 엔터테인먼트 관련 연구

분석 기간 동안 AJ와 JH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비 뉴스 장르 중 스포츠를 

제외한 다른 분야를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극히 드물다. 그중에서

도 눈에 띄는 연구로는 제2차 세계 전 기간 중 미국 전쟁정보국(Office 

of War Information)의 공식 문서와 화 내용을 분석하여 미국 정부가 

화산업에 미친 향을 분석한 연구(Christie & Clark, 20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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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주간지 빌리지 보이스(Village Voice)의 포크 음악에 관한 보

도 내용 연구(Powers, 2008), 1960년  신문과 잡지의 우드스탁 음악 

예술 축제(Woodstock Music and Art Fair)에 관한 보도 내용 연구

(Sheehy, 2012), 심야 코미디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aturday 

Night Live)>에 관한 연구(Reincheld, 2006)가 있다.

4) 문화사 연구

분석 기간 동안 AJ와 JH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제목이나 초록을 통해 문

화사를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이루어진 연구는 전체 분석 상 논문 383편 

중에 딱 한 편이 있었다. 1930년  할리우드 스타 메이 웨스트(Mae 

West)의 외설 논란에 한 중매체의 보도와 중의 반응에 관한 연구

(Roessner & Broaddus, 2013)가 그것인데, 383편 중에 한 편이라는 사

실이 잘 보여 주듯이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에서 문화사 연구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5) 이론적·방법론적으로 눈에 띄는 연구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가 이론적·개념적 체계를 갖추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Nerone, 2011). 그런 와중에서도 몇몇 연구들이 제

목이나 초록에서 특정 이론이나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명

시한 경우가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

한 연구(Kirk, 2007), 푸코의 고고학 개념을 적용한 연구(Hutchinson, 

2014), 여성주의 매체 연구를 표방한 연구(Bak, 2013), 하버마스의 공

론장 개념을 적용한 연구(Carver, 2008; Mellen, 2010) 등이 있다.

방법론의 차원에서 기록문서 중심의 전통적인 역사 서술 방식 신 

기억연구를 적용한 연구도 몇 편 있었다. 그러나 그 편 수가 너무 적어서 

이를 통해 저널리즘사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다양해졌다고 평가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는 여전히 기록문서 중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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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역사 서술이 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나 초록에서 방법론으로 기억연구5를 명

시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독립혁명의 여성 전쟁 웅으로 

추앙받는 낸시 하트(Nancy Hart)에 관한 기억연구(Hume, 2005), 1828

년부터 시작된 제1차 골드러시에 관한 기억연구(Hume & Arceneaux, 

2006), 미국 텍사스 주 흑인들의 노예해방기념일(Juneteenth)에 관한 기

억연구(Hume & Arceneaux, 2008)가 있다. 그리고 테네시 주 버틀러 

지역에 관한 기억연구(Kleinmann, 2012)와 미국 프로야구 선수 타이 

콥에 관한 기억연구(Roessner, 2010), 1955년 미시시피 주에서 살해된 

흑인 소년 에밋 틸(Emmett Till)의 사망에 관한 기억연구(Thornton, 

2010)가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저널리즘사 연구 경향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초기 저널리즘 스쿨의 설립자와 표적인 교육자들이 저널리

즘사학자들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

는 언론 교육을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본격화되었다. 이런 전통은 민주

주의적 가치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 특유의 언론학 전통과 결합

되어 미국의 언론과 민주주의 역사에서 언론인과 예비 언론인들에게 모

5 여기에는 collective memory, historical memory, popular memory, public memory라는 표현

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과 방법론으로 이루어진 기억연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

힌다. 다시 말해서, 신문과 잡지의 보도 내용을 토 로 이루어진, 그래서 본격적인 의미에서 

기억연구라고 보기 힘든 연구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 

자체가 분석 상 학술지인 AJ와 JH의 성격과 한계를 보여 준다고 판단하여 연구자의 기준으

로 재분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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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 될 만한 웅적인 인물에 한 전기적 접근이 저널리즘사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둘째, 발전주의적 역사관에 치우쳐 있다. 이것은 첫 번째 특성과 자

연스럽게 결합된다. 즉, 미국의 저널리즘사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가 승리하는 과정에 한 기록이며, 이 과정에서 모범적인 인물과 제도

가 역사 서술의 주요 상이 된다.

