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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정보와 흥미의 대중적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매거진은 시 

각에 의존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역사와 상응하며 다%댄f 모습으로 출판되어 왔다 

특히 출판 방식에 있어서 이루어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로의 혁신적인 전환은 편집 디자인 

의 발전적 진행을 가속화시키며 소위 비쥬얼의 혁명을 이 

루어내었다. 

DTP- Desk Top Publishing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출현 

하면서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간단한 책， 브로슈어， 팝플렛 등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시대 속에서 출판되고 있는 다채로운 형태의 매거 

진들은 그래팍 디자인의 다양성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현재 편집 디자인과 타이포그라피의 새로운 시각적 요소 

에 대한추구는다%댄f 스타일의 매거진들이 전세계는물 

론 비록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도 발행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다양성이 독자들에 

게 보다 높은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변별 과 

정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다양성은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도있다. 

본 연구는 매거진의 구성과 형태를 이해하고， 국내에서 간 

행되는 매거진들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내용적 측면과 시 

각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독자를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는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하는 

국내 매거진들에 대한선호도를각각검사하고， 편집 디자 

인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매거진 디자인의 고찰을 통해 정보와 흥미를 보다 다$t한 

방법으로 전달해주기를 원하는 독자층의 요구와 사회 및 

문화의 변화에 발 맞추어 변모히는 매거진 디자인의 다양 

성을정립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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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야act 

The magazine, a medium to share information and 

interests with common readers , has been 

t r a nsforme d into varied v is u al app li ances 

complying with the trends of design history, caused 

from its dependence upon visual sense. 

And the transition from analog to digital , an 

extraordinary technology , in publishing methods 

accelerated the progress of editing design and gave 

birth to a visual innovation. 

A new terminological category like DTP-Desk Top 

Publishing provided a n access for anybody to 

design and publish books , brochures, pamphlets 

wit h t h e h el p of co mpu ter sets a nd editing 

programs. The appearances of varied-formed 

magazines in digital times refer to the variousness 

in Graphic Design. 

1n pursuit of new visual aspects in comtemporary 

editing design and typography, magazines shaping 

in various styles are being published all over the 

wor ld as we ll as in Korean , target ing some 

particular reader groups though. 

1n spite of the attractiveness, the variousness of 

magazines could bring about confusion when it is 

abused indiscreetly. This paper examines the 

structur e , styles and des igns of domestic 

magazines, and analyzes their contents and visual 

aspects respectively. 

And t he survey conducted with the subjects of 

magazine readers questioned preference for design 

and lifestyle magazines, and presents problems in 

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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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ng desig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magazine design ,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diversity of magazine 

design corresponding the particular society and 

culture, and readers' needs for various-shaped 

deliveries of information and interests. 

Keyword 

Editorial Design for Magazine, Design & Lifestyle 

Magazine, Magazine Component Analysis 

1. 서론 

1. 연구목적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우리 나라는 일본의 통 

경(東京) 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올림픽으로 인한 

흑자 경제운영에 따른 산업발전과 더불어 디자인 분야에 

서 더욱 질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 

다 산업발전의 자유경쟁시대에 발 맞추어 컴퓨터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디자인 분야 또한 수작업과 

아날로그방식에는전혀 상상할수 없는 디지털이라는새 

로운 미디어가 출현하여 디자인 표현 형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일반적인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디자인 표현 방식에서 인쇄 매체 

를위한디자인으로통용이 되어 있다 매킨토시의 발전과 

함께 DTP-Desk Top Publishing 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고 컴퓨터를 이용한 편집 디자인 소프트웨어들 덕 

분에 조금의 디자인 지식만 있으면 누구라도 간단한 브로 

슈어， 팡플랫 등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시대에 상응하는 다%탤 매거진않廳)의 출현 또한 

그래픽 디자인의 부분에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 

일 수 있다. 편집 디자인과 타이포그라피의 새로운 시각요 

소의 추구로서 다%댄f 스타일의 잡지가 전 세계적으로 출 

간되고 국내에서도 특정한 독자를 위한 매거진들이 출간 

되며발행되고있다. 

다%댄 스타일의 매거진의 출현은 디국적， 다문화 사회에 

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독지층이 다양하게 세 

분화되며 전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매거진의 무 

분별한 출현은 독자들에게 가끔씩은 혼동을 불러일으컨 

다. 그리고매거진 디자인은국내 디자인의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가끔 편집디자인으로 분류되어 디자인학도들에게 

교육되어지곤 했으나 잡지않#誌)라는 명칭의 저급 매개체 



로 간주되어 그래픽디자인과 편집디자인의 부류에도 소속 

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에 국내 매거진 디자인의 

흐름과 표현의 형태와 다양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아 다 

$댄r 각도에서 요구하는 독자들의 요구와 대중매체와 사 

회에 발 맞추어 변모히는 매거진 디자인의 다양성을 정립 

해 보고 재고함에 목적을 둔다. 

1) 김민수， 디자인 문화비평 01 ,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정체성， 만그라픽스， 
2000, p52 

2. 연구 방법 

사람에게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인격과 개성이 있듯이 매 

거진 또한 각 권 나름대로의 스타일과 격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선다 특히 매거진 스타일은 편집디자인에 따라크게 

좌우되며 매거진 디자인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컨 

텐츠로써 정보에 대한내용분석과매거진의 시각적 표현 

방법이다. 이에 매거진 디자인은 독자에게 쉽게 정보전달 

을 하며 최대한의 매력과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매거진은 현대 그래픽 디자인을 발전시키 

는데 실험실과 같은 역할로 현대 시각 정보 전달 디자인의 

원리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표현 기술， 저널리즘， 

미학적 고찰 등 다%댄f 각도와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서에서는 현재 출간된 국내외 매거진의 시각적 표 

현 방법과 매거진의 구성방법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에 따 

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를 분류하고 이론적으로 고찰하 

여 새로운 매거진 디자인 스타일의 표현 가능성을 제시 하 

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매거진 자료를 통하여 매거진 디 

자인의 요소별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 또한 살펴본 

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첫째， 연구의 논리적 

검정을 위해 매거진의 구조와 개념의 정립， 매거진의 출간 

현황등을조사하고둘째， 매거진의 형태 분석으로서 내용 

적 측면에서 정보 카태고리의 분류와 시각적 구성 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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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관한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국내외의 라이프 

스타일과 디자인 매거진들의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와같은분석과정을통해 국내 매거진 디자인의 형태와 표 

현의 다양성을 고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늘 저급한 

매체로 간주되어 편집 디자인에 조차 포함되지 못한 국내 

매거진 디자인의 실태 또한 살펴봄으로서 미래의 매거진 

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1. 본론 

1.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매거진 

1). Magazine(잡지-雜誌)이란? 

