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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근  미디어에 관한 새로운 문화사적 연구 경향들이 

다양한 주제로 접근되고 있는 인문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언론학계

의 미디어 역사 연구가 참조할 더 많은 인식론적 자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

운 역사문화 연구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하나의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2000

년∼2015년까지 인문학 역에서 이루어진 근현  미디어와 관련된 역사 연구

의 내용들을 연구 상과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해 본 후 그 결과를 통

해 인문학 역의 미디어 역사 연구가 갖는 인문학적 자원들이 무엇인지를 언론

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먼저, 연구 상에 

한 분석 결과 기존 상과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주제들이 접근되고 있

으나 인문학적 편향성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책－미디어 기반

의 미디어에 한 이해가 강한 특성을 보 다. 연구 방법면에서는, 새로운 문화

사적 경향을 반 하는 미시사와 일상사, 심성사적 방법 등이 실제 구체적으로 적

용된 예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다양한 미디어 자료에 한 새로운 이해로부터 사

료의 발굴과 복원, 계량화를 통해 전통적인 역사학의 실증적 연구 방법이 더욱 

풍부하게 재구성되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인문학의 주요 연구 방법인 개념

사적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근 적 개념과 지식 생산의 문제를 사회적 담론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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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문제, 나아가 한국 근 성과 그 구조의 해명이라는 문제로까지 이어갈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인문학과 언론학의 간학제적 연구가 한국 

근  미디어에 한 인식의 지평을 더욱 풍부하게 넓혀 줄 것이라 생각하며, 한

국 미디어 근 성에 한 공동의 이론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됨을 확인하 다.

K E Y W O R D S  미디어　•　새로운 역사학　•　문화사적 전환　•　인문학의 문

화 연구　•　지식 생산　•　근 성 

1. 서론: 한국 미디어 역사 연구의 인문학적 자원과 가능성

최근 10여 년간 국문학을 중심으로 인문학 역에서 신문과 잡지, 라디

오와 화 등 근  미디어에 한 많은 관심과 함께 관련 연구들이 활발

히 이루어졌다. 인문학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1990년  후반 이

후 새롭게 등장한 문화 연구, 또는 새로운 문화사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라고 말한다. 그 변화에 해 인문학의 새로운 실험과 확장이 강조되기

도 했고 전통적인 인문학의 정체성을 흔드는 위기가 문제되기도 했다. 

인문학의 변화된 움직임이 학계와 사회에 전달되고 인식된 데에는 2000

년  이후 출간된 중적인 인문학 연구서의 인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학계 뿐 아니라 중의 관심을 사로잡은 연구서들 가운데는 조

선시 에서부터 개화기, 식민지 시 까지 근  미디어를 중심으로 펼쳐

지는 풍속과 일상문화를 다룬 고전문학과 역사학 분야의 연구서가 많았

다. 중적인 인문학 연구서의 출간 붐을 추동시킨 것은 또한 디지털 미

디어의 확산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1930년  

잡지와 신문을 인터넷 데이터로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식 

및 정보의 생산과 접근 환경의 변화가 인문학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는 최근 10여 년간 근  미디어에 관한 새로운 

문화사적 연구 경향들이 다양한 주제로 접근되고 있는 인문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언론학계의 미디어 역사 연구가 참조할 더 많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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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론적 자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역사문화 연구의 방향성을 찾

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하나의 탐색적 연구이다.

언론학 역에서 인문학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 해 갖는 관심과 

주목은 다만 인문학의 활발한 연구에 한 자극만은 아니며 언론학 역

에서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 한 비판과 반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언론

학 역에서의 미디어 역사 연구는 전반적인 부진과 함께 한정된 연구자

로 인해 지식 생산, 재생산의 장이 형성될 수 있는 동력과 자원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다. 1990년 이후의 한

국 커뮤니케이션사1 연구 동향을 살펴본 김 희(2005, 2009)는 양적, 질

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공 연구자가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한 점과 역

사 연구를 위한 이론과 개념의 개발 필요성, 다양한 접근 방법과 연구 방

법의 활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상길(2005)

은 특히 커뮤니케이션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 현황을 고찰하고 언

론학 역의 역사 연구들이 정진석, 김민환, 차배근 등 2세  연구자들

의 성과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구에서의 ‘새

로운 역사학’에 의한 사회경제사, 심성사, 신문화사, 미시사 등의 다양한 

연구 경향들이 한국 커뮤니케이션사 연구 방법론에 풍부한 자양분을 제

공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함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수

1 김 희(2005)는 일반적으로 언론사라고 부를 때 언론이란 저널리즘 현상으로서 시사적이고 

공공적인 문제에 한 보도, 논평과 공론 조성 활동 및 그 현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커뮤니케이션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용어 사용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연구 현실에서 부분의 커뮤니케이션사가 주로 미디어 커뮤

니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 그리고 인문학 역에서 커뮤니케이션사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점, 특히 이 연구는 특정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미디어 역사’라는 용어로 

포괄해 사용하려고 한다. 엄 히 말하면 인문학 역에서의 미디어에 한 역사적 관심이 문

화론적 연구의 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언론학 역

에서도 미디어 사회문화사적 연구에 더 경도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연구의 목적이 인문학의 

미디어 역사 연구가 갖는 인문학적 자원을 언론학의 역사 연구와 비교하여 탐구하는 데 있으

므로 전통적인 실증적 역사 연구도 포함하여 전체 언론학의 미디어 역사 연구를 상으로 논

의를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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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후에도 커뮤니케이션사 연구가 새로운 자료의 

개발과 소재의 확장에 기댄 세부적인 경험 연구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한 비판적 성찰과 생산적인 모색을 위해 미디어 

사회문화사에 한 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한국의 독특한 근 화 과

정 속에서 미디어가 보여 준 복잡한 역사적 발전 경로와 향을 구체적

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상길, 2008). 가장 최근의 미디어 사

회문화사적 방법론에 한 비판적 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미시사적 연

구 방법을 적용한 사례를 통해 역사 연구 방법론의 여러 난점들과 응 

방법을 검토한 후 폭넓은 미디어 역사 연구자들의 지적 연 와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상길, 2014). 방송 역사의 지식 체계가 갖

는 한계와 안적 접근을 위한 조항제(2006)의 연구에서도 문화와 일상

사, 수용자로의 관점의 확장과 일국가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다른 나라의 

현상과 비교 분석하는 비교사적 연구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또한 한

국 방송 역사의 관점으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페미

니즘 등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조항제, 2008). 역사 연구에 있어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론

과 관점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그 역사적 주장의 근거와 서술의 적절

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역사의 단면이 아니라 다면(적 진실)이 살아난다

는 점에서이다. 그러한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들 간의 경합은 역사 연구

의 역과 주제, 소재에서 그 어떤 배제나 편향, 공백을 줄여감으로써 역

사 연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이 연구는 미디어 역사와 관련

된 인문학 역에서의 ‘새로운 역사학’ 이후의 연구 성과들에 한 검토

와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에 한 모색이 언론학에서의 미디어 역사 연구

의 정체와 부진이 가지는 문제점들에 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것이

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인문학 역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문화사적 연구들이 어

떤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인문학의 변화가 미디어 역사 연구에 어떤 

변화와 함의를 던져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인문학 역에서 이루어진 근현  미디어와 관련된 역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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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과 동향들을 연구 상과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후 그 

분석 결과를 통해 인문학 역의 미디어 역사 연구가 갖는 인문학적 자

원들이 무엇인지를 언론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평

가해 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인문학 역에서 이뤄지는 새

로운 역사 연구란 무엇이며, 미디어에 한 인문학적 연구와 언론학에서

의 미디어 역사 연구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미디

어 역사 연구의 과제는 무엇인지가 중심적으로 질문되고 검토될 것이다.

2. 인문학의 변화: ‘새로운 역사학’의 등장과 문화사적 미디어 연구

1990년  후반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연구는 새로운 지향점과 실천을 전

제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변화에 해 국문학자인 김

현주(2014)는 “ 내적으로는 민주화가 진척되고, 외적으로는 독일 통

일에서 시작하여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적·문화

적 전환이 본격화된 이후 한국의 비판적 학문은 자본주의/사회주의, 독

재/민주, 친일/항일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석 틀을 요청받고 있

었다”(407쪽)라고 진단한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 역사학의 문제와 

상, 방법을 혁신해 온 ‘새로운 역사학’ 또한 역사학의 전통적인 패러다임

에 한 비판의식 속에서 안적인 방향성을 찾는 움직임이었다. 1990

년  이래 국내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역사학’의 향을 받은 역사 연구

들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특히 2000년 이후 국문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

학 역에서 풍속사 또는 문화사의 향 아래 미디어와 관련한 새로운 

접근의 역사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허 란(2010)은 1990년 이후 본

격화된 이러한 ‘문화사적 전환’으로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해 세 가

지 특징을 언급했는데, 첫째 역사 중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구 역의 확장이 이루어진 점과, 둘째, 식민지 근 성 담론을 제기하

면서 근  민족주의 역사 담론의 해체를 시도한 것, 셋째, 개별 주체의 

경험과 정체성 문제 등 경험 세계에 한 역사화, 역사 서술이 추구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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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리하고 있다. 개인이나 집단 주체의 미시적인 경험 세계를 역사

학의 연구 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는 역사 중화에서 신문 읽기와 텔

레비전 보기 등 일상적인 미디어의 경험 세계는 단순히 심심풀이나 오락

거리가 아니라 상상의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역사적 경험으로 새롭게 

이해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인 역사학에서 역사는 근본적으로 정치

와의 관련성 속에서 서술되면서 민족국가가 그 중심에 있었다면, 새로운 

역사학에서는 정치사가 더는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하면서, 언어, 

상징, 표상, 담론 등 ‘문화적 구성물’에 한 이해가 중요해졌다. 전통적

인 패러다임이 ‘객관주의적 서사’를 추구했다면 새로운 역사학은 ‘주관

주의적 혹은 화주의적 서사’를 안으로 제시하며 역사 서술의 실험을 

시도한다. 전통적 역사가 위인 중심의 역사라면, 새로운 역사학은 ‘아래

로부터의 역사’, 즉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과 경험에 관심을 갖는다. 전통

적 패러다임이 공식 기록문서에 기초했다면 새로운 역사학은 온갖 다양

한 종류의 증거들을 검토한다. 새로운 역사학은 역사적 설명이나 해석

의 근거를 집단적 심성이나 문화, 구조적 추세를 읽어 재구성하고자 하

며 전문주의와 독자성을 강조해 온 전통 역사학과 달리 학제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문화 비평, 심리학, 정신분석학, 

문화 연구 등이 역사 연구에 활발히 원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상

길, 2005, 116∼117쪽). 이러한 역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

화가 미디어와 관련된 인문학의 역사 연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을 주목하고 그 구체적 현황을 검토하는 데서 이 연구는 출발하고자 한

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역사학’의 흐름에서 문화사

적 전환과 함께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 연구의 변화들이 인문학 역에서 

어떤 논쟁을 생산해 내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인문학의 변화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미디어 역사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문학 역의 역사 연구에 있어 문화론적 접근이 불러일으

킨 역사 중화의 문제이다. 이는 중적 인문서의 발간 및 인기와 함께 

풍속사, 문화사, 일상사, 미시사 등의 역사 연구의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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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김진송의 서울에 딴스홀을 허하라가 출간된 이후 2003년 한 

해만 해도 천정환의 근 의 책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 문학, 권

보드래의 연애의 시 : 1920년  초반의 문화와 유행, 이경훈의 오
빠의 탄생: 한국 근 문학의 풍속사, 신명직의 모던 뽀이, 경성을 거

닐다, 박천홍의 매혹의 질주, 근 의 횡단: 철도로 돌아본 근 의 풍

경이라는 책이 한꺼번에 출간되면서, 이후 신여성, 기생, 광고, 몸, 학

교, 철도 등 다양한 소재를 상으로 한 풍속사적 연구서 혹은 인문서가 

출간 붐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화된 역사 서술을 표하는 이른바 ‘풍속-문화

론 연구’2는 등장에서부터 ‘ 중성’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중

을 소비자의 측면에서만 규정하여 중 내부의 역동성을 무화시킨다거

나, 소재주의적 확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한 논란과 

비판의 핵심은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차혜 , 2007, 89∼90쪽).

풍속사는 자기 해부적 방법과 상이 아닌, 소위 ‘잉여, 버려졌던, 문학

의 타자들을 복원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상을 수집하고 추가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신여성이라는 타자, 분과화된 장르에 비

교해 잡문으로 타자화된 역, 패션, 몸치장, 중문화의 다양한 역

들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학인 것과 비문학인 것, 중요한 것과 부

차적인 것을 나누는 ‘경계’를 무화시키지만, 그 경계를 반성적으로 성찰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경계가 없어진 것이 아니

라 확장된 것이고, 그럼으로써 경계 자체를 상화해 탐문할 필요 없이 

사라진 것이다. 제도사나 개념사가 경계가 만들어진 방식을 문제 삼는

2 이는 차혜 (2007)의 명명을 빌렸다. 상품으로서의 지식이란 측면에서 ‘퓨전 역사 상품’이라

는 표현도 사용했는데, 폄하의 의미보다는 “ 상에 한 성찰적 자의식에 기초한 것이 아닌, 

단지 상에 한 해석, 가공, 병치 및 재배치 등을 통해 상을 확장하는 글쓰기”(차혜 , 

2007, 92쪽)를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더 자세하게 인문학 역에서의 ‘문화론’, ‘문화 연구’, ‘문

화사’ 등의 새로운 연구 경향에 한 논란과 비판은 상허학보 19집(2007. 2)과 민족문학사

연구 33호(2007. 4), 그리고 민족문화연구 53호(2010. 12)의 특집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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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 타자, 잉여, 잔여적 소재의 역을 통한 풍속사 연구는, 경계를 

확장해서 그 경계 내부로 더 많은 상을 추가·축적·소유한다는 것

이다. 탈근 의 기획이나 관점에 한 자의식 없이 새로운 역의 발견

과 확 를 향해 추동된다. 이 분야에 한 장밋빛 전망도 새로운 역

에 깃발을 꽂는 신천지 개척의 흥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문학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지식 지반과 배치의 변화를 환

기하며 급진적 형태로 문화론적 연구의 확장이 옹호되기도 했다(천정

환, 2007, 47쪽).

‘문화론적 연구’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 즉, 이 연구는 더 

이상 구래의 ‘국’ ‘문학’에 귀속되지는 않다는 것이다. … 이제 ‘고향’에는 

그 ‘문학’이 없다. 혹 이 새로운 연구가 계속 ‘문학’의 일종으로 간주되더

라도 그것은 이전의 그 ‘국’ ‘문학’과 이미 다른 지반 위에서 그러하다.

