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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Web Design은 과학기술을 통한 사용의 편리성 , 기 

능성， 합려성 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보사회의 

다방면에 걸친 지식과 새로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사 

용자에게 감성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의 연구가 인지공학적， 인지심리학적 연구를 

통한 사용성， 기능성에 대한 것에만 치중해 온 데에 

비해 본 연구는 Web Design이 정보사회에서의 효율 

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고도의 과학기술과 맞물린 미적 

감각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목적을 둔다. 

이에 본 연구자는 웹상에서 하드웨어적인 기술부분의 

뒷받침과 소프트웨어적인 인지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이 

제는 감성적인 디자인 단계로 나。}가야 하며 이것은 

인간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이 바로 성공적 

인 정보화를 이룰 수 있디는 것으로 Web Design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 

다 

Abstract 

Today . t h e we b s i te is on e of t h e b est 

ta s ks to find our n e ed s. b e cause it is 

con veni en t a nd fas t. Therefore. web clesign 

is a rea ll y importa nt and a diffi cul t job. 

b eca use we b desi g n should seek h ow to 

obtain c onv e ni e nce function s , us e ful 

fun ctions , a nd rat ionalities in use through 

t ec hnolo g y to satisfy t h e u se rs 

psychologically. Precisely , the web clesign 

s hould b e abl e to m a k e an em otion a l 

a pproach to the use rs on th e bas is of 、rari ed

knowl edge in information-oriented socie ty 

w ith new sc ience a nd tec hnology. 

Although s tucli es so for have focused on 

u se and fun c ti o n throu g h c og niti ve 

technolog ica l a nd cogni t ive-psych ologi ca l 

s tudi es , this study sees that web cl esign is 

a n e ff ect i ve co mmu n icat io n a nd i ts 

aest h et ic orig ina lit y is n eeded w ith hi gh 

leve l sc ience an cl technology 

In conc lu s ion ‘ we b des ign n eeds t o be 

impr oved as t h e inf o rm at ion - o ri e n te d 

soc iety kee ps on chang ing . Ho w can th e 

web des ign g ives conveni ence a nd makes a n 

emotiona l a pproac h to modern people us ing 

va ri ous of new sc ien ces a nd technologies? 

This kincl of thoughts a nd express ions a re 

desperate ly needed most of a ll when design 

the web. As an e ff ecti ve way of this kind 

of express ion . web des ign will ex pa nd the 

ex p ress in g a r ea o f we b d esi g n in th e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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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현대인의 시각적 체험의 영역은 멀티미디어 특히 

Web에 의한 간접처l험의 결과로 괴-거세대의 사람들과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현대사회외 

대중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임。{ 경제원척에 

입각한 시각과 공간 속에서 정보를 선벨하고 선택된 

정보만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대사회와 대 

중은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진 정보화 시대 환경의 적 

응 입정에서 자극의 일반화 경헝;을 나타내며 직관에 

의해 선명하고 간결하며 즉시적인 시각언어에 더욱 인 

상을받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Web Design의 중요한 지속적 가치는 

사용자 중심의 기능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은 물론 심미 

적 시각상의 순수기능 이상의 미적 감각 빚 함축성 등 

을 효과적으로 창조해 감상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풍부 

하게 히는 일이며 부가적인 즐거움 즉‘ 인간정신의 상 

상적 활동이 지각할 수 있는 창의적이며 감각적인 기 

쁨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러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서는 사용자 인터폐이스의 질적 향상이 불가피하다， 

또 이러한 매체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중심의 화면에 조형적인 표현에 대한 해결 

방안을찾는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보디지인이 갖는 중요 

성을 인식하고 그래픽 디자인에 의한 조형적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을 위한 

조직적이고 기능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목표로 하 

여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본론 

1.정보화시대의 도래 

1) 정보혁명 

정보과학과 컴퓨터 ‘ 통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사회 

인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한 인식을 싹트게 했다. 