매거진(Magazine)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원래는 아라비 

아어 makhzan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원래의 뭇은 ‘상품 

을 일렬로 진열해둔 장소’ ‘군수품 창고， 연료보급실， 탄 

약고， 병기고’ 자진 롤필름 넣는 곳’ 등으로 명시되어 있 

다 2) 그리고 잡지않臨)는 ‘호(總를 쫓아 정기로 발행하는 

출판물(出版物)’ 이라고 양주동 박사의 국어대사전에 명시 

되어 있다 3) 

매월， 매주， 격월， 격주， 계간 등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으 

나 대부분의 매거진은 구독자들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고 좀더 지적이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매거진을 살펴보면 그것은 

공간을 초월한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양식을 쉽 

게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만큼 대중과 가까이서 호흡 

하며 흥미와 지식을 통시에 제공하는 실제적이고 실용적 

인 매체역할을 해 온 것이다. 매거진 디자인은 인쇄 매체 

로써 내용과 레이아웃(Jayo뼈의 다%한 변화와 순발력 있 

는 출간으로 구독자에게 부응하며 흥미 있는 시대적 산물 

로 받아 들여 지지만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큰 분류 속에서 

자리 매김 할 수 없었던 분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f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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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잡지라는 음성적이며 고급스럽지 못한 하나의 인 

쇄물로 만화책 정도의 분류로 간과되어 저급 문화의 매개 

체로 간주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990년 

대 초부터 디자이너가 양성되는 국내 디자인 교육에 있어 

서 출판 기술과 편집디자인이 교과과정에 도입되기 시작 

했다. 이를 더욱 기속화시킨 계기가 되는 것은 맥킨토시라 

는 컴퓨터의 도입과 발달 편집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발 

달， 영어 문화권의 다%댄f 인쇄 매체들의 도입， 다%댄f 한 

글 서제의 개발， 타이포그라피 디자인의 인식 등이라고 할 

수있다. 

국내 매거진들은 저급문화의 매개체로 간주되어 그래픽 

디자인 부분에서는 홀대되었으나 60년대와 70년대를 거 

쳐 조금씩 발전되어 왔다. 70년대에는 ‘리더스 다이제스 

트’의효댁판창간과 ‘디자인’지의창간， ‘뿌리깊은나무’ 

의 창간 등으로 매거진계에 큰 관심을 모으며 발전되었 

다 4) 80년대는한국매거진의 전성기로 여성지， 교양지， 종 

교잡지 등 다Od=한 분야의 매거진들이 창간되었으며 80년 

대 후반기에는 컴퓨터그래픽의 발달과 편집기술의 변화 

즉 전통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럴 출판으로 매거진은 구 

성과 디자인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그리고 정보화의 발전 

에 따른 서구문화의 공유로 인하여 국내에도 다햄 분야 

에서의 매거진이 간행되고 독특한 스타일의 매거진들이 

현재에도 창간되고 있다. 

매거진은 산업혁명의 이후 그래픽디자인 부분에서 이윤 

창출의 선도 역할과 함께 그 시대와 공간의 공유를 가장 

잘 전달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거진은 현대 커 

뮤니케이션디자인에서의 중요한 요소 중의 메시지 전달， 

즉 시각적 표현 방법을 유희적인 요소와 실험적 요소 등 

다른 디자인 부분에서 구사하지 못 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 

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무대와 같은 구 

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거듭되는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테크놀러지에 부합된 새로운 시각표현의 등장으로 인쇄매 

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디자이너들을 가치관의 혼 

돈 속으로 빠트리는 경우도 초래하였다. 읽는 매거진에서 

보는 매거진으로 형태를 선도한 David Cason은 ‘비치걸 

쳐(Beach Culture)’ 와 ‘레이건(Ray Gun)’ 의 편집디자인 

으로 90년대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해 해체주의 

(deconstruction)적 디자이너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다. 그 이후 일반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인기 

와 높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인쇄의 종말(The End of 

Print)히 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디자이너 David Cason의 

작품집이 출판되면서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함께 종이라는 

매체의종말론을 대두시켰다. 종이(paper for document) 

는 기원전부터 인류의 문화 발전과 인류 역사의 기록에 기 

여한 물품이나 스크린과 모니터라는 신 소재의 발달로 소 

멸하리라는 불확실한 시대가 도래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 

러나 인간의 오감 중촉감과 후감은 종이로부터 더욱 향수 

와 감성을 불러 일으켜 종이 매체의 종말은 없으리라고 믿 

는다. 다양하고 세분화 된 문화는 앞으로 더욱 변형된 스타 

일의 매거진을출간시키며 구독자들을매료시킬 것이다 

2) 야후 httpl/kr.engdlc.yaho。∞m/resullhtmi?p = magawe 

네이버 http://dcnaver∞m/endlc?q니ery = magazlne&mode 

3) 앙주동 조|신국어대사전， 영학줄판사 1974. P 됐 

4) http!/VWN.jungle.co.kr/study/deslgn_study/defa에 

유정미의 시각표련의 쉴럼1 잡지 

5) L뻐s BlaαMlII & Da이d Carson. The End of Pr 미 Chronlcle Books. 1995 

2). 매거진의 구조와개념 

시각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의 변화를 

가속화 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특히 현대미 

술의 부흥과 발전에 입각한 새로운 시각요소의 발굴과 과 

학의 발달로 인한 표현 방식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다. 매 

거진이라는 간행물은 모든 기교와 재능 만큼에 비례하여 

매거진 디자이너들은 이와같은 변화와 시대적 도전에 부 



응하기 위하여 편집 디자이너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부딘

히 적응시거고 새로운 표현의 시각 커뮤니케이션이 모색 

되어 왔다. 대부분의 매거진은 개성과 그 자체의 분위기 

즉 스타일을 가지며 빌-행되고 있다. 인간으로 보면 다%댄t 

민족과 피부색으로 나뉘지만 인간의 형상과 기본 구조는 

누구를 보아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세상에는 엄청난 

수의 간행사로 출간되는 매거진도 유사한 구조의 포뱃 속 

에서 디지-인이 된다는 것이다 매거진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호CMasthead)' ， 표지 CCover & Back Cover) , 책등 

(Spine) , 목차(Contents page) , 특집기사CFeature ， 

Art icle page) , 일반 기사(Department， Article page) , 

광고연(Advertising)으로 구성이 된다 이러한 구성은 분 

활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바우하우스 디자인 

이후공통사항이 되었으며 어느매거진도거역할수없는 

불문율이 되었다.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표지 디자인은 

그 매거진 자체의 이름과 로고를 반듯이 명시하고 매거진 

디자인 일부에 종속이 된다. 