이 연구는 역사 중화의 흐름과 관련하여 과연 인문학 역의 미

디어 역사 연구에서 미디어는 연구 상으로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를 검토해 볼 것이다. 중문화에 관한 단순한 소재주의적 접근으로 이

해할 수 있는지 역사 연구의 연구 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확장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평가해 볼 것이다. 그리고 새로

운 문화사적 전환과 함께 인문학 역에서 새로운 연구 상으로서 주목

하고 있는 한국의 근  미디어, 미디어 현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때 인문학 연구가 생산하는 근  미디어에 한 지식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역사의 중화 움직임은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에서 

중심적인 연구의 자료가 되었던 텍스트에 한 개념과 역, 위상에 

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인문학 연구의 관심이 텍스트에서 컨텍스트

로 변화한 것을 말한다. 국문학 역을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의 근거가 

되는 전통적인 텍스트 개념과 그 위상에 관한 새로운 문제 제기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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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 중화 논란에 비해 좀 더 인문학에 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차

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문학은 본질적 존

재라기보다는 역사적 존재이며 기능적 존재”(박헌호, 2010, 178쪽)3라

는 주장에서 보이듯이 문학이라는 역 자체도 근 적 학문 체계 내에 

배치된 것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국문학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텍스트의 용기이며 저장고라고 할 수 있

는 미디어의 변화가 단순한 기술의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그 미디어를 

통해 인간 존재를 다시 규정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인간 존재

의 문제에 직면한 인문학이 갖는 학문적 정체성에 한 위기의식은 높은 

것 같다.

텍스트 개념과 역, 위상의 변화는 곧 연구 방법론의 변화로 이어

진다. 샤르티에(Chartier, 1985)의 작업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책의 역

사’에서 ‘독서의 역사’로 나아간 것은 ‘독서’라는 역사학적 상의 구성, 

즉 텍스트의 변화는 ‘책’이라는 역사학적 상에서 ‘책’이 존재하는 물적 

조건을 무시한 채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접근에 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책이 누구에 의해 소유되었으며, 계급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는지에 한 객관적 기술에서 책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가 

이질적인 집단들을 가로지르며 어떻게 유통되고 어떤 방식으로 읽혔는

가에 한 탐구로 연구 방향을 돌리게 된 것이다(Chartier, 1985, pp. 62

∼65; 이상길, 2005, 121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 틀의 변화는 새로

운 질문지와 연구 상을 구성하고 새로운 사료들, 텍스트를 추구하도록 

만들며, 그 텍스트는 “또 이전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질문들을 이끌어 낸

3 같은 문제의식이 한기형(2006)에 의해서도 주장되었다. “‘문학은 독자적인 그 무엇이다’라는 

오래된 관습적 사유를 ‘일단’ 포기하자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들은 그러한 생각이 문학이

론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학문 제도의 오래된 권위에 의해 강화된 것이라는 공통된 판단을 

가지고 있다. 문학적 언어가 특수한 것은 분명하지만, 문학이 역사 속에서 수행한 다양한 형태

의 역할과 기능은 자기 독자성의 역에서보다 사회 전체의 지적, 문화적, 사상적, 교육적 역

과의 교섭과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그 자체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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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새로운 텍스트에 한 ‘새로운 역사학’의 모색은 무엇보다도 

이론적 시각의 전환에 바탕”(이상길, 2005, 123쪽)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 개념의 변화는 구체적인 연구 작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에 한 전반적인 관점의 변화를 포함하는데, 가령 “기존의 역사 서술에

서 부각되지 않았던 민중 생활과 심성에로 학문적 시선을 돌림으로써 공

식 문서기록 중심의 사료가 안고 있는 지배 집단(남성, 지식층, 중상계

급, 백인 등) 위주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상길, 2005, 123쪽)

의 일환으로 미시사와 구술사, 일상사적 연구 방법의 부상이 바로 그것

이다. 이 연구는 인문학 역의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텍스트 개념의 변화로부터 구체적인 역사 연구의 방법론적 변화를 알아

보고자 한다.

셋째, ‘문학’, ‘사학’, ‘철학’ 등 인문학의 학문 역을 주어진 학문 체

계로서 받아들이기보다 한국 사회에 분과 학문 체제로서 수입되어 제도

적으로 확립되고 세부 전공으로 토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제도사

적 접근을 비롯하여, 인문학이 사회과학으로부터 인식론적 자원들을 적

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한 인문학적 개입의 가능성을 확

해 가고 있다. 국문학자인 김현주(2014)는 문학 연구자가 ‘사회’에 관

심을 갖게 된 경로를 설명하면서, “역사학자들은 실체로서의 사회의 형

성에 주목하지만, 문학 연구자인 나는 충분히 논리화, 개념화되지는 않

은 상태의 상상이나 이미지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409쪽)을 했고, “사

회에 한 개념이나 상상이 상징체계와 맺고 있는 관계도 해명”(409쪽)

해 보고자 했다고 적고 있다. 그것은 “계몽기에 ‘논설’이라는 명칭으로 

두한 논평적 양식이 이후에 비판, 비평, 토론, 토의 같은 양식들로 분

화, 전환하는 과정과 사회의 개념이나 상상의 변화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409쪽)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비판이라는 장르 개념을 사용했고 “사회의 상상과 비판의 장르를 공공

성(공적인 것)이라는 이념, 공론장이라는 조건 속에서 조회함으로써 분

석을 다면화, 다층화하고자 했다”(410쪽)고 설명한다. 이러한 일련의 문

학자에 의한 ‘사회의 발견’과 그 저술 작업의 경과는 인문학의 사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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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한 개입이 갖는 의미와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국문학을 필두

로 인문학 전반에서 자기 정체성의 본질을 시험하는 이러한 변화들이 이

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문화’, ‘문화사’에 한 새로운 관심의 중

심에 근 적 미디어의 출현과 부상, 중화에 따른 연구 상·연구 자

료·연구 틀의 변화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문학에

서 분과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선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는 전통

적인 인문학의 연구 상인 고전과 전통, 사상들이 새로운 미디어의 출

현으로 다르게 재현되고 경험됨으로써 그러한 미디어의 표상과 경험, 

양식의 변화를 이끄는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맥락이 중요해졌기 때문이

다. 이 연구는 인문학의 탈경계적인 역사 연구를 새로운 문화사적 전환

의 중요한 움직임으로 이해하고 그 중심에 근  미디어에 관한 인문학 

역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문학 역에서 새로운 문화사적 연구가 탈근 적 역사 인

식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때,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에서 그러한 탈근

적 역사 인식은 실제 나타나고 있는지, 또 나타난다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이러한 역사적 관점이 미디어 역사 연구에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인문

학과 언론학의 학제 간 연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미디어 

역사 연구의 과제를 설정해 볼 것이다.

3.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앞서 상술하고 있듯이, 이 연구는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가 과연 새로운 

문화사적 전환과 어떻게 관련되며 이러한 변화를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인문학의 변화와 응이 언론학에

서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00년  이후 인문학적 역에서의 근  미디어에 

한 관심과 주목, 자료화와 분석의 새로운 경향성은 인문학의 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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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학문인 ‘국문학-한국철학-한국사’의 역을 통합하는 ‘한국학’ 연구

를 통해 더욱 확장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 적·과학적 연구 방

법론으로 한국사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역사학 아래, 새로운 ‘고전’과 ‘전

통’을 창출하고 재구성하는 지식장으로서의 미디어에 한 국문학의 역

사화 작업, 그리고 근 적 미디어의 유입을 통한 서양의 인식론과 개념

의 수용에 관한 철학 역에서의 공유된 관심들이 ‘한국학’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통합적인 학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학으

로서 세 분과학문의 학제 간 연구는 근 적 학문 체계가 정립된 1950년

에 이미 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연세 학교의 동방학연구소

(1949년 설립, 1977년 국학연구원으로 개칭)을 시작으로 고려 학교의 

한국고전국역위원회(1957년 창립, 1963년 민족문화연구소로 개칭, 1997

년 민족문화연구원으로 승격), 성균관 학교의 동문화연구원(1958년 

설립) 등의 ‘한국학 연구소’들이 학에 부설되면서 학술지 발간과 함께 

한국학의 학적 경향을 이끌어 왔던 것이다(최기숙, 2011, 272쪽). 이러

한 한국학 역은 학제 간 연구가 강화되고 융합 학문의 필요성이 강조

되는 학문적 풍토에서 인문학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 감과 동시에, 특히 

IT 기술과의 관련하에서 새로운 (한국적)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토  

학문으로서 문화론적 인문학의 사회적 수요는 확 되어 가고 있는 추세

이다. 실제적으로 최근 국내 한국학 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기획하고 수행하는 형 연구 과제의 경우, 신문화사적 시각에서의 

미디어 역사 연구와 미디어/담론/커뮤니케이션과 연계된 융합 인문학 

연구 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4

4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의 HK사업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1세기 실학으로서의 사회

인문학”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 과제에서 인문학과 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 분석을 위해 역사적으로 중 미디어에 한 연구를 지속해 가고 있다. 고려  민

족문화연구원의 HK한국문화연구단의 경우는 “한국 문화의 동역학”이란 주제 아래 한국 화

의 표상 체계와 매체 역학, 식민지 극장의 문화정치학과 동아시아, 한국 근  감성의 사회사 등

의 세부 기획을 두고 미디어의 사회문화사적 연구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이화여  이화인문

과학원의 HK사업단은 2007년부터 “탈경계 인문학, 한국 인문 지식의 정체성과 미래의 인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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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디어 역사에 한 인문학 역에서의 연구 동향을 살

펴보기 위해 문학, 역사학, 철학 각각의 인문학 역을 개별적으로 논의

하기보다는 이들 표적 인문학 역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인문학의 학

문적 경향들을 주도해 가고 있는 한국학 연구의 성과들을 중심으로 분석

을 진행하 다. 이를 위해 위에 언급한 3개 학 부설 한국학 연구소인 

연세 학교의 국학연구원과 고려 학교의 민족문화연구원, 성균관 학

교의 동문화연구원이 각각 발행하는 3개 학술지인 동방학지, 민족

문화연구,  동문화연구를 상으로 2000년∼2015년 동안의 미디

어 관련 역사 연구 논문들을 선별했다. 분석 상 학술지 중 가장 작은 

논문 편수를 보인 동방학지의 경우 1990년∼1999년까지 미디어 관

련 역사 연구를 조사한 결과, 마지막 1999년 제106집 특집으로 ‘세계 인

쇄문화의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 논문이 실린 것을 제외하

고는 한 편의 관련 연구 논문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가 나타난 것은 2000년 이후의 새로운 변화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장 많은 논문 편수를 보인  동문화연구의 경우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 논문의 수는 2000∼2015년 사이 총103/754편이 발표되었고 

이 시기 게재된 전체 논문의 약 14%를 차지함으로써 이는 결코 적은 비

중의 연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분석 상 학술지에서 미디어 관련 역사

논문의 수는 다소 심한 편차가 있었지만, 모든 학술지에서 일제강점기의 

미디어에 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표 1> 참조). 학

문 역으로 보았을 때도 국문학 역의 논문이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

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며 역사학, 상예술학, 정치학, 한

문학, 사회학, 언론학 역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적인 인문학 역

인 철학 역의 논문은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표 2> 참조).

을 사유하다”라는 주제 아래 인문학 패러다임의 성찰과 탈경계 인문 지식의 생산 과제로서 세

계, 인간, 매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경계들에 한 비판적 검토와 담론 분석을 구체적 실행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림  한림과학원의 HK 연구 과제는 “동아시아 기본 개념의 상호 소

통 사업”으로서 한국 근  지식 체계와 문화 현상에 한 개념사적 연구를 주도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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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인문학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가는 한국학 연구의 흐

름을 통해 볼 때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는 2000년 이후 새롭게 부상한 연

구라고 할 수 있으며, 국문학 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문학과 한국역사, 한국철학 전반에 걸친 인문학의 변화와 동

향에 한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문학 중심의 편중 또한 인문학 

역에서의 미디어 역사 연구가 갖는 하나의 경향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배경과 특성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분석 상 학술지가 

갖는 또 다른 편향－이를테면, 특정 학 부설 연구소의 기관 학술지라

는 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사업과 관련된 과제 수행의 목적－등을 

감안한다면, 각 시기별 중심 연구자 또는 각 주제별 중심 연구자를 중심

으로 타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연구들을 계속적으로 추적하여 찾아

가는 방식으로 제한된 선별 과정에 한 추가적인 보완을 시도해 볼 것

이다.5 분석 상이 되는 ‘미디어 역사 연구’의 범주는 매우 느슨한 정의

를 적용시켜 신문, 잡지, 라디오, 화(연극, 극장), 광고, 유성기 음반 등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출판, 인쇄판본, 한글, 언어(소설어, 조선어, 일

본어), 개념·지식의 수용과 번역, 검열, 독서까지 가능한 미디어 또는 

미디어와 관련된 현상을 포괄했다. 해당 시기 모든 논문을 검토하여 단

지 분석 자료의 일부분으로 특정 미디어를 활용한 경우 또한 포함시켰

다. 이 연구는 인문학 역이 다루고 있는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의 해당 

주제와 연구 방법의 양적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 미

디어 관련 역사 연구들의 문제의식과 내용, 방법론의 근거, 역사적 관점

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그 특성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기 

위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 시기별로 선

별 가능한 주제에 따른 분류 작업과 략적인 양적 분포를 파악하여 이

5 분석 상 자료의 보완을 위해서 근 , 개화기, 근 전환기, 애국계몽기, 일제강점기, 미군

정기, 1950년 , 1960년 , 1970년 , 주요 미디어와 주제별 분류(신문, 잡지, 출판, 화, 라

디오, 광고, 번역, 개념사, 지식사, 검열, 독서 등)를 키워드로 사용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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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학 한문학 역사학 언론학 정치학 사회학 영상예술학 총계

114 (62) 2 17 (15) 2 (1) 4 (2) 2 5 (3) 146 (87)

표 2. 분석 대상 논문의 학문영역 (  ): 학자 수

학술지명/시기 근대 초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총 분석 논문수

동방학지 3 10 5 18

민족문화연구 6 11 8 25

대동문화연구 23 65 15 103

총 분석 논문수 32 86 28 146

표 1. 분석 대상 논문

를 현황에 한 기술로 사용할 것이지만 명확한 통계 자료로 활용하지

는 않을 것이다. 분석 결과는 먼저 일반적인 시  순서에 따라 기술하

고, 각 시기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연구의 상, 연구의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분석 상 논문은 위의 표

와 같이 선정되었다.

4. 인문학 영역에서의 시기별 미디어 역사 연구의 동향

1) 근대 초기

(1) 연구의 대상

분석된 3개 학술지에서 근  초기 미디어 또는 미디어 현상을 살펴본 논

문은 32/146편이었다.6 주요 미디어로는 신문과 잡지가 분석되었다. 활

6 분석 상 학술지에서 근  초기 미디어 역사 연구의 주제로는 신문(9), 잡지(9), 소설·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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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인쇄술 이전의 방각본의 등장, 언문소설의 독자층, 신소설의 출현과 

중화의 조건, 중세적 인식론의 전환과 근 적 담론의 부상에 따른 새

로운 언어 질서의 형성, 근 적 미디어를 통한 근 적 개념과 지식의 수

용, 일본 광고회사의 정보제국주의 등이 이 시기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

루어졌다. 언론사 연구에서도 조선시 를 상으로 상소나 신문고, 한

글소설 등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근  언론 현상에 관한 연

구나 근  미디어 역사 서술을 조선시 로 소급하지는 않았다. 논의의 

출발 시점이 조선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론학에서 

근 적 미디어의 출현 시점을 최초의 잡지7가 발행되고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가 등장하는 개화기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 적으로 인쇄술, 인쇄 문화에 한 관심8 또한 언론학에서의 역

사 연구보다는 더 나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국문학 역 연구에서는 중세문학에서 근 문학으로의 전

환에서 주류를 형성했던 소설 문학이 신문이나 잡지, 방각본의 등장으로 

(5), 개념·지식 수용과 번역(8), 광고(1) 등이 다루어졌다.