셋째, 1960∼1970년  미국 사회는 베트남 전쟁과 다양한 민권 운

동의 여파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국면에서 이루어진 미국 사

회에 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로 미국의 역사학에서 사회사에 한 관심

이 크게 높아졌다. 그 향으로 저널리즘사에서도 사회사로의 전환이 

시도되었지만 그 결과가 역사학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사회사의 주

요 관심인 인종, 젠더 등의 문제를 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역사관과 역사 서술 방식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할 만한 변화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저널리즘사에 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첫째, 연구 상이 제한적이다. 실용적 목적과 발전주의적 역사관

에 입각하여 교훈적이고 모범이 될 만한 개별 언론인과 사건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체 차원에서는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가, 

장르 차원에서는 뉴스가 분석의 중심 상이다.

둘째, 연구 방법에 있어서 기록문서 중심의 전통적인 역사 서술 방

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구술사나 기억연구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에 의미를 부여해 주

는 이론적 관심은 매우 부족한 반면, 과거의 구체적 인물과 사건에 한 

역사적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넷째, 1960∼1970년  이후 사회사로의 전환은 부분적이나마 성

공한 것에 비해 1990년  이후 역사학계에 유행하고 있는 문화사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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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가 한국

의 언론학계에 주는 함의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난 10여 년 동안 한

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는 점을 생각한다면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 그리고 언론의 자유 문제

를 꾸준히 다뤄 온 미국 저널리즘사가 한국의 저널리즘사 연구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한국의 언론학계에 민주주

의나 언론의 자유 문제를 다룬 역사 연구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

면 더욱 그러하다.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3  학회지인 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한국

언론정보학보와 언론과 사회에 실린 역사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네 개 학술지에서 지난 10년 동안 게재된 역사 연구는 모두 120편이었

다. 저널리즘 현상이나 뉴스 매체를 분석 상으로 삼고 있어 저널리즘

사 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연구는 55편이었다. 그중에서 민주주의와 언

론의 관계나 언론의 자유 문제를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동

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강제 해직당한 언론인들에 

관한 연구(김세은, 2010, 2012), 언론인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통해 언론 

민주화의 위기 문제를 살펴본 연구(김수정·이진로, 2012), 그리고 자

유주의 언론철학과 언론역사 연구 간의 화를 시도한 연구(문종 , 

2015) 정도 다. 그밖에 일제 강점기 총독부의 언론 통제에 관한 연구

(이민주, 2010, 2011a, 2011b; 채백, 2007; 한 학, 2011)들이 있었고 

이승만 정권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김 희, 2012c)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검열 등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 문제를 다루고 있

으나 언론의 자유와 독립 문제를 민주주의와 보편적인 시민권적 자유라

는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근 한국의 저널리즘사 연구들 가운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언론 관련 인물들에 한 역사적 평가를 시도한 연구도 미국에 비해 많

이 부족한 편이다. 2012년 한국언론정보학보 59호에서 ‘현 언론사

상가’에 관한 기획 논문이 실리기도 했으나 여전히 그 수는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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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4개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인 관련 연구들은 리 희에 관

한 연구(손석춘, 2013; 최 묵, 2012), 박권상에 관한 연구(김 희, 2016), 

송건호에 관한 연구(김수정·이진로, 2012; 박용규, 2012b), 안재홍에 

관한 연구(김 희, 2013b), 장준하에 관한 연구(김 희, 2012b),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언론인 한기악에 관한 연구(박용규, 2016)가 있

었다. 물론 논문 게재 시기를 확장시킨다면 중요한 언론인이나 언론사

상가들에 관한 연구는 보다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이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에서는 최근까지도 그릴리, 스크립스, 옥스, 