(1) 제호(Masthead) 

매거진에 있어서 제호CMasthead ， Title, Logo)는 제품의 

상품명에 해당되므로 읽기 쉽고 외우기 쉬우며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매거진의 이름과 로고디자인으로 구성되어 

로고가 읽혀지지 않을 경우에도 그 매거진의 성향과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의 분위기를 띄고 있으면 더욱 쉽게 독자 

들에게 다가갈수 있다 대표적인 시사매거진 'Time' 남 

성들을 위한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Esquire’, 

여성 패션지 Vogue' 는 워닥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매거 

진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특 

히 우아한로고 디자인으로 명성을유지하는데 큰몫을한 

'Esquire’ 지의 제호는 1950년대 제작되어 50년 이상의 

역시를 이어오는 과정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6) 

대부분의 매거진 제호는 변함이 없으나 디자이너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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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로 인하여 변화를줄 수도 있다 파격적인 매거진들은 

이러한 전통을 거부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디자인을 강행 

했으나， 미국의 유명한 음악 매거진’ Ray Gun' , 영국의 

음악 매거진 'Blah, Blah , Blah’ , 스페인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Big' 7)등은 그 매거진의 뛰어난 디자인에 힘입어 

그 독특함을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무불변의 제호와 파 

격적 변화의 제호는 매거진이 가판대나 정기 구독을 통해 

판매되든 또는 거리에서 배포되든 간에 매거진의 얼굴 부 

분의 한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제호가 매거진의 얼굴 

부분 중 눈이 된다면 매거진의 표지 디자인은 당연히 얼굴 

이다. 매거진은 가판대 위에서 다른 잡지들과 치열한 경쟁 

을 해야 하는데 내용은 보지 않더라도 독자의 관심을 촉발 

하는 디자인이 되지 않으변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 그리고 

표지를 통해서 그 매거진의 성격을 파악하고 가판대에 놓 

여진 많은 매거진들 중에서 무언의 함성을 외침으로 특별 

한 매거진을 선택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출판 

되는 매거진이 고급， 중급， 무료배포， 등을 막론하고 독자 

의 관심을 이끌어 내며 정보전달과 함께 독자층의 흥미유 

발이 충분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지 디자인은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라피적인 

요소로 이미지가 표현된다. 이미지 부분은 그 매거진의 컨 

셉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어 이미지의 선택과 전개는 엄밀히 선정되어 그 매거진이 

지힐t하는 편집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시사 매거진으로 유명한 'Time' 지는 대부분 빨간 태두리 

선과 상단에 serif체의 TIME' 이라는 형태로 출간된다. 

이라한 스타일은 시사 매거진의 대표적인 형태와 시사지 

의 교과서적인 스타일로 자리 매김 하였다 Tirr년 지의 

표지들을 모아보면 미국의 20세기 역사를 시각적으로 한 

눈에볼수있으며 이러한표지 이마지들은잡지 역시에서 

Time만이 가질 수 있는 위상을 고양 시키는데 일조 했음 

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모든 매거진 표지 이미지는 두가 

f잉 



1) 

국내 출판된 배거 진 디자인의 형대와 표현의 다양성 연구(pp 302-318) 홍 동 식 

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누구라도 한눈에 이해 

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콘Gcon)' 이미지다， 두 번째는 표 

지의 이미지가 다소 복잡하고 세부적이어서 이해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이미지다 에 특히 이러 

한 이미지는 시사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시사적인 사건을 풍자하거나 은유적 방법으로 처리하 

여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과 흥미 유발을 동시에 요구하 

게 된다. 표지 이미지와 함께 표지 스타일 또한 매거진의 

제호만큼이나 표지의 특정으로 인식된다. 한가지의 주제 

로 디자인 된 매거진 표지 시리즈는 월간지일 경우 몇 달， 

주간의 경우에는 몇 주에 연계되어 디자인된다. 그러나 일 

부 매거진틀은 특집 기사에 관한 기사의 디자인과 특정한 

타입과 스타일을 최대한 이용해 상품의 가치로 발전시킨 

다. 같은 종류의 시리즈 매거진은 큰 변화 없이 비슷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차별성이 없는데서 오는 불안감 

보다는 공통의 미학적 요소를 전달하는 표지 디자인도 구 

독자에게 개성으로 인지되기도 하고 각호 사이에 연속감 

을줄수 있는디자인이 된다 

매거진의 앞표지에 비해 뒷표지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 잉여 공간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매거진은 광고 

주들에게 비싼 광고료를 지불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매 

거진은 앞표지 (cover)와 책등(spine) ， 뒷표지 (back 

cover)를 모두 이용해 전체에 걸쳐 하나의 이미지를 실어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독자들이 매력적으로 느껄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매거진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한다. 

6) Chris Fogus/ 김영주 역 ， Magame [)eslg끼 A RotoV,slon 8ook/ 인그라픽 

스， ZIfJ. pL\; 

7) StENen Hel때 & T eresa Fernandes, Magazlne Inslde & Out PBC Internatlonal, 

INC‘ NY, 19iB, α33 

8) Chris Fogus/ 길영주 역， Magazlne [)eslgη A Rot。이slon B∞k/ 안그라픽 

스， ZIfJ. p27 

(2) 책등(Spine) 

책등(spine)은 비록 좁은 면이지만 책장에서 독자들과 대 

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기 

보다는 매거진의 로고， 통권번호 등 그 매거진임을 알게 

하는 표시를 명확히 명시한다. 책등 또한 디자인의 일부로 

서 내용을담아일회용이 아니라소장가치가있다는인식 

을 심어 준다. 그리고 매거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 

여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다른 매거진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시각적 요소를 지닌다. 

(3)목차(Contents Page) 

목차(contents page)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 기본적인 

역할은 매거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찾아보 

기 쉽도록 구성해 내용을 페이지 순서에 따라 독자에게 알 

리는데 있다. 

목치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순차형과 편집형이 있다. 순차형은 기사배열 순서대로 페 

이지 수를 표기해주는 방식으로 페이지 수와 내용이 많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편집형은 전문 매거 

진에 시용하는 방식으로 기사의 내용을 주요 섹션별로 분 

류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을 말하며 전문지의 경우， 이미 그 

분야에 전문적인 상식을 갖춘 독자들이 선호해 구독하므 

로 독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특집 기사를 이용한 레이 

아웃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관심이 가는 기사나 펼요한 정 

보를 쉽게찾아볼수있도록구성하는방식이다. 목차페 

이지에는 기사의 내용 이외에 편집자 칼럼이나 판매 부수， 

정기구독 안내， 잡지에 실린 특정 기고가의 개인 의견에 

대한 발행인의 책임 한계 등도 목차 페이지에실을 수 있으 

며 여기에 시각성을 보완하기 위해 흔히 한 두개의 이미지 

가추가되곤한다. 