컴퓨터와 전기통신의 결합은 산업사회를 정보사회로 

변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II 앨빈 토플려는 이러한 

변회플 ‘제 3의 물결’ 이라고 명하였다. 정보혁명의 결 

과 새로운 사회질서， 유통질서의 형성과 더불어 생산 

빚 소비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기존의 사회 

구조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사회형 

태는 공엽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시-회적 기술은 공업기 

술에서 정보기술로‘ 생산도구는 각종기술과 산업기술 

등이 컴퓨터， 잔기통신으로， 지원이 물질자원， 에너지 

에서 정보 지식 . 기술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1 

2) 정보화 사회의 전망과 과제 

새롭게 등장히는 뉴미디어들은 이제 음성매체， 활자 

매체. 영상매체의 구별 없이 영상화 될 것이다 3) 

이미 선진국에서 신문을 전송하는 전자신문이 설용화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매체는 영상메시지로 전 

달되는 매체로 전환펼 것이2.j는 전망이다 4 1 이러한 현 

상을 흔히 ‘영상혁명’ 이라고 빌강}며 그것은 모든 메시 

지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전달되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달되는 내용들도 영상성을 최 

대한 활용히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 

휠F 



달 형식뿐만 아니라 전달내용도 영상성에 맞는 것이 

주를 이루게 되어 내용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21 

세기 정보의 총아로 불리우는 멀티미디어는 모든 매체 

를 하나의 스크린에 통햄}는 것을 말한다. 

2. 정보사회에서의 Web Design 

1) Web Design 의 개념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디자인의 역할 증대와 위 

상의 변화가 크게 중시되고 있다 

정보산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들 산업은 점차 하나 

의 산업으로 융합되고 있으며 디자인 역시 이들을 보 

조하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통합， 조정히는 주도적 역 

할을 요구받고 있다 5) 즉 과거의 디자인은 시각적 측 

면에서 조형성 창조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는 이와 같은 시각적 요소인 영상과 그 

래픽 내용뿐 아니라 문안 내용， 음향， 나래이션과 같 

은 비시각적 요소도 중요하게 포함되어 진다. 따라서 

이를 통한 기능성의 강조와 즐거움을 부여할 수 있는 

비시각적 요소에 대한 디자인도 앞무로 중요하게 연구 

되어져야 할 과제이다. 마찬가지로 Web Design은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를 설정하 

고 모든 과정을 주도하여야 할 역량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런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 Web Design의 역 

할이다， 

현재 정보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는 Web Design은 정보의 상황， 의미 

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의 보급은 날로 확대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Web Design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강조 되어지고 있 

다. 

Web Design은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여 디자인계에서 새로이 생긴 하나의 영역으로 현대 

테크놀러지에 관한 기본지식의 습득부터 시죄L하여 정 

보의 시스탬화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으로 정 

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새로이 확장된 디자인계의 영 

역이자 다론 모든 디자인들의 통합적인 의미를 갖는 

다. 

2) Web Design과 청보가치 

‘정보화 시대’ 라고 불리는 오늘날， 소비자는 텔레비 

전이나 라디오， 신문， 잡지에서부터 구전에 이르기까 

지 모든 종류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또한 위성통신이나 광통신 등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빨라졌고 그 전달 용량도 압도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향한 진전 

은 사럼들에게 독특한 가치 개념을 심어 주었다 그것 

은 ‘정보가치’ 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이다 소비자 

가 상품의 구입을 결정할 때 그 상품이 본래적으로 갖 

고 있는 ‘물적가치’ 이상으로 그 상품이 발신하고 있 

는 ‘정보가치’가 중요해졌디는 것이다. 즉， 정보화 사 

회의 진전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이나 사회에 있어서의 

존재의 의미를 중시하는 정보가치를 판단기준으로 삼 

게 되었고‘ 정보가치에 따라 상품이나 기엽의 실적이 

조}우되는 시대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가치에는 Web Design이 

중요한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상품이나 서비스， 흑은 기업자체가 갖는 가치를 정보 

힐월 



로 바그r-01서 기업에 관계되는 모든 집단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 결과에 따라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기엽의 정보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인 Web은 

오늘날 정보사회에셔의 정보가치를 높이는 경영전략이 

되었다. 