7 한국 사회에 잡지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90년 이다. 1892년 1월 미국인 선교사가 창간한 

문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Korean Repository)가 시기적으로는 최초이며, 한국인이 최

초로 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가 1896년 2월에 창간한 친목

회회보이다. 발행 주체와 발행 지역 모두를 고려한다면, 1896년 11월에 창간한  죠선독립

협회회보를 최초의 잡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잡지의 날로 기념하는 11월 1일은 1908년 11월 

1일 최남선이 소년을 창간한 날로 본격적인 최초의 종합잡지로서 의미가 있다.

8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에서는 1999년 세계 인쇄 문화의 기원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동방학지 106집 특집으로 다뤄졌다. 그 내용은 기조연설로 한상완, 인쇄문화 기원

의 의의; 박지선, 한국 고 의 종이유물; 김성수, ｢무구정광 다라니경｣의 한역년도 및 간행지

에 관한 연구; 김수천, ｢무구정광 다라니경｣ 서체의 미의식; 초동팔, 중국 인쇄도서문화의 기

원; 반길성, 중국 중세기 조지 및 ｢무구정경｣의 간행 문제; 진진염, 중국사경서법의 기원과 유

형 연구; 오오까와 아끼노리, 고 의 조지기술에 해; 이시쯔까 하루미치, 일본인쇄문화의 기

원－백만탑다라니를 중심으로; 아까오 에이께이, 일본 고사경의 서풍－7세기에서 11세기까

지; 유부현, ｢무구정광 다라니경｣의 간행 시기에 관한 연구－제본의 문학이동을 중심으로이

다. 미디어 문화사적 접근보다는 기원에 관한 전통적인 역사학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새로운 

상’으로서 미디어 기술에 관한 인문학의 관심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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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어떤 문화적 위치를 갖게 되는지가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

다. 조선후기 고소설은 방각본 고소설의 등장으로 중화로 나아가는

데, 이 중화 과정에서 세책본 고소설과의 독자 경쟁이 고소설의 전통

적인 이야기 방식을 변화시킨 과정을 분석한 논문(임성래, 2003)은 한

국 사회에 등장한 인쇄 미디어의 의미를 인쇄업자와 독자, 이야기 관습

과의 관계에서 다각적으로 해석해 내고 있다. 출판 시장에서의 고소설 

독자층에 한 또 다른 연구(최기숙, 2013)는 언문 표기의 표적 중 

장르인 고소설 춘향전이 이해조와 최남선 등 지식인에 의해 언문에서 

언한문으로 전환되어 출판 시장의 중에게 소개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이러한 근 적 ‘지식’으로의 개작과 문자의 변용이 언문 중의 잠재적 

역량, 선호, 취향뿐 아니라 언문소설의 풍부한 문화적 포용성과도 충돌

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이 연구는 근  계몽을 주도한 지식인의 모순을 

통해 계몽 기획의 역설을 보여 주고 이것이 곧 문자적 근 의 역설임을 

말하고 있다. 고소설에 이어 신소설에 관한 연구에서도 문학사적 인식

이나 관심뿐 아니라 근  중 미디어로서 신소설의 출현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중요한 분석 지점이 된다. 이인직의 혈의누를 중심으로 신소

설 출현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한 논문(구장률, 2006)은 러일전쟁 이후 

다양한 근 적 지향들이 지식, 담론, 제도, 일상의 차원에서 정형화되는 

구조적 조건에서 문학이라는 틀보다는 ‘소설의 출현’이라는 맥락에서 신

소설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국문학 역에서 신문학사

의 맥락으로 신소설을 접근하는 방식9과는 차이가 있다.

개화기, 근 계몽기, 근 전환기, 애국계몽기 등으로 불리는 1890

년 에서 1900년  시기의 연구에서 단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디어

는 신문10과 잡지 다. 신문은 무엇보다 당시의 시 적 상황과 정치적 

9 구장률은 이 차이에 해 기존 연구에서는 이인직의 글쓰기가 창출한 새로움을 규명하거나 

전기적 사실과 연관 지어 텍스트에 투 된 이데올로기를 친일의 문제에서 논하는 경우가 많았

다고 보았다(구장률, 2006, 248쪽).

10 개화기 신문의 경우, 언론학에서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서 주요 논의의 상이 되는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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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한국 사회의 의식세계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분석 자료로서 연구되

었다. 개화기 신문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신문에 나타난 약소국가에 

한 인식 태도를 알아본 연구(이민희, 2004)와 <독립신문>의 사설과 기

사를 통해 세계사적 맥락에서 헤이그 특사 사건과 조선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최덕수, 2007)가 그 예들이다. 이들 신문 내용 분석의 연구들은 근

 초기 역사 연구가 주로 인물 중심적으로 접근되고 해석된 한계를 벗

어나 신문 내용을 역사적 사실의 주요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한제국을 

둘러싼 역동적인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의 계기적 사건들을 이해

하고 접근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신문의 사료적 가치

를 지나치게 사실성에 두는 것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사학자인 최덕

수는 결론에서 <독립신문>의 문판과 한글판의 보도 내용과 시각이 차

이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하고 그 차이를 “모순되지 않게 설명하는 과제”

를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는데(최덕수, 2007, 302쪽), 신문이 단지 역

사적 사실을 있는 그 로 서술한 텍스트로서만 읽힐 수 없다는 점을 인

식할 필요가 있다. 

문학 연구의 전통에서 문체와 작가의 시점, 서사 양식을 연구하듯, 

신문의 글쓰기 또는 지식인 독자의 글쓰기와 신문의 서사 양식에 한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도 있었다. 신문이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상 독

자나 서사 양식에 따라 논점과 내용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그러

한 차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 미디어의 방식이 있음을 주목

한 것이다. 전은경(2013)은 일간신문 < 한민보>(1909. 6∼1910. 8)

신문인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에 관한 연구가 분석 상 학술지의 논문에서는 분석 자료

로 활용된 연구(이민희, 2004)를 제외하고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인문학 역에서 연구 

상으로서의 미디어에 한 인식에서 기원적 요소보다는 다양한 읽을거리나 새로운 서사적 양

식, 새로운 개념의 수용을 보여 주는, 문화적 혹은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고

려되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 <한성순보>의 경우 관보적 성격이 강하고 순한문이기 때문

에 언론학 역에서도 텍스트적 성격보다는 근 적 미디어로서의 체계를 얼마나 갖추었는지

와 관련하여 발행 주체나 출판 과정, 편집 체계와 독자 등에 관한 주제로 접근되어 왔고 최근 

근  지식과 사상의 전달 체계로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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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자란인 ‘풍림(諷林)’의 풍자와 비유 등 숨겨진 의미를 보여 주는 서

사 양식이 근 계몽기 남성 지식인 독자층의 글쓰기 욕망을 강화하며 

< 한민보>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재일유학생회 태극학회의 학회지 <태극학보>(1906. 8∼1908. 

12)에 한 전은경(2015)의 다른 연구에서는, <태극학보>의 독자 투고

에서 이루어진 우화적 장치와 화체, 편지 등의 새로운 서사적 양식의 

실험이 <태극학보>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11 

특정 서사 양식과 글쓰기가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의 정체성을 추동하며 

결정짓는 과정에 한 이와 같은 분석은 신문이나 잡지를 그 내용을 중

심으로 하나의 역사 분석의 자료나 근거로 활용했던 것과는 다른 신문 

미디어에 한 인식의 지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미디어의 특성이 발현

되는 맥락으로서 발행 주체와 독자의 현황, 미디어의 구조적 조건에 

한 구체적 분석이나 관심이 아니라 여전히 ‘글쓰기’와 ‘서사’라는 문학적 

기술의 문제로 신문 미디어의 특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텍스트

의 틀 내에서의 미디어에 한 인식12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다르

게 쓰 다는 것이 곧 다르게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

다. 이는 인문학 역에서 신문 미디어에 한 새로운 이해가 생성되었

다기보다 문학이 아닌 또 하나의 텍스트로 신문을 읽었다는 점에서 전통

적인 텍스트에 한 외연이 확장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11 전은경은 이 시기 ‘독자’의 탄생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을 타 학술지에 앞서 발표한 바 있다

[전은경 (2010). < 한매일신보>의 ｢편편기담｣과 ‘쓰는 독자’의 출현. 한국현 문학연구, 30

집; 전은경 (2011). 근  계몽기의 신문 매체와 “독자” 개념의 근 성－번역어 “독자”의 성립과

정과 의사소통의 장. 현 문학이론연구, 46권]. 이러한 ‘독자’에 관한 연구는 인쇄 미디어의 

출현에 의한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전환된 근  초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로서 언론학 역의 수용자사 연구에 많은 함의를 전해줄 수 있다. 

12 신문 미디어 또한 문학처럼 읽혀져야 할 텍스트라는 인식이다. 이는 해석할 내용을 중심으

로 미디어를 인식하는 것이다. 텍스트보다 컨텍스트를 강조할 경우 내용보다는 그 내용을 생

산하는 사회적 조건에 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미디어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로부터 미디어

에 한 인식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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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문이 역사적 사실의 근거로서, 새로운 글쓰기로 역사학과 

국문학 모두에서 주요 분석 상이 되었다면, 잡지는 근  초기 문학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지식 장으로서 주목받았고 국문학 역에서 주요 

연구 상이 되었다. 분석 상 학술지에서는 최남선과 그가 창간한 소
년(1908. 11∼1911. 5) 관련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소년의 

문학사적 역할과 위상, 소년을 통한 초기 근 문학의 재편, 소년에
서 발견되는 근  소설의 문체와 ‘ 웅’ 서사에 한 분석 등이 주요 주제

로 다루어졌다. 주목할 수 있는 연구로는 근 문학 연구에서 신채호, 박

은식 등의 번역 및 창작물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의 ‘특수한’ 사상적 산물

의 하나로 이해되곤 했던 조선의 웅전기 서사가 국권 상실을 전후한 

시기 발간된 잡지 소년에서는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 특히 한때 동아

시아13를 풍미했던 그 많던 웅서사들이 어떻게 종언을 고했는가를 살

펴보는 윤 실(201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근 문학에서 잡지 소
년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잡지 소년을 통해 특정 서사 양

식이 소구되는 과정을 통해 식민지 조선뿐 아니라 동아시아 근 가 그린 

역사적 궤적을 드러내 보여 주었다. 그러나 잡지 소년이 형성하는 문

학 장의 특성을 주요 연구 상으로 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지만, 주

제의 중심이 문학 서사나 문학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 개화기 잡지 문

화나 제도, 수용에 관한 문화사적 접근보다는 여전히 문학사의 전통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윤 실은 ‘동아시아’라는 ‘참조 틀’이 근 전환기 한국문학 연구에서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근 계몽기에는 ‘문학’을 비롯한 일련의 근  번역어들이 동아시아 3국의 

공통 어휘로 자리 잡았음은 물론이요, 속성(速成) 근 화의 교본(敎本)이라 할 수많은 서적들

이 3국의 경계를 넘어 활발히 유통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적 ‘맥락’을 괄호친 채 일국 문학사

의 틀 안에서 텍스트에 접근할 경우, 과잉 해석이나 과소 해석에 떨어질 위험이 다분하다”(윤

실, 2010,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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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이 시기 연구에서 주목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개념사

적 연구 방법이 있다. 개념사적 연구는 언어와 텍스트에 의해 역사적 실

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관한 역사 의미론으로서의 개념사를 본격

적으로 체계화한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k)을 중심으로 발

전했으며, 서구와 미국을 모델로 ‘좋은 근 ’와 ‘발전’을 강조하는 근 화

론을 비판하고, 개념연구를 통해 근 성의 숨겨진 이면을 역사적으로 성

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전통적 세계관과 상징체계

를 근본적으로 바꾼 개념의 혁명적 변화가 근 를 출현시키고 각인시킨 

주요 동인이었음을 밝히려 한 것이다. 이 점에서 개념사 연구를 통한 근

의 비판적 성찰은 자생적인 근 ·근 성이 아니라 서구의 근 ·근

성을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이식받은 부분의 비서구권 역사 연구자

들에게는 중요한 문제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나인호, 2011). 신문

과 잡지 등 근  인쇄 미디어 도입에 한 역사적 의미를 한국 근 성에 

한 성찰과 탈식민주의적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이러한 개념

사적 방법은 유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이 이 시기 국문학과 한국사 연구

자들에게 개념사적 연구가 주목받고 활용된 이유라고 생각된다.

인문학 역에서 이러한 개념사적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으로는 사

회학자인 박명규(2001)의 한말 ‘사회’ 개념의 수용과 그 의미 체계에 

한 연구가 발판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수용

된 근 적 개념의 하나로서 ‘사회’가 정치 사회적 격변 과정과 접하게 

연관된 개념임을 밝히며, 특히 초기 서구 개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

당했던 <독립신문>과 친일적 근 화를 추구했던 천도교의 <만세보>, 

애국계몽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 한매일신보>에서의 ‘사회’ 

개념이 다른 의미 체계를 갖고 사용된 용례를 상호 비교했다. 새로운 의

미 체계의 변화는 새로운 미디어의 창간을 계기로 변화함에 주목하고, 

미디어를 통한 지적 논의들이 어떻게 다양한 의미 체계로 수용되고 변화

하게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연구 다. 이러한 개념사적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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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민족주의적이거나 식민지 통제와 검열의 상으로만 이해되어 

왔던 미디어가 추동하는 역사적 가능성을 다양한 층위에서 해석한 데서 

근  미디어의 출현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한다. 박명규는 또 

다른 연구(2003)에서 근  사회과학 개념 구성의 역사성을 한말 국가-

사회-개인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네이션과 민족의 개

념사적 이해(2009a)와 한국의 정치 주체로서 국민과 인민, 시민의 개념

을 비교 연구(2009b)하 다.