한두 페이지 짜리 목차에 담기는 이러한 이질적인 정보들 

은 통일성 있게 처리되어야 하며 ， 누가 광고 담당자이며 



주요 인터뷰가 몇 페이지에 시작하는가 등을 독지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목차 페이지에 

정보를정리하여 보여 줄 때는본문에서 이어지는내용의 

성격을 반영해야 한다. 특집기사 뒤에 완전히 다른 이벤 

트， 혹은 다른 성격의 기사가 배치될 경우 그 부분은 다른 

컬러， 구분되는 서체로 레이이웃이 되어 독지들이 쉽고 정 

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목치를 다루는 기 

본적인 포뱃은 매호 마다 같은 느낌이며， 여러 정보를 가 

능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 한다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 

실해야한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과 레이아웃은 훈련된 편 

집 디자인 능력과 감각 있는 아트디렉터의 감성을 통해 좌 

우된다. 

g) http! /JUngJec。 κ/slUdy/cyber unrddefauJlasp 

유짐미의 시각 표련의 실힐‘ 집지 

(4) 특집 기사(Feature Article Page) 

특집기사(Feature article page)는 그 매거진의 가장 핵 

심이라고할수있는부분이다 그리고아터디렉터의 디자 

인 능력과 실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집기사 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에 따라서 

그 매거진의 스타일이 형성되며 본질을 전달하는 부분이 

라고할수있다. 

매거진의 본문은 특집기사 페이지와 일반기사 페이지 즉 

광고 면을 제외한 면을 일컬으며 기사(article)의 분량은 

기획의 방향과 특집기사의 중요도에 따라 4연， 6면 ， 8연 

등 나름대로의 페이지 구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단발 

기사는 그 성격에 따라 분량이 결정되며， 2면이나 4면 정 

도로 처리히는 것이 보통이다. 페이지의 분량은 편집의도 

에 따라서 조정된다 특히 이 부분은 기사와 연관된 특별 

한 사진과 타이포그라피의 조화 등으로 편집 디렉터의 의 

도와 디자인 능력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진 

과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라피의 레이아웃에 따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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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하나를 보면서 다른 하나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위 

해 잠재의식 적으로 계속 글과 이미지를 연관시켜 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정페이지에서 이미지의 설정은 매 

우 중요하다. 독자들은 자동적으로 페이지에 나타난 이미 

지를 볼 뿐 아니라 글을 읽는 도중에도 이것과 관련된 이 

미지를 되찾아 보곤 한다 10) 

(5) 일반기사(Department Article Page) 

일반기사(Department article page)는 편집장에 따른 매 

호 같은 형식으로 레이아웃이 되며， 다른 주제 혹은 한 주 

제를 매호 연속적으로 연재하는 부분기사로 정의된다. 형 

식과 그 매거진의 표준 양식에 따라 디자인되며 획기적이 

고 강렬한 레이아웃을 자제하고 편집부의 주장을 전달하 

는부분기사이다-

예를 들면 국내 디자인 매거진 중의 월간 디자인은 매호 

연재되는(2002.2월호) 기사는 “디자인에세이 “이미지와 

오브제” 등을 주제로 연재되고 있다. 국외 디자인 매거진 

‘Print’ (200 1. 10월호)는 격 월 간행으로서 "Magazine 

Watch" " Optic Nerve" ‘마rpe in Print" 등의 주제로 

Steven Hellerlll, Rick Poynorl2
) 등 유명 디자인 관련자 

들의 연재 기사로 구성된다. Contents Page를 자세히 살 

펴보면 특집기사(Feature article page)와 연재기사 

(Department article page)를 구분해 둔 매거 진과 특집 

기사만구분한매거진이 있다. 특집기사는 커버 디자인에 

암시해 두기도 해 쉽게 인식 할수 있다. 

10) ,,\Jremy LE칭 e & 떠MS BJackw딩J ， ISSlÆS NeN Magazlne Deslgn, Glnko Press 

씨C. CA USI\. XfJJ, p1L18-149 

11) Steven Heller • 뉴욕타임즈의 선임 이트디랙터이자 

(AIGA 그래픽디자이 저널〉 면집장 [ 1자인분야의 :n여권의 저자 

12) (Eye) OH거진 ( 19iD'년 징간돈1 미국디자인 전문지)의 설립자 및 면집자 

(6) 광고면(Adγertising) 

현실적으로 매거진의 판매 부수에 따른 수익만으로는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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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경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광고지 

면의 판매로유지한다 모든광고를거부하는매거진들은 

매거진 제작에 따른수익을모두포기 하든가또는광고를 

싣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정상적 

일 정도로매거진의 권당 판매 가격이 높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매거진은 모두 광고비의 수익에 의 

존하게 되며 따라서 광고를 사는 광고주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13) 그리고 광고는 편집자나 디자이너 등 실제 실무 

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영역이면서도 매거진의 분 

위기를 좌우할 수 있기에 본문 디자인 못지 않게 신경을 

써야하는부분이 바로광고이다. 

3) 국내외 매거진의 출간현황 

정보의 홍수 속에 문화적인 요소들은 세분화되며， 다OJ"한 

독자층이 형성되며 여러 종류의 매거진들이 출간되고 또 

한 소리 없이 사라져 가고 있다. 1970년대 식자조판(area 

composition)에서 80년대 말 디지멀 기술의 보급과 포토 

몽타쥬 방식의 발달로 매거진 스타일의 다양화 현상은 더 

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국내 매거진의 출간현황 

우리 나라에서는 19세기말 매거진이 처음 소개되고 5少

年’ 14) 이라는 첫 매거진이 탄생된 후 100여 년의 역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후 시대에 따른 국가의 문제와 출판문화 

의 열세 등으로 매거진의 출간이 활성화되질 못했다. 실질 

적으로 매거진들이 출간되며 디자인 적인 측면이 부각된 

시점은 70년대 이후이다 이 시대를 전후로 여성지와 교 

양지들이 등장하면서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변혁기를 

맞았다. 