3) Web Design과 정보이론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조건에 대한 지식 

이 필요하며‘ 어떠한 것을 생각한디든지 행동하고자 

할 때에는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한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아서. 그것을 감안하여 모종의 

계획을 세우며 ， 거기에 따리-서 행동히눈 것이 보통이 

다 인간의 정보활동을 크게 나누면 정보의 수집， 전 

달. 처리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는 정보수집의 과정에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쓴 

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정보활동을 기계에 대입 시키 

는 활동을 하며 더욱 그 휠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활동은 인간촬동의 기초이자 일반적인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넓은 관련 분야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공학은 물론 수학. 생물학， 의 

학， 사회학， 경영학， 언어학‘ 심리학 등 심지어 미학 

과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 끼지 거의 관련되지 않은 분 

야가 없다 따라서 디자인은 과학과 예술의 중간영역 

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구체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정보이론과 

실제 그리고 디자인과의 관계는 디자인의 영역 속에서 

지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 

히 정보사회의 Web Des ign의 비중은 점점 더 커져 

가는 추세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4 ) Web Design의 사회， 문화적 개념변화 및 

역할증대 

산업혁명의 결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가 도래 

했고 이에 발맞추어 디자인은 합목 적성과 양적 가치 

를 우선으로 이윤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획일화， 양 

자택일의 디자인ξ로 자연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에도 문화와 단절펀 과학기술로 소수 전문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진 테크놀러지가 우선시 되고 있 

다‘ 디자이너는 사회의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단순한 창조적 활동일 뿐이 

다.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는 갔고 제 3의 물결의 시대， 

즉 정보화 시대가 도래했디 사회는 재화의 생산에서 

정보나 서비스의 생산으로 산업구조가 밴해가고 있으 

며 탈 획일화‘ 탈 집중화의 현상과 함께 랜주의가 

지배적인 경향A로 등장했다 fi) 그러나 이전의 고용주 

에 의해 제공되고 정의 내려진 디자인의 산업적 작엽 

경향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며 ， Web 

Design에서도 많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제 디자이너 스스로가 정의 내리고 디자이너 자신이 

창조적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 디자인은 인간 생촬 

의 질을 호냉시키며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부를 창줍 

하여야 한다 사회 ‘ 문호l흘 이끌어 가는 디지인만이 

우리의 생존을 기능케 할 것이며 세계를 향한 미래의 

가치 창조를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들은 Web Des ign이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에서 사 

회， 문화적 표현의 창조성이 휠씬 더 개방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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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5) 기술발전에 따른 Web Design의 변화 

오늘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형태를 복합화 시켜 효 

율적 정보의 유통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다양한 정보관 

련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디자인 분야에 

서는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함께 정보산업의 새로운 

접근방호탤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Web Design에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분 

야는 정보생성 부문과 정보처리 부문에서의 최종 소비 

자와의 사용자 공유영역(User In terf ace)인 것이 

다 7 ) 

Web Design은 산업혁명 이후 디루어 왔던 물질적 

기준의 제조업과는 매우 다론 특성， 즉 대상이 물질적 

형태가 아니라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정보리는 것을 인 

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보화시대의 디자이너는 다양 

한 표현 방식으로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통힘L하여 정 

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3. We b Design의 새로운 접근 

1) 현재 Web Design에서의 문제점 

현재 Web Des ign에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근본적 문제점인 감 

성 표현의 사용자 만족도의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있 

다 Web Des i gn을 할 때 디자이너들이 중점을 두어 

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고， 그 부분들의 완 

벽한 조호}를 이뤄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디자이 

너들은 Web Design이 기존의 디자인 환경과 Web에 

서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히는 문제로 

인하여 창조적 사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Web 

Des ign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제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의 현저한 발딸로 최근에는 이 