허스트 등 수 없이 평가되고 연구된 인물들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저널리즘사 연구에서 언론인

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기레기’ 논란이 있었던 데

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언론과 언론인에 한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의 언론이 기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언론윤리나 언론

사상 등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예비 언론인을 양성하는 

학의 언론 관련 학과에서 언론윤리나 언론사상에 한 교육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저널리

즘사 연구자들이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 언론의 자유에 관한 역사 연

구, 그리고 중요한 언론인들에 한 역사적 평가 작업이 보다 활발히 이

루어져서 예비 언론인을 위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면 한국 언론과 언

론인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저널리즘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10년간 이루어진 한국의 저널리즘사에는 여전히 ‘○○일보의 

□□에 관한 연구’ 류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런 연구들은 저널리즘 사

상, 저널리즘 윤리, 저널리즘 문화와 관행의 역사가 아니라 과거 특정 시

기에 특정 신문이나 잡지의 성격이나 특성을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엄

하게 말하자면 저널리즘사라기보다 신문과 잡지의 매체사에 가깝다. 예

를 들면, <국민신보>에 관한 연구(박용규, 2012a), < 한매일신보>에 

관한 연구(김 희·최운호·윤상길, 2011a; 박선 , 2008), <독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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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관한 연구(김 희, 2013a; 김 희·최운호·윤상길, 2011b), 

<동아일보>에 관한 연구(김동민, 2010; 채백, 2007), <민주중보>에 관

한 연구(채백, 2009), <한국일보>에 관한 연구(김 희, 2013c) 등이 

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저널리즘사 연구에 인종, 젠더, 노동과 계급 

등 사회사적 분석 상과 연구 주제로의 확장을 시도하려는 연구자들에

게 미국의 저널리즘사 연구 동향의 소개가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

기를 희망해 본다. 특히, 한국의 저널리즘사 연구에서 주기적으로 반복

되었던 량 해직 사태와 언론 노동 문제, 여성 언론과 여성 언론인 문제, 

발전주의적 근 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과 책임, 권위주의적 군부 통치 

시 에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억압과 관련하여 언론의 역할과 책임, 

한국 언론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정파성의 역사적 형성 과

정 등 저널리즘사 연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분석을 기다리는 연구 

상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 역사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졌

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꾸준하고 지속적으

로 관련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기를 기 해 본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널리즘사 연

구에 초점을 맞춰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미국 언론사 연구의 양적 

풍부함과 연구의 물리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다. 다른 기회를 통해 단행본으로 출간된 연구 성과들과 문화사, 미시사, 

구술사, 기억연구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사와 매체사 연구의 성과까지 

포괄하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최신의 미국 저널리즘사 연구 동향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기는 하 지

만, 미국 저널리즘사 연구 성과에 해 미국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맥

락까지 동원하여 보다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한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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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articles published from 2005 to 2014 in the 
professional journalism history journals, American Journalism and 
Journalism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to report the latest trends in the 
American journalism history research. As a result,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 latest trends in American journalism history consist mainly of 
biographical approaches to exemplary journalists based on the 
progressive view of history in the journalism tradition that emphas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journalism and democracy and freedom of the 
press. Since the 1960s and 1970s when the transition in social history was 
attempted,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dealing with race and gender, 
but they do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existing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journalism history research. Nevertheless, the empha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urnalism and democracy and freedom of the 
press, together with the interest in political and social issues such as race 
and gender since the transition of social history can be assessed as having 
much implications for th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cademia 
of Korea where the journalism history research is relatively poor. In 
particular, the situation in the US where a long tradition of the link 
between the journalism history research and journalism education exists 
will have greater implications on training and retraining of the journalists 
in Korea where a negative perception about the press and journalists has 
been growing.

K E Y W O R D S  American journalism history　 •　 journalism and 
democracy　•　freedom of the press　•　social history　•　race　•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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