13) Chns Fogus/ 김영주 역. Magazlne DesIÇτ A R이이재。n B∞k/ 안그라픽 

스. C5XIJ p94-97 

14) hψ/ /μngle∞.kr I study / c::ytBr unrv / defaultasp 

유징 D I의 시킥 묘헌의 실잉， 잡지 

1976년에는 ‘뿌리깊은 나무’ 의 교양지는 최초로 아트디렉 

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자인’ 이라는 전문매거진이 

그 이전과 차별화 된 고급 인쇄기술과 종이의 채택 등으로 

전문지다운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 80년대에는 

개성과 역량을 갖춘 아트디렉터들의 등장으로 라이프스타 

일의 여성지 ‘레이디경향 ‘멋’ 등이 창간되며 교양지로 

‘샘이깊은 물’ , ‘빛과 소금’ , 마당’ 등도 출현하게 되어 

매거진의 전성기를 방불케 한다 80년대 말과 90년대는 

디지럴 기술의 발달과 다문화의 양상으로 독지층이 더욱 

세분화되고 정보전달에 있어서 읽는 매거진에서 보는 매 

거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세계 매거진 디자인 

맥락과 함께 함을 의미한다 

(2) 국외 매거진의 출간현황 

17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탄생된 매거진은 그후 산업 혁명 

에 따른 기술의 발달과 인쇄 자동화 공정을 바탕으로 성장 

하였다. 정보 전달을 효율적인 

하기 위해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의 이미지를 본문 맞은 

편 한 페이지에 차지하도록 하거나 이미지 윤곽을 따라 글 

자와 융화시키는 타이포그라피의 발전이 매거진 디자인 

발전을 함께 했다 서양 매거진의 발달은 현대 예술운동 

(modern movement)을 거치면서 그 형식과 내용이 일신 

되었다. 모더니즘(modernism)의 정수 실용주의에 입각 

하여 기계가 갖는 자유로운 기능의 해방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사진， 석판， 주조(짧휠)식자기 ， 사진식자의 활용과 디 

지털 기기에 의한 페이지 구성방식에 힘입은 인쇄 기술의 

획득과 상통한다. 2차례의 전쟁이후 서구 사회가 빠르게 

재건되어가면서 이른바 ‘미국적 생활양식’ 이 유럽사회보 

다도 선진화가 된다 개개인의 스타일이 중시되고 소비를 

미덕으로 삼는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는 당연히 문화적인 

요소들 또한 세분화 현상으로 돌입한다 매거진들은 각각 

의 키워드를 가진 종류들로 나뉘어지고 다%댄 스타일로 



[표 1] 국내외 매거진의 종류별 분류 (아트디랙터) *국가 

분류 국내 국외 

amc(JacquesGuy)'독일 

건축세제서정원) Archis(HermanDe Vries)’네덜란드 
IdealOI싱건축{박기웬 ARC(ArthurNiemj)'캐니다 

Architecture 
Inleriors(조성진) Bluepnnt(John Belknap)'영국 

Plus(이재성) db(Wilf riend Dechau)'독일 
poa r(정귀원) Domus(Glussuppe Bas l le)'OI태리 

Space(OI주연) 등 Mason Francais 
(Mark. NVigior)'프랑스 

Ax 의MiyaJa싸 씨Isuhiro)'일본 

Communicalion Ar1 

디자인넷(이재민) (Jean A Cayne)'미국 

액마당(김기태) Crealive Re미ew 
신업디자엔잉난영) (Nathan Gale)’영국 

월간디자엔김센 Emigre(Zuzana Licko)’미국 

Design 임프레스(채성응1) Eye(Rick poynorl'미국 
캐릭터(01헤경) Graphls(Lauren Slulsky)‘스위스 
Graphlc Live(김기영) 나。 씨Amy 0 Hwakl'미국 

Weba(추상묵) Id미 Oplimus Prime)'홍콩 

3D A이 isan(유정현) 등 1 이Chrislopher Mc 니 nl)'미국 
Idea(Yoshida Yosuke)'일본 

Pnnt(Sleven Brower)'미국 등 

Big(\/ience Frostl‘스메인 

리더스다OIÃι트(송정삐 
Civi l izal ion(Da끼d Herbickl'미국 

ColorslScotl Stowell)'O 1태리 
문회발직 새피렌~Ol싱윤) 

Cul(Hideki Nakaiima)'일온 
문화와 LK이 실) 

Dance Ink(J.Abbotl Mi ller)'미국 
사과나뭐김석선) Garvage(Palric MilchelO '미 국 
유쾌한매거E 끼(홍승진) 

좋은생객;<1용근) 
Esquire 
(Rhonda Rubenslein)‘미국 

통조링(이영호) 
FyilAlexander Isley)'미국 

행복이 가득한 집조현추) 
Heallh(Jane P리ece샤’미국 

힐링소시이어테망은진) 
L'amaleur De Bordeaux 

Art in Culu le(김경01) 
μacqueilne Housseaux)’프링스 

Life Slyle 
B 니 san 미e(김진석) 

Mojo(Andy Coweles)'영국 
CoHee 매거진(손인수) 
Debebe 빅싱욱) 

Raygun 
(Dav띠Cason，Bar이Deck)‘미국 

Esqui reKorea(~뱅설) 
R이li ng Slone(Fred 

GQ Korea(OI충길) 
w∞dward)‘미국 

1 & Mom(최훈) 
sa이 Ailc ia Johnson)’미국 

Lunch Box(횡의숙) 
South Beach 

Na. NA(홍딘추) 
(Jamie Ferand)’미국 

OrangeTrun씨S때영) 
Spy(Alexander Isley)'미국 

Pape꺼김웬 
W(Dennls Freedma이*미국 

Vox Sly le(OI영헨 
W，씨paper 

Yah∞ Sly 허으엑원) 등 
(Richard Spencer PowelO'영국 

W밍wag(pa미 Da 이 s)'미국 등 

다이렉튿셀링(김윤경) 
O ialogu어Arthur Nlemj)'캐나디 

시사저널(서영숙) 
F。αtune(Rick 씨rkland)‘미국 

주간동OK이미숙) 
Globa l(Ga아 Koepke)'O I극 

News & 
주간조선(권영기) 