미지의 크기를 제외한 제한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들은 아직도 이전 

의 방식에 얽매여 기술이 발달한 만큼 디자인의 표현 

도 창의적이며 다양해 질 수 있3나， 기술의 발달에 

비해 그만름의 새로운 시도나 표현들이 니-오지 않고 

있는상태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디자이너의 정서를 메마르 

게 했으며， 새로운 과학기술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다 

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결과 Web Design에서 

의 창의성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히는 것으로 잘못 인 

식하게 되었고， 소위 말히는 ‘인간을 위한 디자인’ 이 

아닌 ‘기술을 위한 디자인’ 이 계속 창출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사용성‘ 기능성 등의 물리적 욕구충족 

에 얽매여 시-고가 그 시점에서 멈추고 마는 경우가 많 

다 디자이너는 Web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 주고자 하 

는 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보편적 

인 사고 방식만을 고집하고， 그 안에 사용자의 행동과 

사고를 끼워 넣으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낸다 이는 

사용자의 물리적 만족감을 위한 것일 뿐 풍부한 감성 

적 표현의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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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해결을 통한 새로운 접근방법 Web Design을 할 수 있는 것이디 .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Web Des ign에 있어서 과 

학기술은 도구이고 보편성 사용성， 기능성은 기술을 

통한 창조적 표현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과학 기솔을 통한 원촬한 기능의 실현으로 

Web에서의 합리적인 사고와 유용성， 적합성과 같은 

물리적 욕구충족의 의의를 찾고 더 니。}가셔 사용자의 

심리적 만족감을 위한 감성에 호소하는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정， 기능성， 경 

제성 등을 통한 사용자의 물리적 욕구충족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심리적 욕구충족까지도 고려해야 함을 보 

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이너는 메마르고 비인 

간화된 인간에게 풍부한 감성적 표현을 통한 심리적 

만족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감각으로 가는 기본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이려한 문제점을 확실히 깨닫고 한 

단제 더 L싸가야 히는 것이다. 

Web Design의 중요한 지속적 가치는 사용자 중심 

의 기능적인 정확한 정보전달은 물론， 심미적인 시각 

상의 순수기능 이상의 미적 독특함 및 함축성 등을 효 

과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감상자의 감상을 자 

극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내는 일이며 부가적인 즐거움 

즉， 인간 정신의 상상적 촬동이 지각할 수 있는 창의 

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강게 하는 일이다. 

다시말해서 감성적 표현은 감수성. 개성， 주관적 인 

지， 심리적 기능을 포힘승}며 과학기술의 도입은 이성， 

보편성. 객관적인지， 실제적 기능을 포함한다. 전자에 

의해 심리적 만족감이 충족되고‘ 후자에 따라 물리적 

만족감이 충족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조회에 의 

해 사용자의 심리적， 물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현
 

지
 
능
 

표
 

인
 
기
 

져
「
 셔
。
 

처
「
 처
「
 

성
 
수
 
성
 
관
 
리
 

감
 
감
 
개
 
주
 
심
 

」를[ 섬리적 

랜그 
| Web Design I 

낙| 물리 적 만족감 IJ 
과학기술의 도입 

이성 

보편성 

객관적 인지 

실제적 기능 

lll. 결론 

현재 정보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는 Web Design은 정보의 상황， 의미 

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의 보급은 날로 확대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리 

Web Design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또힌 고도의 정보화 시대를 향힌-

진진은 사림들에게 독특한 가치개념을 심야 주었다-

그것은 ‘정보가치’ 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이다 

즉.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소비지는 자신이나 사 

회에 있어서의 존재 의의를 중시하는 정보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 정보가치에 따라 상품이나 기 

엽의 실적이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정보가 

치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이 창출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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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Web Design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 것 

이다. 