인문학 역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개념사적 연구로는 2004년 

이화여  한국문화연구원에서 펴낸 근 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을 꼽을 수 있다. 개화기 근  인쇄 미디어의 출현으로 새로운 서

구 지식과 문명사적 관점에서의 서구 개념들이 유입되어 수용되는 과정

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연구서이다. 주로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문명/

야만 담론의 의미와 근 적 ‘개인’, ‘사회’ 개념의 탄생, ‘민족’ 담론의 형

성 과정, ‘독립’의 개념과 정치적 동원의 용법, ‘국민’ 담론의 효과, 근 적 

시간-기계의 작동 양상, ‘위생’ 담론의 배치, 근 적 민권 개념의 수용이 

한국 언론에서 재현되는 방식 등 주로 개념사적 고찰을 통해 <독립신

문>이라는 근 적 인쇄 미디어를 통한 근  지식의 한국적 전유 과정을 

파악한 연구들이다. 이후 2006년 근 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지평

의 확 에서는 <독립신문>과 함께 <황성신문>에서의 ‘위생’ 개념이나 

동양 전통 담론, ‘동포’ 개념의 변화 등이 연구되었다. 2007년에는 근
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라는 제목으로 주로 < 한매일신

보>에 나타난 ‘개인’, ‘민족’, ‘역사’ 개념과 ‘병리학’ 담론, 문명 담론과 

웅 담론 등이 연구되었다.

분석 상 학술지에서 표적인 개념사적 연구에는 < 한매일신

보>에 나타난 “민족” 개념에 관한 정치학자 김동택(2008)의 연구가 있

다. 이 시기 새롭게 부상하는 ‘청년’, ‘어린이’에 한 개념사적 연구도 주

목된다. 잡지 미디어에 한 인문학 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최남

선의 잡지 소년에서 ‘소년’은 ‘청년’, ‘어린이’와 함께 근  초기에 새롭

게 발견된 주체이며, 최남선에 의해 의식적으로 선택된 개념이라고 할 



160

수 있다. 윤 실(2008)은 잡지 소년을 중심으로 1900년  ‘청년/소년’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함의를 갖고 사용되었는지, 그 개념의 수용

이 현실과의 교섭에서 어떤 차이와 굴절을 이루며 그 근 적 용법이 일

본과 중국이라는 동아시아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유통, 변용되고 있는가

를 분석한다.

이 시기 역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신문 광고가 활용된 경우는 새

로운 사료에 한 발굴과 접근으로서 의미가 있다. 역사학자인 황 원

(2013)은 <황성신문>이 발행된 1898년∼1910년까지 12년 동안의 서

적에 관련된 광고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총751종의 서적에 한 통계적 

분석과 분류를 했다. 근 전환기 지식 체계의 변동을 살펴보기 위한 것

이라면 수집된 전체 서적에 한 분류뿐 아니라 시기적인 변화의 양상에 

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문 광고문을 통해 당시 발행된 서

적의 총괄적인 자료화가 가능했음에도 그 해석이 여전히 기존의 방식

로 개화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학계의 반응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광고라는 새로운 서적 유통 체계의 특성이 어떻게 서적과 지식에 

한 인식을 바꿔 놓았는지 신문 광고라는 미디어의 출현과 그 변화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출판할 서적의 선정과 유통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출판인쇄업자에 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면 더 풍부한 서적과 지식 체계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2) 일제강점기

(1) 연구의 대상 

분석된 학술지의 연구 논문 중 일제강점기 미디어와 관련된 역사 연구는 

가장 많은 86/146편을 차지했다.14 언론학 역의 역사 연구에서도 일제

14 분석 상 학술지의 일제강점기 연구 상을 분류해 보면, 신문(7), 잡지(22), 출판(6), 

화·연극(25), 유성기 음반(2), 라디오(1), 검열(7), 개념·지식 수용·번역(6), 한글·언어(6), 

독서(2), 근 문화(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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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저서 논문 합계

개설·총론 20 · 20

역사인식·연구사 18 13 31

식민통치·지배정책·사법 17 39 56

경제·금융·운수 10 74 84

사회·도시·인구·의료 24 86 110

교육 9 36 45

사상 11 76 87

문학·학술·언론·예술·(대중)문화 46 145 191

종교 9 40 49

민족해방운동 36 141 177

해외동포 6 30 36

기타 2 · 2

합계 208 680 888

*출처: 허영란(2010b). 2008∼2009년도 일제 식민지시기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보, 207, 40쪽

에서 인용.

표 3. 2008∼2009년도 일제강점기 역사 연구의 주제 현황

강점기 미디어 역사 연구는 개화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논문 편수를 

나타내고 있다(김 희, 2009, 370쪽). 일제강점기는 1920년 <동아일

보>, <조선일보> 등 민간지의 등장과 1927년 라디오 경성방송국의 개

국, 그리고 화, 잡지 등 일반 중이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문화 현상

들이 등장했던 시기라는 점에서 근  미디어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시기

로 인식되어 왔다. 2008∼2009년도 일제강점기 역사 연구의 현황을 조

사한 허 란(2010b, 40쪽)의 연구는 ‘문학·학술·언론·예술·( 중)

문화’의 주제가 이 시기 역사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

를 보여 주고 있다. 인문학 역에서도 일제강점기는 본격적인 한국 근

문학, 근 철학, 근 사학의 학문적 틀을 마련해 간 시기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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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시기이며, 새로운 문화사적 전환과 함께 기존 정치사와 경제사, 

사회사의 주제들을 압도하는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부상하고 있음을 말

해 주고 있다.

주요 연구 상을 살펴보면 개화기에 이어 일제강점기 연구에서도 

신문과 잡지가 중요한 미디어로 다루어졌고 특히 잡지, 출판 연구가 두

드러졌다. 무엇보다 새롭게 등장하여 관심을 집중시킨 연구는 화, 연

극 연구 다. 유성기 음반도 새로 등장한 주제 고 근 적 미디어를 통

한 근 적 개념과 지식의 수용과 변용, 번역에 관한 연구는 개화기를 거

쳐 본격화되었다. 언론학 역의 역사 연구 경향과 비교했을 때 언론사

에서 신문 연구가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것15과는 조적이며 일

제강점기에 개국한 라디오 연구가 이 글의 분석 상 학술지에는 단 1편

에 불가하다는 점에서 저널리즘과 방송 역이 인문학의 주제와는 어떤 

점에서 거리를 갖게 하는지, 또 언론학 역에서 저조한 연구 성과를 보

이고 있는 잡지와 화가 인문학 역에서는 가장 주요한 연구 상이 

되는 점을 서로 비교하여 밝혀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미디어 검열 연구

가 한국 인문학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떠오른 것도 일제강점기 연구부터

이며, 검열 연구는 인문학이 문학과 사상, 철학, 역사의 문제를 텍스트를 

넘어 제도와 문화 등 사회적 컨텍스트와 구체적으로 연관시키며 통치성

과 문화정치를 논의하는 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통제

나 탄압의 관점을 벗어나 문화 제도로서 검열을 이해하는 이들 연구의 

증가는 인문학에서의 새로운 문화사적 연구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15 김 희(200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학 역 학술지에서는 개화기 연구가 가장 많고 

일제강점기 연구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논문 편수를 차지한 주제는 신문 역사 다. 

(김 희의 2005년 조사에서도 연구가 많은 시기와 주제가 같은 경향을 보 으며 특히 이때에 

조사된 박사학위 논문 주제에서도 신문 역사가 월등히 높은 편수를 차지했다.) 이 글의 분석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김 희의 분석에서 2000년 이후 학술지 게재 논문 편수가 급격

히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언론학 역에서 신문 역사 연구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은 분명

한 것 같다. 반면, 언론학 역에서 잡지 역사와 화 역사 연구는 적은 편으로, 특히 화 역사 

연구는 가장 적은 편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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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다.16 

먼저, 일제강점기 신문 미디어 역사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

면, 국문학에서는 신문 학예면을 통해 근  지식을 형성하는 신문에서 

문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역할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혜령(2005)은 1920년  <동아일보>의 학예면 형성 과정을 살

펴보면서 이 당시 본격화된 신춘문예나 현상문예에 동참한 남성 ‘청년’

이 우선적으로 문예란에서 고려되는 젠더역학과 독자 투고 문예물을 통

해 근  문학의 장르적 위계질서가 강화되는 방식을 분석했다. 문학이 

신문 미디어를 통해 위계적인 사회 질서를 배치하고 정당화하는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한다는 관점은 문학이 담고 있는 내용, 텍스트가 아니라 

문학을 담고 있는 형식,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문학의 역할 또는 의미를 권력이 무엇인지를 재현하는 데 두기

보다 (문학 자신을 포함하여) 권력이 어떻게 생산되고 작동하는지를 드

러낼 목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문학에 한 새로운 접근이 아닐 수 

없다. 박헌호(2005)는 이렇게 문학의 위치를 재설정하는 데서 나아가 

제도로서의 신문이 지닌 존재 양식의 권력적 성격을 강조했는데, 문화정

치기 동안 신문 미디어는 비 칭적이고 불균등한 관계에 놓여 있던 식민

권력과 가상의 립을 벌이는 장이었으며 신문 미디어가 구축한 지식의 

질서 안에 문학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검열을 통해 식민권력

과의 불평등한 관계가 현시될 뿐 아니라 검열의 반복을 통해 식민권력이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인

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 한기형(2005) 또한 식민권력에 의한 민간지의 

허용은 일본에 의한 근 의 성장을 식민지 조선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16 언론사 역에서 검열과 관련하여 정진석의 독보적인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후속 세

의 관심과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후속 세 의 검열 연구로는 이민주의 연구가 있다. 박

사학위 논문과 함께 이민주(2010), 일본 출판경찰의 법적 근거와 검열을 통한 언론통제－1937

년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4호 참고. 특히 미디어 사회문화사적 접근에서 검

열 연구에 한 관심과 성과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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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적이었으며, 근 적 세계상으로 표상된 식민지 조선의 상징적 리얼

리티는 신문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문 정부’란 말로 

신문 미디어에 의해 작동되는 권력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미디어 역

사 연구에서의 이와 같은 지식-권력에 관한 탈근 적 관점은 식민지 근

적 미디어에 한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 준다.

분석 상 학술지에서 근  초기에 비해 국문학자의 신문 연구가 

일제강점기에 더 많은 이유는 이와 같은 학예면의 탄생, 특히 문예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 장과 문학 활동이 근  문학사에 가지는 의의와 

관련이 깊다.17 배정상(2015)은 일제강점기 새로운 문학 창작 주체가 

거 진입하는 발판이 된 신문 문예면의 작가이면서 기자 던 남상일의 작

품 세계 분석을 통해 한국 근  소설이 신문 미디어와 접하게 연관된 

양상들을 밝혔다. 이 연구는 당시 신문의 기자로도 활동했던 우리가 기

억하는 염상섭, 현진건, 김기림, 이태준, 변 로 등 유명 작가들에 비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가 남상일이 필명 ‘금화산인’으로 중 역

사소설과 번안 소설, 희곡, 동화, 괴담, 수필, 문학평론, 미술평론 등 다

양한 문학 텍스트를 꾸준히 집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로서의 정체성

을 결국 “소거”18하고 말았다고 결론지었다. 그 배경으로 <매일신보>의 

17 분석 상 학술지에 실리지 않은 논문으로 학예면 연구의 좋은 예로는 조 복 (2003). 1930

년  신문 학예면과 모국어 체험. 어문연구, 31권 1호; 박현수·홍현  (2015). 1920년  초

기 <조선일보> ｢문예란｣ 연구－발굴과 위상의 규명. 민족문학사연구, 57권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8 연구자는 남상일의 작가 정체성을 “소거되었다” 표현했는데, 언론학자가 읽기에는 이러한 

작가 정체성을 실패로 규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의의가 과연 무엇인지가 다소 의아하

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남상일 스스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자 정체성과 기자의 

이력을 중심에 두고 기자 정체성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남상일이 작가와 기자 두 정체

성 사이에서 어떤 문학적 변화를 이뤄냈는가를 더 풍부하게 조명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일제

강점기 당시 작가이면서 기자로 활동했던 이들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 박정희 (2012). 한국근

소설과 ‘기자-작가’: 현진건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9는 현진건의 기자로서의 정체

성과 경험이 문학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는데, 배정상의 경우 현진건에 비해 무명작

가인 남상일의 작가 정체성이 문학사적으로 과소평가된 점을 비판하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러한 다소 부정적인 해석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 ‘기자-작가’, ‘기자/작가’를 병기한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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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주임이면서 정치부장을 지낸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남상일의 문학

적 글쓰기의 한계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문학자의 안타까운 시선에서 조금만 떨어져 바라

본다면, 기존 문학사에서 소외된 무명작가의 작품이 가지는 의의를 재구

하는 과정에서 문단 제도, 문단 권력의 향 등 사회적 맥락에 한 비판

적 분석을 더한 점은 새로운 도전적 문제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당

시 <매일신보>의 편집 전략과 기자의 역할과 활동, 사회적 위치, 신문의 

중에 한 인식, 신문 문예면의 의미 등 언론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근거 있는 역사적 분석과 문제들을 새롭게 제안한 점은 언론학 역의 

역사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일신보>19 학예면에 관한 또 다른 연구(강부원, 2015)는 총력전 

시기 억압의 상이었던 조선어 신문들이 폐간되면서 상 적으로 검열

에서 자유로웠던 <매일신보> 학예면의 지면 구성과 운용을 통해 신문 

검열의 기준과 정책이 바뀐 맥락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총력전에 

한 ‘선전’과 ‘동원’의 목표를 이데올로기적 학습 효과와 독자 ‘유인’ 기

희나 배정상과 달리 조 복과 박용규는 ‘문인기자’란 표현을 쓰고 있다. 조 복 (2002), 1930년

 신문 학예면과 문인기자 집단. 한국현 문학연구, 12; 조 복 (2007), 문인기자 김기림

과 1930년  ‘활자-도서관’의 꿈, 살림; 박용규 (2005), 식민지 시기 문인기자들의 글쓰기와 검

열. 한국문학연구, 29호. 박용규만 국문학자가 아니라 언론학 역에서 언론인, 기자를 연

구하는 표적인 언론사학자이다. 

19 <매일신보>에 관한 연구는 총독부기관지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언론학 역의 역사 연구에

서도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분석 상 학술지에서는 2편이었지만 국문학을 중심으로 인

문학에서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는 식민지 시기 근  미디어에 한 민족주의

적 관점이 상당히 극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강부원(2015)은 “<매일신보>의 역사적 성

격을 일관된 체제 협력 양상을 보이는 기관지로만 단정짓기보다는 검열 권력과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균열과 갈등의 측면에서 그 위상을 정 하게 재론할 필요가 있다”(397쪽)라

고 제언한다. 그는 연구에서 식민지 조선의 미디어 지형이 ‘기관지(<매일신보>)’와 ‘민간지

(<동아일보>, <조선일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하게 편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실증한다. 민족주의적 관점의 극복이 연구 상의 확장뿐 아니라 연구문제를 입체화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언론학 역에서도 <매일신보>에 한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언론

학 역에서는 윤상길 (2011). ‘식민지 공공 역’으로서의 1910년  <매일신보>. 한국언론

학보, 55권 2호를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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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강한 학예면의 세부적인 개별 텍스트에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조

정해 가는 검열의 행태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국가 종속적 미디어의 성

격을 규정하는 틀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신문 지면

의 복합적인 기능과 성격, 검열의 미시적인 작동 방식 등이 분석됨으로

써 학예면 연구가 문학적 텍스트 연구로 한정되었던 데서 벗어나고 있음

을 발견할 수 있다.