The NewYork Times Magazine(Janet 
Business 

한겨려1 21 (정영무) 
Froel lch)'미국 

Econom 해현징수) 
The Washinglon Posl 

Economy21 (이주영) 등 
Magazlne(Kelly Ooe)'미국 
Times(John F While)'미국 등 

과학동DK김훈기) 긴 C(T erence Hoga미‘호주 
디지털콘텐츠(이준우) Oigllal News 

Science & enabl아진앙희) (Mark Koudys)’캐니다 

Technology On Ihe Nel(박재곤) Discove이Oavid Armario)‘미국 

Network(최현주) Mond0200이에ede Fo leyl‘미국 

Popu떠 r Sc ience(박영민) 등 Weird(Barbara Kuhr)’미국 등 

미리클레르(박태굉) ColleiZlOni(Anlonio Vergara 
보그코리OKOI영후) Meesoh미'01태리 

비바코리OK정현선” Harpers Bazan(J∞ 1 Ber이*미 국 

Fashion 엘르(서정원) View On Colc 니 r 

IAnlon Beeke)'네덜린드 
Gio(한정선) Vogue 
Neighbon이싱7 1) 등 (Fanca Sozzanj)’이태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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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된다. 건축， 예술， 디자인등의 전문매거전들이 속속 

등장하며 라이프스타일， 경제， 과학， 문화 등의 교양 매거 

진들도 굉장히 다양화된다 매거진은 당연히 내용 면에서 

충실하며 정보전달이 쉽게 되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나 90년대를 전후해 디지털기술의 도입으로 표현방식이 

진화되는 현상을 불러온다. 정보는 읽혀짐으로 전달되는 

것을 그저 보여짐으로도 전달된다는 해체적 요소의 매거 

진들도 등장하게 된다. 그래 픽 스탠더 드(graphic 

standard)와 그리드(grid)를 무시하며 새로운 스타일의 

타이포그라피는 독자들에게 독특한 해석을 유발하며 내용 

과 부합한다 매거진 디자인은 타이포그라피와 레이아웃 

에 따른 다%댄F 형식으로 거듭되며 존재하게 되었다. 

2. 국내 매거진 디자인의 형태분석 

1), 매거진 디자인의 분석방법과 분석대상 

(1) 분석방법 

본 논문의 분석 방법은 크게 매거진의 내용적인 측면과 시 

각적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의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째， 매거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은 컨텐츠의 구성 

내용과 정보 습득에 있어서의 용이성에 중점을 둔다. 둘 

째， 매거진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에샤는 매거진 

의 편집 디자인이 섬미성을 추구하며 구성되어 있는가의 

분석이다 이에 제호， 커버디자인， 그리드 시스템， 타이포 

그라피， 이미지의 활용， 레이아웃 등을분석하고자한다 

(2) 분석대상 

매거진은 굉장히 다%댄f 종류와 스타일로 출간된다 종류 

에 따른 분류 또한 방대하며 경제적 여건과 독자층의 감 

소로 소리 없이 폐간되기도 하며 분류에 있어 흔선을 초래 

하기도 한다. 이에 매거진의 종류별 분류를 확대시걱 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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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내의 출간 매거진 중 디자인과 라 

이프스타일 매거진으로 한정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 매거 

진의 분류는 문화 지향적이며 교$뇨을 다룬 매거진을 대부 

분포함시켰다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의 독자 설문조사에 따른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매거진들을 선정하였으며 

2002년 1/4분기까지 출간된 매거진들로구성되어 있다. 

[표 2] 국내 분석 매거진의 선정 

매거진종류 

디자인넷， 맥마당， 월간디자인， 임프레스， Weba 

런치빅스 에스콰이어1 야후 스타일， 중은생각， 

GQ, Na.na, Paper 

2) . 내용적인측면에서의 사례분석 

디자인 매거진은 1976년 처음으로 ‘디자인’ 이 창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당시 열악한 산업 디자인계에 건 

전하고 고무적인 의미가 되었고 일반 대중에게 쉽게 응용 

미술이라는 용어가 아닌 디자인으로 개념을 보편화시거는 

교량 역활을 해 왔다 ‘월간 디자인’ 과 ‘디자인넷’ 은 전문 

디자인지로 비슷한 양상을 띄며 매달 초에는 디자이너와 

디자인전공 학생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한다 비슷한 양상을 띄는 ‘임프레스’ 는 위의 전문 

지보다 늦게 창간되었으나 2000년을 기준으로 그래픽디 

자인， 웹 디자인， 디지럴무비로 세분화되어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디자인 분야의 전문지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빽마당’ 은 유일하게 매킨토시 컴퓨터를 활 

용한 디자인과 기술적인 진보 매킨토시 유저를 위한 정보 

등으로 구성된 전문매거진이다. ‘Weba’ 는 해체주의적 스 

타일과 David Cason의 작품 성향을 지향히는 웹 디자인， 

웹프로그래밍 전문지이다.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은 ‘디자인’ 이 창간된 같은 해에 ‘뿌 

리갚은 나무’ 의 창간으로 내용과 디자인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으로 매거진 디자인에 새로운 면모를 제시하였다 . 

