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筆寫





가제트 (Gazette)

 세계 최초의 필사 신문

 1536년 베니스 발간

 대규모의 공개적인 보급 판매

 ‘가제트’란 당시의 화폐 단위



 3세기 이후 기독교인들은 성지 순례 여행 시작

 637년 이슬람에서 예루살렘 점령

 이후 이슬람 통치자들은 종교적 목적의 성지
순례 용인

 1071년 셀주크 투르크와의 전투에서 패한 이후
동로마 제국의 세력 쇠퇴

 서유럽의 우르바노 교황 2세가 십자군 계획

 실제로는 동방 정교회를 로마 카톨릭 관할권
아래 흡수, 통합 → 교황권 확대 의도



‘Crusade’

 1096년 1차 십자군 전쟁 시작

 이후 8차에 걸쳐 1270년까지 지속

 초기에는 성전(聖戰)

 이후 더러운 전쟁으로 변질

 같은 기독교 문화권까지 공격

 4차 십자군 전쟁으로 콘스탄티노플 함락

 1204년 파괴와 약탈

 동로마 제국 무너뜨리고 라틴 제국 세움



 베네치아, 피사, 제노바가 가장 큰 승리자

 십자군에 무기 및 식료품을 대주는 조건으로

 베이루트, 트리폴리, 예루살렘, 키프러스 등
장악

 동로마 제국 몰락 이후, 동방(인도 및 중국과
교역하는 이슬람) 무역 중계권 독점

 지금으로 따지면 해외 명품 브랜드의 국내 독점
수입권 획득



영향

 유물, 서적, 과학 기술 발달

 부와 상업에 눈뜸

 엄청난 양의 향료와 도자기, 비단 등을 독점
수입



르네상스의 도래와 신문의 등장

 필사 신문 가제트의 등장

 선박에 실린 상품 정보 전달이 시초



 1609 ‘주간’ 신문 독일에서 간행되기 시작

 1622 주간 ‘인쇄’ 신문 영국에서 간행되기 시작

 1660 일간지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탄생



당시 신문을 배달하던 사람의 모습



E.J. 홉스봄

 영국의 마르크스 사학자

 세 편의 역사 명저

 혁명의 시대 (18세기)

 자본의 시대 (19세기)

 제국의 시대 (20세기)



혁명의 시대



 장 폴 마라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

 유황물이 든 욕조에서 치료 도중 샬롯
코르도네에 의해 암살

 당시 마라는 ‘인민의 벗’이라는 신문 발행



 18세기

 정파(정당)지 시대

 사상가, 혁명가들 (인쇄업자, 발행인, 기자)의
활약

 왕당파/의회파, 연방파/공화파의 대립



 적은 발행 부수

 고가

 경제 뉴스, 정치적 논쟁, 연설문, 주 의회 소식, 
공식적인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