분석 상 학술지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신문 연구로 

역사학자 장신의 연구 또한 주목할 만하다.20 장신(2011)은 일제강점기 

발생한 ‘51종 20만 권 분서(焚書) 사건’에 한 신화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출판 통제의 실상과 그로 인한 출판계의 피해 상황을 검토

하 다. 또한 사건의 신화가 1980년  중반 <조선일보>의 기획에 의해 

과잉 상상된 이미지로 되살아나는 사실을 밝혀내고 일제강점기 역사상

(像)에 한 문제를 제기하 다. 일제 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과 변호

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2009)와 한말·일제 초 재인천 일본인의 신문 발

행과 조선 신문 연구(2007) 등 친일 언론인과 지역 언론사에 관한 장신

의 문제 제기와 연구들은 언론학 역의 미디어 역사 연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잡지 미디어에 한 역사적 접근은 잡지에 표상되고 잡

지를 통해 구현된 한국 문학과 역사의 식민성과 근 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최수일(2000)은 기존 동인지문학이 서구 문예사조의 수

용을 상정한 사조론적 규정으로 평가받았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하며, 

근 문학의 출발점으로 근 적 자아의 확립과 예술의 자율성 획득을 목

표했던 동인지문학의 문학 행위가 이뤄지는 정신적이고 의식적이며 심

리적인 계기와 경로를 검토하고자 했다. 다소 자의적인 징후적 해석과 

다수의 질문들로 이어지는 분석 과정이 논의의 완결성을 떨어뜨리고 있

20 장신 (2007). 한말·일제 초 재인천 일본인의 신문 발행과 조선 신문. 인천학연구, 6호; 

장신 (2009). 일제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과 변호론 비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2호; 장신 

(2011). 한국강점 전후 일제의 출판 통제와 ‘51종 20만 권 분서사건’의 진상. 역사와 현실,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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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문학을 통한 근 적 주체 구성에 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최수일(2005)의 연구는 문학에의 관심보다 중적 성공

을 거둔 근  미디어로서의 잡지에 초점을 두고 유통망과 담당층, 핵심

독자층에 한 분석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문화권력’이 된 잡지 개벽
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지

사-분사’ 시스템에 의한 유통망의 실증적 자료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세력의 소통 체계와 소통 방식을 매우 치 하게 검토하고 논증하고 있다

는 것이다. 미디어 역사 연구가 “미디어가 직접적인 연구 상(미디어 

기술, 미디어 조직, 미디어 산업, 미디어 정책 등)이 되는 미디어사를 중

요한 일부로서 포함하지만, 미디어의 중심성을 과장하지 않고 전체 정치 

과정이나 문화와의 포괄적인 관련 속에서 그 역학을 이해하는 역사”(이

상길, 2005, 109쪽)연구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21 미디어의 물적 토

에 한 철저한 실증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회적· 중적 소통과 관련

된 분석과 해석에 이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 

최수일(2006)은 1924∼1927년 사이의 개벽에 한 검열 자료의 복

원과 시계열적 통계를 통해 조선 근 문학에 한 제국의 기획이 부르주

아문학과 프로문학의 ‘분열’과 문학의 ‘체제내화’에 있었음을 주장하고 

한국 근 문학 재생산 구조의 ‘식민성’을 밝혔다. 잡지 개벽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는 허수(2008)의 표지·목차를 중심으로 한 ‘표상 공간’에 

한 분석이 있다. 미디어가 표상하는 상징과 도안 등 이미지의 중요성

21 이상길(2005)은 이를 ‘커뮤니케이션사’라고 표현한다(109쪽). 미디어 역사 연구가 커뮤니

케이션사로 나아가는 것에 해서는 공감의 폭이 크다고 생각된다. 김 희(2005)의 연구에서

도 커뮤니케이션 현상 전체의 역사적 연구를 지칭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사’라는 용어를 사

용할 것을 주장한다(96쪽). 이상길(2014)은 다른 연구에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사라는 명칭

의 실질적인 의미가 미디어 사회문화사와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70쪽). 이 연구는 인문

학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역사보다는 미디어 역사에 한 논의가 더 

일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사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다. 다만 언론사로부터 

커뮤니케이션사로의 이행과 관련한 논의에서 커뮤니케이션사의 포괄적 의미와 연구의 방향

성에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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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고 시각 자료를 연구 상으로 한 점과 그 표상이 갖는 비균질

성과 위계성을 밝힘으로써 잡지라는 근  미디어가 배치하는 새로운 식

민지 문화 질서를 밝혀낸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개벽사의 또 다른 잡지 어린이를 연구한 박현수(2005)는 어린

이가 문화운동의 중추 조직이었던 천도교청년회의 하위 조직인 천도교

소년회의의 기관지로 문화운동과 관련되고도 있었지만, 독자와 유통, 

판형, 면수, 가격, 발행 기간 등이 미디어의 위상과 연결되어 변화하 고 

‘동시성(同時性)’과 ‘동역성(同域性)’을 확보하여 같은 시간 전국의 독자

들에게 눈앞에 펼쳐지는 일상으로 다가갔음을 강조했다. 후속 연구에서 

박현수(2006)는 어린이 창간과 운 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방정환을 

통해 잡지 미디어 발행에서의 독자 견인에 한 의식의 중요성을 말하며 

한국 근 문학이 재생산되는 과정과 관련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다소 

논리의 비약이 나타나지만22, 문학적 문제와 함께 ‘미디어’로서의 잡지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지 (2005)은 방정환이 잡지 어
린이에서 ‘천사동심주의’란 이념태로 실현코자 한 근 적 개인의 탄생, 

억압적 굴레로서의 해방이라는 문화운동이 식민지 문화통치에 복속되

어 또 다른 억압으로 굴절되는 가설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때 아동문학

작품을 통해 ‘어린이’를 식민지 근 의 주체로 호명하는 이념적 매개체

로 잡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당시의 ‘잡지’ 문학을 식민지 문

화의 지식 장에서 경합했던 여러 담론들과의 관련성 아래에서 이해할 필

22 “… 독자들의 욕망은 독자를 견인하려는 미디어 주체의 욕망과 현상문예라는 공간 속에서 

조우하고 있다. 독자에게 현상문예에 투고하고 당선되는 과정에서의 상금의 의미가 의식적으

로 지워졌듯이 주체 역시 의도했던 욕망을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그 조우는 미디어의 주

체가 지닌 문학 개념이나 장르 인식이 문학 장에 편입하려는 인적 메커니즘을 통해 파급되어 

나가는 과정이며, 나아가 상동관계에 기반해 한국 근 문학이 재생산되는 방식의 연원이기도 

하다”(박현수, 2006, 72쪽)라는 결론이 그 예인데,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이 논문만이 아니라 분

석 상 논문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사회과학적 논증에 익숙한 연구자에게는 역사적 상상

에 가까운 이러한 논지가 다소 근거가 부족한 주장 같고 그 해석적 비약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았다. 역사 서술이 사료의 사실적 기술에만 의존할 수도 없겠지만, 역사적 직관과 상상

력, 해석이 충분히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 방법론적 틀에 한 고민은 더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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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있다. 이는 문학을 매개하는 ‘잡지’라는 미디어에 한 배치를 달리

하는 문제로, 이러한 더 포괄적인 지식장 내의 미디어 문화에 한 이해

가 문학에 한 역사적 이해를 더 풍부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잡

지사가 부진한 언론학에서도 이러한 식민지 지식장 내의 잡지에 한 사

회문화사적 접근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연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것은 화·연극·

극장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백문임

(2009)은 중일전쟁 이후 조선에서 제작된 선전 극 화의 서사적, 스타

일적 전략을 분석하고 지원병 조선 남성이 일본 군인이 됨으로써 피식민

자의 유약하고 여성화된 상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주체로 성장한다고 하

는 젠더화된 표상의 생산방식과 어머니와 아내 등 여성 가족들이 보여 

주는 ‘결여’와 ‘과잉’의 수사학을 발견해 내고 있다. 백문임(2012)의 다른 

연구에서는 초기 조선 화인 연쇄극에서 공간을 생산, 점유, 지배하는 

양상을 고찰하 는데, 근 적 공간으로 가시화된 관광명소들이 촬 장

소로 등장함으로써 화가 조선의 근 성을 종족적 정체성 모색의 계기

로 재탐색하는 테크놀로지로 활용된다고 주장했다. 백문임의 연구에서 

화는 서사와 그 서사의 구조와 양식을 중요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문학’ 연구의 연장선에 있는 듯하지만, 젠더, 공간, 육체, 목소리, 시각

성,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문화적 분석 요소와 관점을 활용해 식민지 근

의 모순과 의미들을 밝혀냄으로써 화가 인문학의 중요한 연구 상

이면서 문화 연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23 화사(史)에 한 백

문임(2014)의 연구는 식민지 역사 서술의 문제를 제기한 점에서 특히 주

23 같은 맥락에서 이화진의 화 연구 또한 새로운 상에 한 문화 연구로서 주목할 만하다. 

2011년 연세 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식민지 조선의 극장과 ‘소리’의 문화 정치는 1930년

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제국주의 체제의 비 칭적인 이중 언어 상황에서 전개된 토키 이행의 

역사적, 언어적, 정치적 조건이 조선 화의 정체성에 미친 향을 고찰하 다. 이후 연구로는 

이화진 (2013). 두 제국 사이 필름 전쟁의 전야(前夜)－일본의 “ 화 제국” 기획과 식민지 조선

의 스크린쿼터제. 사이, 15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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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되는데, ‘조선 화’의 역사가 조선일보사라는 민간 언론, 조선의 관객

들과 화인들, ‘조선 화인협회’와 ‘조선 화문화 연구소’의 사료 작업, 

표 저자로서의 임화, 그리고 화사 생산 작업의 최종적인 저자로 등

재된 조선총독부라는 다양한 주체들의 길항 속에서 생산되고 공식화되

어갔음을 밝혀내고 있다. 식민지 ‘조선 화’의 “자리가 어떻게 고안되고 

가시화되며 인정되고 또 요청되었던 것인가”(281쪽)를 질문하고 고정되

고 단일한 ‘공식적인’ 역사 서술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담론으로서의 

‘조선 화’가 다양한 층위에서의 의미화를 통해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위치를 확보해 간 과정을 규명한 점은 역사 서술에 한 새로운 문제의

식이며 새로운 접근을 보여 주고 있다. 국문학자인 백문임의 연구와 비

교한다면 언론학 역에서 일제강점기 화에 관한 유선 의 문화 연구

는 화의 수용, 소비, 경험, 전유, 관객성 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유

선 은 한 연구에서 할리우드의 고전적 멜로드라마로 무성 화 <동도

(Way Down East)>(1920)가 식민지 조선에서 반복 상 되고 해설 음

반, 연극 등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3·1운동 이후의 식민지 

정세 안에서 현실 도피의 해피엔딩 판타지보다는 적  세력에 한 약자

의 저항, 히스테리 표출, 현존 체제에 한 전복의 욕망을 환기하는 서사

로 전유되었음을 분석하 다.24 특히 이 연구는 화 텍스트와 장르 위

주의 통괄적 접근과 달리 수용자가 <동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쾌감이라는 감정에 중점을 두고 그 통쾌담 텍스트를 식민지의 문화적 

징후이자 독특한 의미망을 드러내는 문화 텍스트로 간주하고 그 수용과 

전유의 맥락을 재구성한 점에서 신문화사의 미시사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

24 유선  (2013). 식민지의 할리우드 멜로드라마, <東道>의 전복적 전유와 징후적 화 경험. 

미디어, 젠더 & 문화, 26호. 이 밖에 표적인 화 관련 문화 연구로는 유선  (2007). 화

의 사회문화사. 유선 ·박용규·이상길 외,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유

선  (2016a). 시각기술로서의 환등과 식민지의 시각성. 언론과 사회, 24권 2호; 유선  

(2016b). 식민지 ‘미디어효과론’의 구성: 중 통제 기술로서 시각 미디어 ‘ 향 담론’. 한국언

론정보학보, 77호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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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연극사가 중요한 것은 식민지 시기 연극계가 중물을 생

산하는 “주형(鑄型)”(이승희, 20007, 473쪽)으로 검열에 의한 통제가 구

조화된 맥락과 관련된다. 이승희(2007)는 검열이 연극사에 작용하기 시

작한 역사적 계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장된’ 혹은 ‘잠재되어 있는’ 불

온한 ‘집회’로 간주되는 소인극의 출현으로 사상 통제를 위한 식민지 시

기 연극 검열이 본격화되었음을 밝혔다. 결론에서, 검열에 저촉되지 않

는 ‘합법성에의 감각’ 경험이 정서에 호소하는 과잉과 비약의 텍스트로 

나타나 통속성을 구조화한 과정과 이를 통해 한국 근 극에 깊게 침윤되

어 있는 멜로드라마적인 인식론적 구조와 감정 구조를 관련시킨 해석은, 

연극사적 결과를 넘어 화, 라디오·텔레비전 드라마 등 연관 미디어

에 나타나는 한국적 중물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게 한다. 

중문화에 한 통속성과 저급성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 역사적 연원에 

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또 다

른 이승희(2010a)의 연구는 1920년  함경도에서 ‘공회당 겸 극장’을 표

방하고 설립된 동명극장, 공락관, 원산관 등이 조선 사회의 안적 공공

역으로 일본 제국과의 비동일화를 꾀하는 문화 기획을 실천했던 과정

을 밝혔다. 경찰 당국의 사상 통제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면서 공적 성격

이 축소된 ‘극장’으로만 기능하게 된 변화를 통해 매스미디어의 발전이 

충분치 않았던 시 의 공공미디어의 특성을 발견해 본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해 발표된 이승희(2010b)의 다른 연구는 

1922∼1936년 사이 경성 조선인 극장에서 일어났던 흥행권을 둘러싼 

분쟁과 불온한 삐라의 살포, 폭력단의 존재 등을 식민권력의 지배 전략

과 시장의 상관관계에서 벌어진 스캔들로 보고 식민지 극장의 역사가 갖

는 복합적 국면을 분석했다. 김남석(2007a, 2010)은 ‘공연사(公演史)’로 

이름하고 1930∼1940년  중극단 ‘금희좌’와 ‘아랑’의 창단과 발전 과

정, 공연 작품과 인적 구성, 연극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중극단에 

한 연구는 그 이전까지 전무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개화기에 이어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을 둘러싸

고 새로운 텍스트성의 문제와 새로운 감각·문화의 형성, (여성) 독자의 



172

형성,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수용의 문제는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의 주

요한 논제가 된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새로운 개념과 담론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로는 일제강점기에 새롭게 등장한 라디오라는 전

파 미디어와 취미라는 근 적 제도가 ‘ 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

시킨 과정을 밝힌 이경돈(2007)의 연구가 주목된다. 분석 상 학술지

에서 라디오에 한 연구는 이 연구가 유일한데, “전파 미디어는 문화 주

체의 상상력을 비약적으로 확 하여 인쇄 미디어로는 불가능했던 ‘불특

정 전체로서의 평균적 인간 집단’을 상상할 수 있게 했다”고 보았다. 그

러나 ‘ 중’이라는 개념을 당 적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라디오 중의 존재를 신문 중과 동일한 객체로 이해한 것은 ‘라디오’

라는 미디어도 ‘ 중’도 역사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분

석 상 학술지에는 게재되지 않았지만 라디오에 관한 연구는 국문학자 

서재길의 일련의 연구들을 주목할 만하다.25 서재길은 기존 국문학의 텍

스트 분석의 범위를 문학에서 라디오 미디어로 확장시키며 라디오 역사

연구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초기 라디오 예술론이나 1930년

 후반 라디오 예술과 전통의 문제, 1930년  라디오 드라마 텍스트 연

구 등은 1930년  식민지 문화를 문학의 범주에서 ( 중)문화로 확장시

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분석 상 학술지에 소개되지 않은 소

현의 연구 가운데 근  인쇄 미디어와 출판 문화를 통한 수양론과 교

양론, 입신출세주의의 전파와 수용에 관한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근 적 

25 서재길 (2006a). ‘공기’와 ‘연극’: 초기의 라디오 예술론에 관한 소고. 한국문화, 38호; 서재

길 (2006b). JODK 경성방송국의 설립과 초기의 연예방송. 서울학연구, 27호; 서재길 

(2006c). 일제 식민지기 라디오 방송과 ‘식민지 근 성’. 사이, 1호; 서재길 (2007a). 드라마, 

라디오, 레코드. 한국극예술연구, 26호; 서재길 (2007b).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만주의 라

디오 방송. 한국문학연구, 33집; 서재길 (2008). 1930년  후반 라디오 예술과 전통의 문제. 