[표 3] 국내 매거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사례분석 

분류 매거친 내용 관심분야 독자총 
가격(윈)/총떼 특집기사일번기 

01지(p) 사굉고연 

디자E띤련 매뉴얼 원크십 

디자인넷 
강죄등 모든 디자이너들에 '*뭉 A 각얼티 디자이L1 . 진 

%써0/150 24:66 10 
게 기온소~IQ I 될 수있는 이디어공예등 공자 

내용이 주축 

매킨토시훌 주축으로 한 디 
매킨토사용 g 

액미딩 자인 ε원 매긴토A띄 기술 
용토알디자인 

액유지 9000/280 20:65:15 

적영진 

디 디자인굉얻 매뉴얼 원크상 

자 월간디지인 깅죄둥 오든 디자이너들에 제응 시각얼'1 디자이너 진 
없00/160 

게 기본소g에1 월 수있는내 
23:67:10 

인 미디어공예 퉁 공지 

용이주쭉 

3개 문야 디자인의 시대적 
그에l1lCJ자인엠 

디자이너 진 
잉프레스 C자인 영싱디자 7000/160 226711 

유영 및 Cim띠의 횡동 등 
인 

공지 

예술을 지잉rofC 윌디 자인 윌디자인 을해 엉디자0 1마 

Weba 시이트의 지직 및 므g그래 쉬 므호 7000/110 35:59:5 

잉 애니이101선 그에어 

20대 의 독검문회용 추구， 유 

런치빅스 
앵하기 직진의 O삐기지엉 최신 비주류트 대부분 20대 

2900/160 29:42:29 
적인김성괴 비주류 운회툴 랜드 들이 추 

선도 

따~운 운야의 트렌드용 
때선 유행 연 20.30대익 

에스콰이어 번영하는 닝성전문 번역 애 5500/320 30:40:30 

거진 
。이 어 j 이 닝싱{시회앤 

싱에 대해 긍정적이고 서징 싫 시생횡욕의 
앙용0대의 

융은생각 교잉서훌 추구 2000/121 48:475 
적인이야기들익서울 모습 

라 히는오두 

01 
‘~f:↑g 문회2! 디지딜 문회 n 

2. 30대의 인 
톨 선도ε반기이드 생과 !잉어 린런 일싱 

야후스타일 성$홍휠용힌 5900/240 30:4228 
A 

생g에 일잉힌 테크늘러지 용웅 

터 
의묘때 

일 어ι죄에1어와 강이 유앵 때 

GQ 션 사회， 취미 동을 소채료 
때선 유앵 언 2.30대의님 

5900/290 31:39:3C 
한님성전문번역매기진 

OH. 어세이 성(사회잉 

과강한 예01'아웃과 ι 자인 
비주류들괴의 대우문 2C대 

Na.na 으로 구성하는 비주휴 인터 3000/150 갱:38:28 
인터뮤 3C대 

뷰애기진 

스트리트 애거진 

휴머니즘율 빼경으로 오띠 디잉힌인터유 대부문 
3900/160 30:49:21 Paper 

니언 리더들과의 깊이있는 여앵 문화킬렁 20대 

인터유를주축 

‘리더스다이제스트’ 와 유사한 ‘좋은생각’은 일반 매거진 

과 비교해 작은 크기로 휴대가 간편하며， 디자인 측면에서 

는 시각적인 부분의 장식성의 절제와 낮은 채도의 색상을 

지횡t하며 페이지의 대부분이 수펼， 산문 등의 문장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정통 여성 패션 전문지와 같은 성향을 가지 

며 한국판으로 출간되는 ‘에스콰이어’와 ‘GQ’는 남성들 

을 위한 패션 트랜드와 취미생활， 건강 등을 다루며 그리 

드를 중시한 근대 디자인의 모범적인 요소를 충실히 지향 



하는 매거진이다 90년대 정통 레이아웃과 평범함을 배제 

하며 소위 언더그라운드 매거진으로 통하는 페이퍼’ , 

'Na.na' , ‘런치박스’ 는 60년대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 

한 전위적인 디자인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광고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소위 신세대 독자들을 위한 이야기 

전개와 독특한 독립문화를 꿈꾸는 독자들을 위한 비쥬얼 

한 부분과 편집 내용으로 구성된다 해제주의와 복고풍이 

가미되며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이후 디자인 

에서 가장 두드러진 스타일과 감성적인 성향을 보여준 

David Cason의 ‘레이건’ ‘비치걸쳐’ 그리고 Neville 

Brody의 ‘더 페이스’ , ‘아레나’ 등의 영향 또한 일조 했다 

고할수있다. 

[표 4] 국내 매거진의 선호도 및 구독현황 

분류 매거진 
10대 20대초빈 20대종반 30대이상 닝 여 C자인 비전공 
(5영) (35영) (80영) (30영) (56영) (94멤 전굉65엠 (85영) 

디자인넷 8 17 8 13 32 16 25 

맥01딩 3 5 4 5 2 3 
디 

자 얻ζ떼지인 2 15 36 12 24 41 27 34 
인 

임므혀스 7 19 5 11 18 19 18 

Weba 0 2 3 3 2 5 

런'1빅스 3 13 15 6 22 13 19 

라 에스외이어 0 3 3 13 2 2 5 

01 률은생각 3 6 6 7 10 4 6 
n 

야후스티일 0 5 12 11 7 23 20 21 
끼‘ 

타 GO 0 0 4 2 10 2 2 

일 
Na,na 4 18 2 5 14 0 8 

Paper 0 9 22 5 8 21 24 24 

3) .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사례분석 

매거진은 내용의 충실함과 동시에 편집 디자인의 우수성 

또한 요구된다 매거진들 중에서 디자인이 

돋보이는 것은 서점을 오가며 잠정적 독자들에게 좀더 매 

력적인 매거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독특한 개성이 발산되 

며 또 독자들이 그 매거진의 내용과정보를제대로살펴보 

고 파악되는 것들이다 15) 

2 002 한국디자인모름 7호 

매거진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호의 기독성 및 인지도 커벼 디자인의 이미지 처리와 

레이아웃의 흥미유발， 분할방식에 따른 본문의 가독성 ， 타 

이포그라피의 활용에 따른 기사의 흥미도 유발， 이미지의 

활용， 독특한 레이아웃 등의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디자인 전공자와 비전공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분석해 

보았다 이외의 요소들 내용적인 측면의 고찰과 매거진의 

인지도， 분량에 따른 가격， 유행성， 선호도， 구입방법 또한 

설문을 통해 분석이 되었다. 설문 응시자는 여자 94명 

(63%) , 남자 56명 (37%)으로 구성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5명 (3%) ， 20대 초반 35명 (23%) ， 20대 중반 80명 

(53%) , 30대 이상 30명 (20%)으로 구성된다. 디자인 전공 

자65명 (43%) ， 비전자공자 85명 (57%)으로 구성된다. 

단답 형식과 주관식 형식으로만 구성되어 성실하고 구체 

적인 답변은 디자인전공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답변과 

의견이 다%t함으로 시각적 측면의 분석에 많은 도웅이 되 

었다. 

표-4는 설문의 응답사항을 통하여 구독자의 매거진 선호 

도와구독현황을 연령별， 성별， 디자인 전공 및 비전공으 

로 조사하였다 단 응답은 분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복수 선택은 배제하였다. 

표-5는 설문의 응답 사항을 분석하고 1년 동안 출간된 각 

매거진을 근거로 분석되었다. 선정된 각 매거진의 분석 

요소는 제호의 위치， 표지 이미지의 활용， 서체의 종류， 

typography의 활용， 페이지의 분할(그리드시스템) , 타이 

포그라피와 이미지활용에 따른 독자의 흥미 ， 전반적인 매 

거진의 선호도， 그리고 매거진 디자인의 특이 사항과 타 

매거진과의 디자인에서의 차별성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15) Chns Fogus/ 김영주 약 Magazlne Oeslgn, 

A Rotc\lislOn B∞k/ 안그라프1스 2JJJ. p<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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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매거진의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사례분석 

분류 매거진 
1 저l호의위치 1 서체 

문힐앙식 디자인특성 
2표지이미지 2. Typography훨용 

l 죄욕 S띤 
1 온운(고덕，영조의 혼힘1， 대칩2분양 대 일엔 그자인'1외 유시한 영식 

디자요엣 2특집기사에띠른디 
티011{고닥영조의 혼힘) 칭3문양，" 1대 0 1니 온문이시 서재의크기와 

X엔직웅 
2.'념농시융 중시S뼈 과김 질 2"，힐의 구 엉간의 낀걱 겁선 둥올 크께 

한디자인 배세 싱 지헝5~껴 가독성에 유의 

1 본문{t!영조1，티 011{대부 매킨토시 ε펀휠용자굳서 연 
1 죄혹싱딘 분효별고닥채 및신세리 대징3문힐대 

집 C)'I인의 특색이 이용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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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매거진 디자인에 관한 설문 조사 