지금까지의 Web Design 사고는 새로운 과학적 기 

술과 지식을 추구하여 사용자의 합리성과 기능성 등의 

물리적 만족감을 주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Web 

Des ign은 정보사회의 다방면에 걸친 지식과 새로운 

과학기술을 기저로 하고 사용자에게 감성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정보가치가 제대로 창출되고，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은 고도의 과 

학기술과 맞물린 미적 감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요컨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의 Web 

Design은 더 이상 과학기술을 뒤쫓아 가기만 하는 자 

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 최신기술을 도입한 Web 

Design이 창조적이며 ， 훌륭한 Des ign이라는 착오는 

버려야 할 것이다. Web Des ign을 통해 다양하고 새 

로운 과학기술을 도구로 하여 사용에서의 편리함을 주 

는 동시에 비인간화되고 정서가 에말라 가는 현대인들 

에게 감성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사고와 표현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들은 정보디자인을 함에 있 

어 인간의 감각과 지능， 학습과 경험을 활용해 정보의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사용을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정보혁명 시대의 웹이라는 정보전달 매체가 제 기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쉽고 친밀감 있는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다양한 표현 

매체의 사용을 통한 화면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에 주 

력하여야 하며. 디자인 대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 

해， 그리고 무엿 보다도 감각적이고 동시에 논리적인 

발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인 

지를 위한 디자인이 아닌 ， 효율적인 정보 전달과 반응 

을 위해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보다 감성적인 디 

자인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디자인적 접근은 정보사 

회 시대의 디자이너로서 해결해야 할 하나의 역할이 

제시된 것이며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Th e User Interface :Concept Des ign 

1 얼빈 토을러 01싱백 옮김 저13의 울길 영광출판사 1993 p 12 

2 김만용 뉴미디어 개론 나남신서 1991 pp 38-39 

3 노옹님 의 멀E 미디어 정보사회 생능출판사 1997 P 163 

4 존 미이스비트 집상용 옮김 메가트렌스 고려윈 1992 p 24 

5 심재희 멀티 DI디어 시대의 디자인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1996 

p 63 

6 유럽미디어연구호j 송해룡 옮김 정모미디어외 현더사회 나남신서 

1991 p 1ï5 

7 정보화 시대에 산다 한국 전자통신연구소 1986 p 104 

e 



참고문헌 

• 김만용· 뉴미디어 개론， 나남신서 ， (99 1) 

· 검재은: 인지와 창의성의 심리학， 창지사， (996) 

·노봉남 외 : 멀티미디어 정보사회， 생능출판사， 

( 1997) 

• 박용숙: 하이퍼리얼리즘， 열화당， 099 1> 

• 심재희 : 멀티미디어 시대의 디자인교육에 관한 연 

구， 이화여대 ， (996) 

· 유럽미디어연구회 ， 송해룡 옮김: 정보미디어와 현대 

사회， 나남신서， (99 1) 

· 정보화 시대에 산다， 한국 전자통신연구소， (986) 

• 최정호 외 · 매스미디어와 사회， 나남， ( 994) 

· 앨빈 토플러 : 이상백 옮김 , 제3의 물결 ， 영광출판 

사‘ (993) 

· 존 네이스비트- 장상용 옮킴 . 메가트렌스， 고려원 ， 

( 1992) 

• 페터폰 아록스 : 영상디자인 ‘ 김종먹 옮김. 내가 아 

끼는 책들. (993) 

· 하인쓰 그로웰. 현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최길렬 

옮김， 도서출판 국제， (993) 

. Crysta l Waters : Uni versa l Web Oes ign ‘ 

New Riders , (1997) 

. Crysta l Wate rs : Web Concept & Oesign , 

New Riders , (1996) 

. Oan iel Oonnell y : Web Pages [rom around 

th e World , Rockport Publi shers , (1997) 

. Oavid Siege l: Secrets of Success[u l Web 

Site , I-!a yden Books , (997) 

. Oavid Siege l : Creat ing Killer Web Si te , 

Hayden Books , (1996) 

. Nic hol as Negropo nt e: Be ing Oigital , 

Vintage , (1996) 

. Steven Hell er & Oeniel Orennan: The 

Oigita l Oesigne r , Watson Gup til l, (997) 

. With Sean Elder: Web Sites That Work 

Adove Press , (1997)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