한중인문학연구, 23호; 서재길 (2010). 1930년  라디오드라마 텍스트 연구: <호남평론> 소

재 자료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3호; 서재길 (2011).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식민

지 조선의 자기 표상: 1930년  중반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일본비평, 

5호. 서재길은 언론학자들의 공동 연구서인 한국방송의 사회문화사: 일제강점기부터 1980

년 까지(한울, 2011)에 ‘식민지 시기 이중 방송과 다이글로시아’란 논문으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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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형성의 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한 연구들이다.26 

한편, 한기형(2004)은 근  잡지와 근  문학의 제도화에 관심을 

갖고, 근  초기 잡지 매체가 ‘도구적 지식’을 주로 전하면서 ‘민족적 지

식’ 확산에 관심을 기울 다면, 식민 체제에서 ‘민족적 지식’의 확산이 불

가능하게 되면서 문학을 중심으로 한 ‘심미적 지식’에 한 관심이 고조

되었다고 보았다. 개인의 심리와 정서에 관계하는 문학이 사회적 반향 

속에서 확  재생산의 길을 걷게 되고 근 화의 비전을 담은 근  지식

의 세계가 오히려 신지식층에게서 상 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되는 현상

을 통해 근 문학의 형성과 잡지의 깊은 연관성을 실증했고, 근  문학

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미디어에 한 관심과 학문적 천착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문학에서 문학의 제도를 문제 삼는 것은 문학

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작가와 작품이 있다면 그것이 독자를 만나고 사

회적으로 의미화되는 매개로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문학을 문화 연구의 맥락에서 이해하게 된 국문학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박헌호(2006)는 한국 근 문학사에서 등단 제도의 

권력적 변환 양상을 추적하 는데, 각종 현상문예로부터 동인지 시기를 

거쳐 신문의 신춘문예로 이어지는 제도의 권력 이동이 일어난 과정을 밝

히고 있다. 신문과 등단 제도의 결합은 문학의 사회적 향력을 확산시

키는 긍정적인 향과 함께 검열에 통과할 작품을 우선시함으로써 특정

한 작품 경향을 주류적인 것으로 부상시키는 부정적인 양상도 초래했음

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점에서 문학과 신문, 검열은 일제강점기 미디어 역

사 연구에서 긴 히 연관되어 연구된 주제 다. 한기형(2005, 2010, 

2012)과 박헌호(2005)는 검열 연구를 식민지 문학 연구는 물론 식민지 

지식사와 사상사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파악

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피해자로서 검열의 존재만을 환기

26 소 현 (2006). 근  인쇄 매체와 수양론·교양론·입신출세주의: 근  주체 형성 과정에 

한 일고찰. 상허학보, 18호; 소 현 (2010). 교양론과 출판문화－교양의 제도화와 출판문

화로 본 교양붐. 현 문학연구,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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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적시나 통제의 관점만을 강조하여 서

술함으로써 검열의 실상과 방법, 제도적 실체와 사상의 의미가 구체적

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는 점을 비판한다. 한기형과 박헌호의 검열 연

구가 새로운 접근을 보인 것은 검열을 문학을 포함한 근 문화의 형성과 

전개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 규율 권력으로 파악할 뿐 아니라 검열의 

내면화를 통해서 피식민지인의 정신의 구조와 사상의 왜곡에도 직접 작

용한 문화 제도로서 이해하는 데 있다. 분석 상 학술지에 실리지는 않

았지만 주목할 수 있는 또 다른 검열 연구로 국문학자 한만수(2007)27의 

연구는 검열의 사회구조적 조건을 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실증하고 있는

데, 근  신문과 잡지가 정보 생산 및 유포의 공간을 ‘국가’의 단위로 확

하고 자본의 순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전화, 전보, 우편, 

철도 등 근  교통 통신 기술을 주요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았다. 조선총독부가 이러한 기반 기술들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합법적’ 신문 잡지의 검열에 구조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식민지 문학이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으로서 미디어 검열 

구조에 한 구체적 실증이 치 하게 이뤄짐으로써 문학 연구가 문학 내

부의 문제로만 치환되는 한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맥락에서 검열과 관련하여 한기형(2010)의 ‘불온문서’의 

창출과 식민지 출판경찰에 관한 연구는 개념사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1920년  후반부터 구체화된 출판경찰 제도를 통해 ‘불온성’과 ‘불온문

서’의 의미와 개념이 끊임없이 새롭게 재규정되면서 출판물에 한 제국 

권력의 억압과 합법화가 시도된 정황을 분석하 다. ‘불온’의 의미화에 

27 한만수 (2007). 식민지 시기 근 기술(철도, 통신)과 인쇄물 검열. 한국문학연구, 32호. 

한만수의 다른 검열 연구로 단행본으로는 한만수 (2010). 식민지 시기 검열과 한국문화. 동

국 학교출판부; 한만수 (2015). 허용된 불온: 식민지 시기 검열과 한국문학. 소명출판 등이 

있고, 미디어 역사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한만수 (2002). 식민지 시  출판자본을 통한 문학검

열에 하여. 국어국문학, 131호; 한만수 (2006). 1930년  검열 기준의 구성원리와 작동기

제. 한국어문학연구, 47호; 한만수 (2009). 만주침공 이후의 검열과 민간신문 문예면의 증

면, 1929∼1936. 한국문학연구, 37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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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임유경(2015)의 식민지 시기 ‘불온’의 문화정치

를 밝히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독부의 법제와 관제 문헌, 당  

언론 매체에 실린 글들에 한 포괄적 검토를 토 로 식민지 시기 ‘불온

(성)’ 개념의 형성 과정과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불온’의 개념화

는 식민지 시기에 등장하여 1960년  다시 중요한 논의의 상이 되는

데,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인쇄 미디어로부터 화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이 시기 연구 방법론에서 분석의 중심이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변화한 

예는 문학 연구에서 두드려졌다. 문학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문학을 

둘러싼 복합적인 컨텍스트를 읽음으로써 역사적 국면에서 충돌하고 갈

등하는 다양한 담론들의 역학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

에서 새로운 문학 장으로 등장한 미디어는 중요한 계기가 아닐 수 없었

다. 최수일(2000)의 경우, 동인지 문학에 한 기존 사조론적 규정의 부

정적 평가에 해 주체적 문학 행위라는 관점에서 근 문학의 출발점으

로서 그 성취를 해석해 내려 하는데, 구체적으로 부정의식과 소외의식의 

형성, 사회적 시선에 한 의식 등을 문학 작품과 문학 양식, 출판 형태, 

시 적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해 간다. 문학 연구자의 당연한 학문적 관

심으로 잡지 미디어로서 동인‘지’보다는 문학인의 ‘동인’지로서의 성격이 

더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문학과 문학인이 관계하는 컨텍스트로서 

잡지 미디어의 발행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조건들이 또한 중요한 분석의 

상이 되고 있다. 동인지에 실린 문학 작품이 아니라 동인지를 발행하

는 ‘문학 행위’에 한 이해는 문학이 아니라 ‘문화’에 한 분석을 전제

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방법론의 변화가 수반되었다고 이해된다. 

또한 총력전 시기 <매일신보> 학예면의 운용과 문학의 위치를 살펴보는 

연구 지만, 학예면 기사에서 비롯된 김진섭 필화 사건이 논란이 되고 

그 결과 변화된 정세들까지 세세히 검토하면서 그 과정에서 <매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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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신문이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배치된 방식과 권력의 관계를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강부원, 2015).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의 사회적 사건을 발굴

하고 이를 계기로 역사적 국면의 다양한 진실들에 접근해가는 이와 같은 

방식은 미시사적 접근의 일단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근  초기에 이어 일제강점기 연구에서도 개념사적 연구 방법은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현주(2010)는 개념사적 방법을 통해 <매

일신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소설에 나타나는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에 

한 의식과 감각에 한 분석을 시도했다. 김현주는 소설가 이광수의 

문화 이념을 연구하기 위해 소설이라는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방문기’

라는 보도문 형식의 글이나 기행문, 수필, 논평적인 글 등을 소설을 해석

하기 위해 참조하는 2차 문헌이 아니라 그 자체 중요한 연구 상으로 포

함시켰다. 가능한 온갖 다양한 종류의 증거들을 검토하는 이러한 사료

의 확장은 문학에 한 이해를 인간 활동의 모든 역들로서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의 문제와 연관시켜 다룸으로써 역사적 이해의 깊이를 더했

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새로운 미디어 문화의 수용과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확

인 가능하거나 필요한 사료가 충분히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드물기 때문

에 그 수용의 양상에 한 해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사료를 개척

하거나 확보한 사료를 조직적으로 취합하고 때로는 생산해 냄으로서 가

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공적) 문서 자료의 한계를 넘어 새

로운 자료의 계량화, 또는 발굴과 활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기훈

(2001)은 근  식민지 시기의 도서 판매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 자

료가 없는 상황에서 <동아일보> 도서 광고의 종별 분포를 계량화하여 

1920년  독서 시장 형성을 파악함으로써 당시의 책읽기 경험을 해석하

는 데 접근해 갔다. 천정환(2003)은 1920∼1930년  소설의 독자들이 

무엇을 읽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수용했는지를 밝혀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청춘 등을 비롯한 신문, 잡지의 광고면에 실린 광고 제

목과 광고 전략, 소구점 등을 분석했다. 이와 같이 이전까지 사료로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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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목하지 않았던 신문의 광고가 중요한 사료이면서 연구의 주제로 활

용된 또 다른 예로 박지 (2006)의 연구는 1920년  책 광고를 통한 베

스트셀러가 당  중의 문화적 취향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통

속적 취향과 고급 취향이 위계화되며 문단의 권력 질서를 완성해 가는지

를 보여 주고 있다. 언론학 역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서 미디어 전달의 

주체로서 송신자인 언론인이나 미디어 내용에 한 전통적 분석으로부

터 미디어 문화, 수용자, 효과, 미디어의 근 성 등으로 연구의 주제와 

분석의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새로운 사료의 발견과 그

로부터 통계 자료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계량화하는 작업들은 매우 필

요해 보인다.

3) 해방 이후

(1) 연구의 대상

분석 상 학술지에서 해방과 1950년 , 한국전쟁기, 1960년 , 1970년

는 개별적 논의를 펼칠 만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28 

인문학의 전통에서 해방 후 현 사는 근 사에 비해 그 연구의 비중이 

오랫동안 적었다는 점이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한국 언론사에서 1950년 와 1960년 는 미디어의 중

화, 산업화 측면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을 간과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 의 중요성에 비해 이 시기 연구들이 적

다는 점은 인문학 역에서 한국 현 사와 연동된 미디어 역사에 한 

관심과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1950년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에서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전파와 

아메리카니즘에 한 미디어의 전유 양상에 한 연구들이 먼저 눈에 띈

다. 이선미(2011)는 여원과 아리랑, 희망 등의 잡지들과 신문 연

28 연구 상은 신문(1), 잡지(3), 화(10), 지식변동·번역(4), 검열(4), 출판(1), 미국화(2), 

글쓰기·독서(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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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설 자유부인, 만화 캐릭터 중 인기를 끌었던 ‘왈순아지매’, 라디오 

연속극 <로맨스 빠빠> 등 당시 유행했던 다양한 중문화물에 한 담

론 분석을 통해 미국적 가치의 중적 수용과 통제의 메커니즘을 분석했

다. 이선미(2013)의 또 다른 연구는 1950년  자유와 민주주의를 하나

의 문화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쓴 정비석을 기존에 신문소설을 통해 성적

으로 파격적인 문화를 재현한 것으로만 이해했던 데에서 정치의 역에

서 전혀 실천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신문의 담론으로서 ‘사회’의 문제로 

공론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방법론적으로 실천한 작가로 평가한다. 특

히 주목되는 점은 1950년  문학이 민주주의와 연관되는 방식이 민주주

의적 이념의 서사화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신문이라는 미디어의 여론화 

과정에서 소설의 역할을 통해 해명될 수 있다고 본 점이다. 소설이라는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그 역할을 강화하는 신문이라는 미

디어의 기능에 주목한 것은 새롭지만 신문소설이 당시 중과의 소통을 

서적과는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갔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여전

히 강조점은 소설의 서사적 힘에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전통적으

로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문제를 정치적 서사로 파악한 데서 문학적 서사

의 문제로 이행시킨 장점이 있지만 미디어 서사에 한 이해는 더 설명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냉전의 문화 논리를 밝히는 연구는 번역과 출판을 통한 지

식장의 변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군정기 번역이 국가

가 정책적으로 후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이었으며, 점령국 민중들에게 미

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주의의 종주국이라는 판타지를 부여하기 위한 하

나의 문화 정책이었음은 미국정부의 한반도 도서 계획에 한 허은

(2013)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허은은 미국 정부의 도

서 계획과 관련을 맺었던 지식인들의 인식 고찰을 통해 냉전시  미국의 

헤게모니 구축에 결합하면서도 ‘미국식 근 ’의 전면적 수용을 거부하며 

‘한국적 근 ’를 모색한 지향들을 확인하고자 했다. 1950년  번역 장의 

형성을 국가 권력, 자본, 문학의 구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연구한 이봉

범(2012)은 전후 문학 장의 재편을 문단의 분화 및 립 구도로 협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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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파악하는 데서 벗어나 전후 문화 제도권이 새롭게 축조되는 열린 가

능성의 국면에서 이해할 것을 요청하며 당시 문학잡지가 외국문학(론)

을 매개로 한 문화주의의 미디어적 거점이었음을 주장한다. 해방 후 번

역 장에 관한 연구는 박지 의 일련의 연구를 통해 풍부하게 조명되고 

있다.29 박지 (2010)의 경우는 1950년 를 ‘번역의 시 ’로 명명하며, 

이 시기 지식의 근 화가 국민국가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번역 정책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구성 

프로젝트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당  지식인 미디어면서 문화적 흐

름에 가장 큰 향력을 끼친 잡지로서 사상계와 번역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고 있는데, 1950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상계에 실리는 김붕

구, 손우성의 실존주의 소개와 백철과 김용권의 신비평 이론 소개 등이 

당  문화 담론을 선도하게 되는 것은 친일 혐의 때문에 거의 정치적 활

동이 불가능했던 정황에서 ‘번역’이 당시 사회에 갖는 위치 때문임을 밝

히고 있다. 또한 번역이 근 화의 요구에 처한 피지배국에게는 현 성

의 확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요청이며 지배국의 입장에서는 피지배국

에 한 문화정치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통해 1950년  번역이 

지식 생산을 넘어 국가 권력, 문화 권력과 관련되어 배치되는 방식을 세

하게 논증하고 있다.