3. 국내 매거진 디자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내 매거진은 디자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변화해 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은 그 표현 양식이 발전해왔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다OJ한 서체의 

개발， 디자인 교육의 육성으로 인한 디자인 인구의 확대 

등으로 볼 수 있다. 1996년을 기준으로 국내 매거진은 

4000여종16)이 발행되며 이는 국민 소득의 향상과 함께 빠 

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산업 사회의 구조가 한층 더 전문 

화하고 세분화함에 따라 독자층 역시 사회에 따른 고도의 

전문 지식과 빠른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매거진들이 다OJ한 스타일과 소재 

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일반 매거진에서 다루지 않는 새로 

운 아이템이나 참신한 소재틀로 그들의 문화와 이야기를 

호소하는 것은 주목 할 만한 일이다. 스트리트 매거진으로 

부상한 런치박스와 'paper' , 'Na .na’ 는 과감하고도 파격 

적이며 웃음이 절로 나게 하는 재기 발랄한 사진과 일러스 

트레이션， 젊음의 역동성과 자유분방함， 무한한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 정해진 룰이나 그리 

드에 얽매이지 않는 실험성이 돋보이는 편집디자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너무 실험성에 고취된 편집 디자인과 과 

감한 레이아웃의 종용은 독자들에 순간적으로 자극적인 

청량감을줄수 있으나 연속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매거진 

디자인을 추구함에 있어 조심스러웅이 특히 요구된다 

매거진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것은 독지층으로， 독지층의 

요구와 만족을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시각적인 측면 

에서의 발견된 문제점들은 첫째 제호의 디자인 향상과 이 

에 따른독자층에 인지도의 구축이다. 제호는그매거진의 

첫 인상을 결정하며， 문자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적 

요소로 독자들에게 기 억된다. 이에 제호 주변의 공간활용 

과 주위의 이미지와 문자들 사이에 시각적 조형성에 대한 

고려가필요하다. 제호의 가독성 또한고려되어 누구나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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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읽을 수있는 내용과글로구성되어야한다. 런치박스는 

젊은이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표기 방식이나 이 내용은 도 

시락(圖詩樂) 그림 ， 시， 즐거움이라는 뭇이다 제호가 내 

용에 상응하는 시각적 표현이 기중되면 더욱 구독자의 이 

해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서체의 효율적 활용이다. 이에 효F글에 맞는 타이포 

그라피 디자인의 연구와 서체의 일관성 있는 적용， 서체의 

활용수를 절제한다. 매거진 편집에서 과도한광고의 출현 

으로 독자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시각적인 

통합체계 즉 제한된 서체의 사용으로 동질성을 유지하고 

순수성을 유지해야한다. 

셋째， 분할 방식에 따른 레이아웃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매거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로서， 알 

려고 하는 정보가 무엇이고 어느 부분에 있으며 얼마나 되 

는지를 독자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달하려 

는 기사의 내용이 일목 요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 

으로 페이지 구성의 시각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효과 

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비례에 대한 체계적인 원리를 적용 

한분할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타이포그라피를잘활용 

하여 기사의 주목성을 높일 수 있는 화면 분할 방식이 펼 

요하며 ， 동시에 특집과 일반 기사의 화면 구성이 전체적으 

로 통일성과 균형을 살라면서도 변화와 리듬감을 가지고 

시각적 흥미와 주목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분할 방식 

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드와분할방식을적용하지 않는 

스트리트 매거진들은 더욱 가독성의 문제점들이 유출되지 

않게고려되어야한다. 

16) 준주전국시대메 돌입한 한국의 집7\1. 디자인 정글 징간호，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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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판된 매거진 디지인의 형태와 표현의 다양성 연구 (pp 302~318) - 홍 동 식 

111. 결 론 

전통적인 4대 대중전달 매체는 신문， 매거진， TV, 라디오 

로 구성된다. 이중 매거진은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의 역사와 함께 하며 현대예술운동(modern movement) 

의 소용돌이 속을거치면서 형식과내용이 일신되었다 인 

쇄 기술의 진화， 즉 활자 조판에서 사진 식자 그리고 디지 

털 타입의 활용으로 편집 디자인은 많은 진화가 있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는 오랫동안 모더니즘의 규범 

에 얽매여 있던 디자이너들에게 창의력과 실험정신을 자 

극하는 모태가 되었고 디자인 작업과 제작 공정의 통합으 

로 편집 디자인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움을 누혔다 

그러나 디지털은 오랜 전통의 모더니즘(modernism)의 

규범과미학적 가치 판도를 바꾸는요소가되었다. 매거진 

디자인에서도 전통적인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 개념 

이 서서히 무너지고 극단적이고 실험적이며 즉흥적인 표 

현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것은한편으로새로운매 

거진 스타일의 등장으로 받아들여지며 포스트모더니즘 

(post-mo여de밍rm 

함으로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새로웅， 변화， 도전， 모험， 개성， 자유분방함， 무한 상상력 

등으로 대변하는 젊은 매거진들의 등장은 새로운 문화의 

등장을 암시하며 환호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결과물이 

며 환영받는 문화적 산물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매거진 

디자인에 있어서 맹목적인 장식성이 난무하게 되고 상업 

적인출판비즈니스에 치중한나머지 격에 맞지 않은작엽 

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거진의 읽어야 할 정보에 장식이 

너무 많아 오히려 정보전달의 기능이 삭감되며， 디자인을 

컨텐츠로 이해하기보다는 형태로만 이해하려는 오류에서 

빚어지는결과이다. 

매거진은전문지로서 교양지로서 대중화의 획득에 앞장서 

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의 시대적 요소를 굴곡 없이 반 

영하여야 한다. 매거진은 한편 독자들의 화장실에서 읽혀 

지는 펄프픽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음성적인 사고를 벗어 

나 내용적인 측면과 디자인의 충실로 독자들에게 하나의 

문회를 포섭하는 커뮤니티의 제공자가 됨 또한 인식 해야 

된다. 유행에 따른 디자인 유형을 배제하고， 교육된 전문 

편집 디자이너의 양성에 주력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2， 3개국의 언어로 출간되는 매거진이 국내에서도 등장하 

게 됨을 간절히 염원한다 이에 21세기 미래 지향적인 디자 

인과 라이프 스타일의 트랜드에 대한 분석과 시각적 요소 

의 연구 전략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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