번역과 함께 서구 사상과 철학, 이념의 유입과 수용, 지식인 담론의 

구성과 중적 담론화에 관한 연구들은 이 시기 잡지에 한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다. 특히 지식인 잡지 사상계30와 1970년  문예비평 

29 박지 의 이 시기 번역과 관련된 연구는 분석 상 학술지에 발표된 두 편의 연구(박지 , 

2008, 2010) 외에 다른 학술지에 실린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박지  (2010). 1950년  

번역가의 의식과 문화정치적 위치. 상허학보, 30호; 박지  (2011). 번역된 냉전, 그리고 혁

명: 사르트르, 마르크시즘, 실존과 혁명. 서강인문논총, 31호; 박지  (2013). 1960년  <창

작과 비평>과 번역의 문화사－4·19/한글세  비평/번역가의 등장과 ‘혁명’의 기획. 한국문

학연구, 45호.

30 종합적인 공동 연구서로 사상계연구팀의 냉전과 혁명의 시  그리고 사상계(2012, 소명

출판)가 있다. 해방기부터 1963년까지 사상계의 문학론, 아카데미즘뿐 아니라 교양주의, 저



180

종합지로서의 성격을 지녔던 창작과 비평이 주요 분석 상이 되었는

데, 이경란(2010)은 1950∼1970년  역사학계와 역사 연구의 사회 담

론화 과정을 두 잡지를 통해 분석했다. 최기숙(2015)은 창작과 비평
에 실린 고전 텍스트와 고전을 둘러싼 담론의 지형과 게재의 맥락, 그러

한 활동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했다. 분석 상 학술지에는 철

학 역에서의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가 전무했는데, 이 시기 주목할 수 

있는 타 학술지 발표 논문으로는 1950년  실존주의 수용사를 다룬 나

종석3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실존주의가 1950년  철학의 역에 국한

되지 않고 비평과 문학, 그리고 문화 전반에 걸쳐 ‘지식인’의 ‘교양’으로 

수용된 맥락을 사상계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화·연극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이어 이 시기에도 다수가 발표되

었다. 김남석(2002)은 1960년  문예 화 시나리오에서 발견되는 문학

적 향력을 분석하고 문학성 극복과 상 미학의 독자적 개발이 한국 

화의 과제로 남겨진 맥락을 제시했다. 김승구(2012)는 해방기 극장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적인 공간으로의 변신을 시도했던 과정을 

분석하면서 화필름 수급상의 곤란과 화요금 문제 등 분석했다. 이

순진(2013)은 화 <오발탄>을 통해 냉전 체제의 문화 논리 안에서 한

국 화가 존재해 온 방식을 규명하려 했다. 이승희(2014)는 연극인의 

월북이 이념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냉전 체제의 알리바이이며, 해방 이

후의 좌파의 기류를 형성해 간 근간이 된 정황들을 설명한다. 이 시기의 

표적 이념으로서 반공주의의 미디어 서사 양식에 한 연구가 화 연

구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이하나(2012)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는

데,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는 단일한 논리로 구성된 이성 체

항 담론, 아시아 담론과 지식인의 세계성 인식 및 감각, 내셔널리즘, 개발·농촌· 중문화 인

식론 등을 냉전과 혁명의 패러다임에서 고찰했다. 

31 나종석 (2010). 1950년  실존주의 수용사 연구－‘교양’으로서의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헤겔연구, 27권, 241∼273. 나종석은 철학 전공자이며,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의 HK사업

단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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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 사상이라기보다는 상이하고 모순적인 논리와 감성이 혼재되어 시

기별로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는 감성/감정의 복합체라고 정의했다. 무

엇보다 역사 연구에서 ‘감성’이라는 상을 해석한 점이 새로운 문제라

고 할 수 있는데, 신문화사적 연구들이 객관화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

가 아닌 또는 개념이나 유형으로 포착 불가능한 유동적인 관계에 한 

재구성을 통해 역사적 사실들에 개입된 여러 상수와 변수들을 식별해 내

고자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경향성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다(이상길, 

2005, 147쪽). 일제강점기 연구에서부터 이어져 온 ‘불온’에 관한 연구

들과 함께 이러한 반공주의의 깊은 심성 구조에 관한 역사적 접근은 기

존의 역사학에서의 연구의 상, 역사에 한 관점, 또 역사 쓰기와는 이

해를 달리하는 새로운 시도일 수 있다.

(2) 연구의 방법

1950년  사회·문화 전반의 미국화와 냉전 체제화는 한국의 신문과 잡

지, 방송과 화, 출판 등 전 분야의 매스미디어에 향을 미쳤다. 따라

서 이와 관련된 역사 연구의 구체적 자료를 위해서는 미국의 국립문서기

록관리청(NARA) 아카이브를 통한 자료 조사와 수집이 매우 중요하

다.32 허은(2013)의 연구가 표적으로, 1950년 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의 일련의 연구들은 미국 정부을 통해 구축된 미디어 선전 정책의 구체

적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허은을 제외하면 인문학 역에

서도 이러한 아카이브 연구를 통한 미디어 역사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는 않지만, 언론학 역에서의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언론학 역에

서는 표적으로 차재 의 미 국무성 한국 언론인 교육 교류 사업에 관

한 연구가 있다. 차재 은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과 아칸

소 학 도서관의 풀브라이트 문서고(William J. Fulbright Papers), 노

32 직접적인 방문을 통한 수집 외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도 

일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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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스턴 대학 도서관의 아카이브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33 그리고 

박용규의 주한미군방송(WVTP)의 등장과 영향에 관한 연구와 김영희의 

1960년대 유엔군총사령부방송(VUNC)에 관한 연구가 있다.34 새로운 

역사학적 관점에서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서도 이러한 “근면한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정진석, 1999; 김영희, 2005, 

120쪽에서 재인용).

한편, 1960년대와 1970년대는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대중 사회

화된 시기로서 신문과 방송, 잡지, 영화 등 거의 모든 매스미디어가 출현

하여 공존했고 소설이 영화가 되고 영화가 방송극으로 전환되는 등 각각

의 미디어의 결합 혹은 전이, 수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35 이 시기 미

디어 수용사는 근대 초기와 식민지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33 차재영 (2014). 1950년대 미 국무성의 한국 언론인 교육 교류 사업 연구－한국의 언론 전문

직주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2호, 219∼245. 

34 박용규 (2014). 주한미군방송(WVTP)의 등장과 영향(1945∼1950). 한국언론학보, 58권 

1호, 356∼380; 김영희 (2012). 1960년대 VUNC(유엔군총사령부방송)의 운영과 폐쇄. 한국

언론학보, 56권 5호, 244∼269; 김영희 (2014). 1960년대 VUNC(유엔군총사령부방송) 프로

그램과 청취 양상. 언론정보연구, 51권 1호, 180∼213. 차재영과 박용규, 김영희가 모두 이

상길(2014, 102쪽)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역사적 접근’을 취하는 문화 연구자들이 아니라) ‘문

화적 접근’을 취하는 역사 연구자들이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론학 영역에서 가장 활

발하게 NARA 아카이브를 활용한 연구를 하고 있는 장영민의 경우는 인문학 영역의 역사학자

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길도 지적하듯이 이러한 구분은 앞으로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서 불필요하거나 큰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35 이 연구의 분석 대상 학술지에는 이 시기 미디어 전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

문학 영역에서 근대 초기에서부터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연구가 바로 미디어 전환

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새로운 서사 양식과 구조의 변화를 낳기 

때문에 미디어 전환은 국문학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 미디어 전환과 관

련된 연구로 고선희 (2008). 1960년대 매체 전환의 한 양상: 한운사의 방송극과 영화. 대중서

사연구, 19호; 박유희 (2006). 1960년대 문예영화에 나타난 매체 전환의 구조와 의미: <오발

탄>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2호; 전우형 (2009). <오발탄>

의 매체 전환구조와 영화예술적 속성 구현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28집; 최미진 (2008). 

195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 <인생역마차>의 성격과 매체 전이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1집; 최미진 (2010). 1950년대 후반 라디오연속극의 영화화 경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집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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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와 발굴할 수 있는 구술사적 자료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시기 미디어 전환에 관한 인문학적 역사 연구들

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새로운 서사 양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주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보여 주고 있지만, 그 새로운 서사 양식이 어떻게 새

롭게 형성된 독자, 시청자에게 수용되어 하나의 새로운 (보기, 읽기, 쓰

기, 말하기 등) 미디어 문화를 생산하는가에 한 구체적 질문과 분석으

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더 

깊이 있는 이해와 이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의 형성을 

동반하는데, ‘미디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미디어의 내용과 형식을 

해석하는 방법에 한 통일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라는 시

각적 장치가 생겨났다고 해서 화가 보급된 모든 사회에 새로운 시각적 

메시지를 읽는 시각적 리터러시가 자동적으로 동일하게 생겨났다고 전

제할 수는 없다. 또한 화와 텔레비전은 같이 시각적 경험을 확장시킨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실상 그 미디어의 작용과 수용의 양상은 매우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한 이해는 ‘미디어’에 한 이해만

으로 이뤄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의 기술적 논리와 속성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인문학이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연

구의 전환을 이룰 때 사회사적 이해와 접근으로의 확장 외에도 ‘미디어’

를 알아야 하는 것은 미디어가 텍스트를 통한 경험의 규모와 형태를 규

정하는 중요한 ‘배경 원칙’이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을 기

술적 전환을 넘어 문화적 전환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당  미디어에 

한 인식과 활용 방식을 보여 주는 다양한 사료들을 찾아 새로운 미디어

의 출현이 사람들의 기존 미디어에 한 인식과 경험을 어떻게 폐기시키

고 또는 이전에 사라진 기능의 어떤 부분을 부활시키는지, 미디어에 관

한 어떤 담론들이 부상하고 쇠락하며 새로운 미디어의 어떤 특성 때문에 

갈등하고 충돌하는지에 한 문화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상호, 

2011). 초기 미디어 출현 시기에 미디어는 어떻게 무엇으로 수용되었고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와 결합되고 어떤 미디어 양식으로 새롭게 전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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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가? 이를 밝힐 방법론은 무엇인가?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와 수

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비단 다양한 미디어 전환의 양상을 연구하고 

있는 인문학의 과제만도 아니며 언론학 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연구

에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방법론적 과제이다.

5. 결론: 인문학 연구의 함의와 비판점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문학 역에서의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

가 이룬 성과들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비판점을 이 글의 연구문제로 제

기했던 연구의 상과 방법,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의 인문학에서의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들을 살펴보

면, 기존 ‘근 문학’ 또는 ‘한국근 사’의 역이라고 생각한 범위와 상

을 훨씬 뛰어넘어 놀라울 정도로 연구 역이 확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분석 논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면서

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가령, 문학적 서사 양식의 근

성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여행이나 기행문, 연설회, 토론회, 근 적 서

체·문체, 학교 등은 이번 연구의 분석 상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고 이념이나 자아, 세계를 표상한다는 측면에

서 미디어 혹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논의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문제는 무엇을 인문학 역에서 미디어로 간주하느냐

를 질문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미디어라는 개념의 확장 가능성이나 

다양성에 한 질문이 인문학자들에게는 오히려 낯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처음부터 미디어로 그 연구 상을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다.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이 연구가 말하는 인문학의 미디어 역사 연구

는 한국 미디어 연구가 아니라 여전히 한국문학 연구이며, 한국사 연구

이고, 한국문화 연구이다. 탈경계, 간학제 간의 새로운 연구 경향은 인문

학의 오랜 학문적 풍토에서도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인

문학의 변화는 한국의 문학적 현상, 역사적 사건에 해 사회학,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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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언론학, 지리학 등 필요할 경우 어떤 학문과 어떤 세계의 이론들

이라도 빌려오기를 마다하지 않는 인문학의 열려진 지식 창출의 과정에

서 얻어졌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교섭은 한편으

로 어떤 상이라도 인문학적 이해, 인문학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인문학 

고유의 연구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 이러한 특성은 인

문학 역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서 발견되는 연구 상에 한 일정한 

편향성에서도 나타난다. 분석 결과, 근  초기 연구에 있어 신문에 한 

관심은 잡지와 비슷했고 일제강점기의 잡지 연구는 신문을 월등히 넘어

서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잡지보다 더 관심을 집중시킨 미디어는 화36

이다. 화와 잡지는 언론학 역사 연구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

는 미디어라는 점에서 이러한 중심이 되는 연구 상의 차이는 인문학과 

언론학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점이다.

또 하나의 연구 상에 한 접근에 있어 인문학과 언론학이 보여 

주는 차이는 텔레비전에 한 연구에서 나타난다. 분석 상 학술지에

는 1960∼1970년  텔레비전에 관한 연구가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물론 인문학 역에서 텔레비전에 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37 문

36 인문학 역에서의 화 미디어에 한 높은 관심에 해서는 책 문화와 화의 깊은 관련

성을 언급하는 매클루언(McLuhan, 1964/2011)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

자는 투 된 활자를 읽으면서, 말하자면 활자와 같은 일련의 흑과 백의 장면 사진을 따라가면

서, 스스로 자기 자신만의 사운드트랙을 만들어 낸다. 독자는 나름의 다양한 속도로, 또는 자

기 나름 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환상을 가지고, 작가 마음의 윤곽을 보려고 노력한

다. 보는 사람, 또는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환상을 만들어 내는 힘이라는 관점에서, 인쇄물과 

화가 극히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479쪽).” 

물론 예술적 장르의 하나로 인식되어 온 화에 비해 아직까지 텔레비전이라는 중적 문화에 

한 인문학의 낮은 인식도 문제로 작용하겠지만, 책 또는 인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경험과 

관련된 텔레비전보다는 “책 문화와 완전히 관련되어 있다”(481쪽)는 화의 미디어적 속성이 

책과 잡지 텍스트에 익숙한 인문학자에게 더 관심 있는 텍스트로 읽혀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37 이 미의 연구가 표적이다. 이 미 (2008). 한국인의 자화상, 드라마. 서울: 생각의 나

무; 이 미 (2010). 방송극 <수사반장>, <법창야화>의 위상과 법에 한 태도.  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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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언론학에서 미디어 사회문화사적 접근의 많은 연구가 텔레비전 연

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인문학에서의 텔레비전 미디어 역사에 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언론학 역에서 텔레비전에 관한 역사 연구가 본

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2000년 이후이다. 김승현·한진만(2001)의 연

구와 임종수(2004)의 연구, 정 희(2005)의 연구가 있다.38 표적으로 

텔레비전에 관한 사회문화사적 접근을 시도해 온 임종수는 1960∼1980

년  한국 사회에서 텔레비전이 만들어간 근 적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에서, 1970년  텔레비전은 발전을 보여 주는 근 화의 상징이자 

근 적 볼거리 오락미디어로 당  주류 문화 편입의 기제로서 역할을 했

다고 보았다. 이윤진(2006)의 연구는 한국의 개발 근 화 과정에서 텔

레비전 드라마가 중과의 구술문화적 소통을 이루어 간 방식을 분석함

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특수하게 맥락화된 텔레비전 드라마의 의미를 고

찰했다.39 2011년 한국방송학회가 기획한 공동 연구서 한국 방송의 사

회문화사: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 까지를 시작으로 2012년 관점이 

있는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 2013년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

와 경계가 연이어 발표되었다. 2011년에 한국언론학회를 통해 출판된 

한국 텔레비전 방송 50년은 방송테크놀로지와 수용자, 프로그램 편

성, 텔레비전과 중문화, 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역사를 담고 있다. 

1994년 국가 정책과 텔레비전 자본 간의 관계를 중심에 둔 1970년  한

국 텔레비전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조항제는 

24호; 이 미 (2013a). 텔레비전 코미디 드라마의 형성: 1960년  후반 유호의 연속극을 중심

으로. 중서사장르연구회 엮음,  중 서사 장르의 모든 것 4: 코미디. 서울: 이론과 실천; 이

미 (2013b). 텔레비전 드라마의 왕/ 통령 재현, 그 흐름과 의미. 한국방송학회 엮음, 한국

의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와 경계. 컬처룩. 

38 김승현·한진만 (2001). 한국 사회와 텔레비전 드라마. 한울아카데미; 임종수 (2004). 

1960∼70년  텔레비전 붐 현상과 텔레비전 도입의 맥락.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79∼

107; 정 희 (2005). 한국 사회의 변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커뮤니케이션북스. 

39 이윤진 (2006). 한국의 이야기 문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구술매체와 구술문화의 근 적 

결합,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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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3년 한국 방송의 역사에 관한 단행본뿐 아니라 한국 텔레비전

의 초기 멜로드라마의 성격에 관한 연구(2010), TBC의 포퓰리즘과 한

국 방송 초기의 시장 관계를 분석한 연구(2012) 등 꾸준한 텔레비전방송

의 역사 연구를 진행하 다.40 서울 텔레비전(KBS-TV) 초기 방송 조직

문화 형성에 한 백미숙·강명구·이성민(2008)의 연구와 HLKZ 생

방송 체제와 KBS-TV 교양 피디의 제작 체계에 한 백미숙(2011, 

2012)의 연구 등도 주목할 수 있다.41 요컨 , 연구 상에 한 인문학

과 언론학의 관심과 집중의 차이를 살펴볼 때, 인문학이 책-미디어 기반

의 연구 주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면, 언론학은 텔레비전-미디어 기반

의 연구주제에 더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2

40 조항제 (1994). 1970년  한국 텔레비전의 구조적 성격에 관한 연구: 국가정첵과 텔레비

전 자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항제 (2010). 한국 텔레비전의 

초기 멜로드라마의 성격: TBC-TV <화요연속극>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2호, 235

∼275; 조항제 (2012), 한국 방송 초기의 시장－포퓰리즘과 TBC. 언론과학연구, 12권 3호, 

493∼525.

41 백미숙·강명구·이성민 (2008). 서울 텔레비전(KBS-TV) 초기 방송 조직문화 형성: 구술

사를 통한 안적 방송사 쓰기. 한국방송학보, 22권 6호, 189∼229; 백미숙 (2011). 1950년

 생방송 텔레비전 HLKZ. 한국방송의 사회문화사: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 까지 (131∼

177쪽). 한울; 백미숙 (2012). 1970년  KBS텔레비전 교양 피디의 직무와 직업정체성. 한국방

송학회 엮음, 관점이 있는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 (319∼380쪽). 한울.

42 ‘책-미디어’, ‘텔레비전-미디어’란 표현은 이상길(2008)의 미디어에 한 개념과 분류에서 

가져왔다. 그는 미디어 사회문화사에 한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글에서 역사적 

접근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미디어의 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층위를 구분하면서 미디어를 

“기호 체계, 상징 형식, 기술, 제도로서의 의미론적 층위가 겹쳐져 있는 개념”(15쪽)이라고 정

의한다. 그러면서 책-미디어와 텔레비전-미디어라는 환유를 말하는데, “미디어로서의 책의 특

성은 ‘글’이라는 기호 체계, ‘소설’ 또는 ‘에세이’ 같은 상징 형식, ‘제본된 책’이라는 지지체 및 관

련된 여러 기술의 성격, 출판사 조직, (혼자서 조용히) 책 읽기라는 실천 및 교육 제도 등과 맺

고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5쪽)는 것이다. 반면, 텔레비전-미디어는 “시청각

적 기호 체계, 뉴스와 드라마 같은 상징 형식, 수상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 방송사 조직, 가정

에서의 정보, 오락 수용 활동 및 그에 연계된 각종 사회제도를 고려해 파악되어야 하는 것”(15

쪽)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인문학에서 주요 연구 상이 되는 책(고전)과 화 등에 관한 새로

운 역사 연구의 주제들이며, 또한 언론학에서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 연구의 주제들을 

각각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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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인문학과 언론학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서 보이는 중심 

주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제 간 연구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에서 언론학 분야에 소속되어 있지만 역사학 전공자인 장

민의 1950년 를 중심으로 한 방송 역사에 관한 일련의 연구43는 기존 

언론사 연구자들이 결코 이루지 못한 실증적 조사와 자료를 통해 한국 

방송사 연구를 개척해 내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미디어 역사 

연구에 있어 인문학 역/언론학 역이라는 구분을 무색하게 한다. 언

론학에서, 또 인문학에서 미디어 사회문화사, 문화론적 역사 연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는 오랜 분과 학문 체제와 훈련

을 통해 미디어에 한 인식이나 지식/학문에 한 인식론적 관점에서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학과 인문학이 그 

중심적 주제와 방법론에서 다른 연구 경향을 보일지라도 다양한 분과 학

문들에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문화사적 작업들을 많이 생산할 때 

미디어 역사 연구의 지평은 넓어질 것이다. 특정 미디어나 테크놀로지

에 한 전문 지식과 다양한 문화 이론에 한 이해, 외국 미디어사에 

한 지식 등으로 언론학 전공자의 전문성이 한국 미디어 역사에 한 정

교한 분석과 새로운 질문에 기여할 수 있듯이(이상길, 2014, 104∼105

쪽), 인문학의 미디어에 한 풍부한 상상과 이미지, 사회적 감성과의 관

련성에 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은 미디어 역사 연구의 연구 상과 

주제에 더 넓은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43 장 민 (2008). 6·25 전쟁기 ‘유엔군총사령부의 소리(VUNC)’ 라디오 방송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 사연구, 47호; 장 민 (2009). 해방 후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

어방송’에 관한 연구(1945∼1950). 한국근현 사연구, 50호; 장 민 (2011). 1952년 ‘미국

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부산정치파동 보도와 KBS중계방송의 중단. 역사와 경계, 80호; 장
민 (2012). 한국전쟁기 유엔군사령부의 KBS통제와 지원. 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장
민 (2013). 코카드 텔레비전 방송국(KORCAD-TV)의 설립과 경 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

학보, 57권 6호; 장 민 (2013).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통령의 라디오 특별방송 관련

자료. 한국근현 사연구, 67호; 장 민 (2014). 한국전쟁기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방송’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 90호; 장 민 (2014).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방송’의 변화와 그 원인(1953∼1973). 한국근현 사연구, 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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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문학 역에서의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는 앞서 논의했듯

이 텍스트로 다뤄지는 연구 상의 범위가 매우 넓었을 뿐 아니라 읽혀

지는 텍스트, 자료의 범위 또한 매우 방 하고 다양했다. 구체적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문제와 자료를 도출해 낸다는 점에서 경험적이었고, 때로

는 집요하게 사실로서의 근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실증성을 갖추고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문화사적 전환 이후의 다양한 역사 서술 

방식으로서 심성사, 일상사, 미시사, 구술사, 아래로부터의 역사 등에 관

한 작업들이 미디어 관련 역사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예는 많지 않았다. 

자료화에서는 기존의 (공적) 문서 자료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자료의 계

량화, 또는 발굴과 활용이 일어나기도 했고, 기존에 2차 문헌으로 간주

되던 자료들을 연구 상화하여 맥락화된 역사 서술을 이끌어 내기도 했

으며, 신문 광고면 등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가 되

어 서적 유통과 독서, 지식 체계에 한 연구를 풍부하게 논의하게 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의 사회적 사건을 발굴하고 이를 계기로 평범한 

사람들의 실천에 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역사적 국면의 다양한 진실들

에 접근해 가는 미시사적 접근이 엿보이는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1960

∼1970년  연구가 많지 않은 점에서 구술사적 연구는 없었다. 이는 앞

서 연구 상에서 나타났듯이, 언론학 역의 사회문화사 연구에서 구술

사적 연구 방법이 텔레비전 방송 역사 연구에서 비교적 활발한 상황과는 

다르다. 언론학에서는 초기 라디오 시기의 청취자에 한 마동훈(2003)

의 연구와 아나운서 임택근에 한 김민환(2008)의 연구가 있다. 2007

년 강명구·백미숙에 의해 ‘해방 이후 한국 방송의 형성에 관한 구술자

료’가 모아졌고, 마동훈 외(2009)의 한국 방송의 초기 아나운서에 한 

구술연구 등의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가장 최근에는 백미숙·이종숙

(2013)의 연구보고서로 한국 초기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시스템과 인

적 자원의 형성: 1960∼70년  텔레비전 드라마 피디 구술사 연구가 

이뤄졌다.44 분석 상 학술지에서도 한국사 연구 분야에서는 이러한 구

술사에 한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각 연구소 사업

단을 중심으로 구술아카이브 구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디어 관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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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구에서도 1960∼1970년 에 한 관심을 가지고 구술사에 한 

연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인문학 역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 방법론은 개념사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근  초

기에서부터 해방 이후까지 개념사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식민지) 근 성을 재조명하려는 역사 연구의 노력이 다양한 초기 미디

어의 근 적 개념의 생성에서부터 1960년 와 1970년  개발독재 시

의 반공주의와 불온성 연구에까지 개념사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적용시

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개념사적 연구를 통해 근 화의 문제가 자주

적인지 종속적인지를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근 가 ‘민족’, ‘국

가’, ‘국민’ 또는 ‘취미’, ‘유행’, ‘문화’, ‘교양’ 등의 개념을 만들어간 방식에 

관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5 또한 하나의 개념을 각 역사적 현

실 속에서 실제 통용될 수 있게 만든 교육, 미디어, 출판과 같은 담론과 

제도의 문제에 주목하고 그 제도의 발생 지반인 한국의 근 성과 그 구

조의 해명이라는 문제로까지 이어져야만 개념사적 연구 방법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개념사적 연구 방법의 정교한 활용과 그 ‘운동

성’(김현주, 2015)에 해서는 방법론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역사 연구의 이론화에 한 노력이 절실히 필

요하다. 인문학의 분과 학문들이 한국학으로 통합된 학문 체계에서 공

동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합의된 연구 경향을 도출해 내고 있는 것

은 아니다. 역사학의 ‘새로운’ 상과 접근, 방법에 한 경향성을 말했

44 마동훈 (2003). 초기 라디오와 근 적 일상: 한 농촌지역에서의 민속지학적 연구. 언론과 

사회, 12권 1호; 강명구·백미숙(2007). 해방 이후 한국 방송의 형성에 관한 구술자료 1∼3
방송문화진흥회 연구보고서; 김민환 (2008). 아나운서 임택근, 나남; 마동훈·강제형 

(2008). 한국 방송의 초기 아나운서 연구. 방송문화진흥회 연구보고서; 백미숙·이종숙 

(2013). 한국 초기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시스템과 인적 자원의 형성: 1960∼70년  텔레비전 

드라마 피디 구술사 연구, 방송문화진흥회 연구보고서.

45 장세진(2014)은 이를 “민족이 어떻게 근 화를 겪었는가가 아니라 근 가 어떻게 민족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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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 경향성은 다양성이나 자율성으로 말해질 수 있을 만큼 하나의 

합의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경향성에 

한 논의 자체가 공통의 목표를 향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공통된 목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보편성, 그 보편

성으로 수렴되는 한국학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적 근  미디

어에 한 경험의 세 한 논의가 한국의 특수성으로만 논의되기보다 동

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식민지 경험과 비교되고 세계 다른 식민지 경험의 

국가들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보편적 이론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연

구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자원의 토

위에서 “식민지 문화가 창출한 특유의 사유 양식이자 표현 양식”(박헌

호, 2006, 111쪽)이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적 자원과 그 가능성

이 소재주의의 확산이나 다시 민족주의나 내재적 발전론의 논의로 회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통/근 /탈근 의 지평 위에서 한국 근  미디어 

역사 연구가 이뤄야 할 보편성과 특수성에 한 고민을 더욱 깊이 진전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화에 한 노력과 고민은 인문학과 언론

학 공동의 미디어 역사 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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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The Current Changes and the Horizons of 
Historical Studies on Media in the field of 
Humanities

Jong-Sook Lee
Lecturer, Korea University

Since 2000s, we can see the proliferation of works on media history in the 
field of Humanities like history, philosophy, Korean literature, Korean 
studies, as well as Social Science like communication and media studies, 
sociolog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changes to the ‘new 
history’ of media history in Humanities. The new history includes diverse 
research trends such as new cultural history, micro-history, history of 
mentality, which has innovated western historical writings with new 
problems, new objects and new approaches against the traditional 
paradigm. It helps Korean historical writings on modern media in the 
discipline of Humanities to renew their problematics and methodology. 
This paper analyzes what topics and methodologies of historical studies 
on media have been researched and circulated in the field of Humanities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to the interdisciplinary knowledge 
production. It is expected that the attempts of new historical writings in 
Humanities to incorporate media cultural studies into their research 
tradition will broaden academic horizon of media history in 
communication and media research areas.

K E Y W O R D S  media　•　new history　•　cultural historical turn　•　
culture study in Humanities　 •　 socio-cultural history of media　 •　
knowledge production　•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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