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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인터넷은 새로운 미디어로서 단순한 정보전달의 기본 

적인 기능을 떠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많은 영 

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새 

로운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요구로 웹디자인은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의 연장선 

에서 놓여져았다 

웹디자인의 시각적인 구성요소의 특정을 요약하여 보 

면 첫째‘ 웹에서의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표현은 단순 

한 문자정보의 기능 뿐만 아니라 화면 속의 디자인 된 

그럼의 모양새로 그 성격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웹에 

서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은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이미지나 데이터를 환경에 맞도록 충 

분히고려해야 한다. 셋째， 웹에서의 동영상과 애니메이 

션은 평면적인 이미지를 탈피한 차별화로 직시적이고 

직접적인 전달의 표현수단으로 보여주어야한다 넷째， 

웹에서의 링크아이콘은 사용자의 행동유인을 일으키는 

구성요소로서 시각적인 단순함과 명확성， 일관성이 요 

구된다- 다섯째‘ 웹에서의 색채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정보전달의용이성이 요구된다 여섯째， 웹에서의 배너 

광고는 정보전달의 고유의 기본적인목적과 홍보의 이미 

지 창조를 할수 있도록 차별화가 요구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시각적인 구성요소들은 하 

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시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상 

호보완적인 작용으로 웹사이트에서 시각적인 힘을 발휘 

한다 동시에 사용자들에 대한 시각적‘ 심리적인 욕구 

의 파악이 필요하며 웹디자인 분야에 대한 상호 커뮤니 

케이션적인 특성 파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계속적으 

로 연구되어야 한다 질 높고 정확한 정보의 내용도 웹 

에서는 중요하겠지만，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 

2000 한국디자인포름 5호 

시키는 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시각적인 구성요소들 

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웹디자인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새로운 미디어 매체의 전달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Abstract 

A Stuuy on Optical Composition factor in 

Web Design 

Internet has so much effects on society , culture 

and economy as well as the simple basic 

function of information transmission as a new 

media. It' s also called a new media forming new 

culture and view for value. This is because why 

the web design is being progressed over and over 

again beyond a basic level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opticalcomposition factor for web design are as 

follows 

First , the express on typographic in web 

should be emphasized on a shape of picture 

designed in screen as well as the simple function 

of literal information 

Second , the illustration and picture in web 

must be fully considered suitable for a situation 

of image and data for the purpose of stable 

using f or users 

Third ‘ dynamic screen and animation in web 

should be showed to a distinct and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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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measures not a plane image. 

Fourth , link icon in web , a composition factor 

causing users' behavouring factors , is also 

required optical simplici ty. clearness and 

consistency. 

Fifth. color in web is required optical beauty 

and the easy information transmission. 

Sixth. banner advertizement in web is 

required a distinction making available a basic 

purpose of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image 

for publicity. 

The various optical composition factors above 

mentioned. all have optical power and also exert 

optical one each other in web site. 

Besides. it required a catch of opticl and mental 

needs and also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tual communication and helps. 

A high quality and exact information is 

important . but above all , a harmonious and 

resonable web design of optical composi tion 

factors as a strong message-messenger satisfying 

users’ needs is considered the most suitable new 

media of all the transmission ones. 

KeyWord 

WWW , WebDesign, Typograph, Photo & Illustration 

Linkicon , Color , Banner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인구는 350만명 정도， 매년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시 

대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관심이 증폭되 

면서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정보 전달의 단순한 기본적 

인 기능을 떠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 

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새 

로운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사용자들은 초창기 인터 

넷에서의 단순한 정보찾기 기능에서 탈피한 하나의 습 

관적 행동과 정보의 유희， 그리고 인터넷 문화를 창출 

해 나가는 사회적인 하나의 생활 스타일을 형성해 나가 

는 적극성을 띠고 있다 웹사이트상에서 보여지는 많 

은 양들의 정보와 여러가지 시각적인 구성요소들은 꾸 

준한 사용자들의 접속을 통해 그 웹사이트가 속해 있 

는 기업이나 집단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용자들은 원하는 정보의 검색 뿐만 아니라 시각적 

인 구성 요소들의 화면 구성을 통하여 웹사이트의 사상 

이나 성향， 대외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많은 양의 정보의 범람과 웹사이트의 홍수 

속에서 좀더 차별화 되고 사용지들의 내용적. 시각적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정보 전달 

측면의 기능적인 면구조적‘ 시스템적- 아닌 비쥬얼 측 

면의 심미적인 변에서 고려해야 할 시각적 구성요소들 

에 대한 바람직한 디자인 스타일 구축에 춧점을 본 연 

구에서는다루고자한다 

정보의 내용이 좋고 나쁘고는 제쳐두더라도 좋은 디 

자인은 정보를 탐색하는데 기업이나 집단 단체의 홍보 

적인 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 



운 디자인 매체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 

한 바람직한 디자인의 구축은 일관성있는 정보와 이미 

지 전달에 있어 접근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n. 본론 - 웹 (Web)과 디자인 

ll - I. 웹(Web)의 개념 

WWW(World Wide Web)은 인터넷 상에서 하이퍼 

텍스터 (Hypertext)11 방식을 이용해 그래픽， 사운드，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 받는 방식의 하나 

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핵 연구 (Cou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 , CERN)의 

물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다른 곳의 과학자들과 

신속하게 데이터를 교환하고 물질을 연구 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하면서 연구소의 리 (Tim Berners Lee) 

가 제안한 기존의 플레인 텍스터 (Plaintext)를 현재의 

하이퍼텍스터 방식으로 바꾸어 제공하자는 아이디어에 

서 출발하였다 21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라고도 하는 웹은 이전까지는 

문자 위주의 국한된 정보와 사용자가 일일이 유닝스31 

언어를 이용해 명령을 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웹은 메뉴 방식의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 GUD를 채택함으로써 사용성을 획기 

적으로 호냉시켜 다양한 형태의 정보전달 기능은 물론 

사용 방법이 쉽고 거의 아무런 통제없이 정보를 제공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Browser ) 41 라는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홈페이지란 바로 이 웹브라우저를 가동할 때 처음으 

로 보게되는 문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51 

일반적으로 웹에서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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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들어가 있는 위치를 알려는 주소가 필요한데 이를 

URL(Unifom Resodrce Locators)6)이 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통의 방식이다， 

정보의 전송， 압축， 그리고 표현의 기술특히 그래픽 

표현 능력- 음성인식 등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은 전체 

적으로 웹의 발전에 가속화를 시키고 있으며 통합적이 

고 전략적， 홍보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통신매체 

로 우리들의 생활과 사고， 가치관， 업무에 있어서의 새 

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시간적 ， 공간적， 대 

변성의 편리함으로 인한 생활속에서 웹의 자리매김은 

기존의 매체와는 달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변 

화와 발전의 속도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1) 하이퍼텍스터(바per이e셔)/ 어떤 정변에 대해 연결되어 있는 글로 더 많은 

정보를 또는 싱세하게 얻기 위해 그 부분의 메뉴를 클릭하언 새로운 정보 

를 가지고 있는 화면이 열리는 것을 일힌다 

2) 박선의， 조|호전， 비쥬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진사.1됐'. p289 

3) 유닉스(U떼/ 유닉스는 1939년에 벨연구소에서 인터랙티브 시분할 시스 

템으로서 만든 것이 그 시조가 된 운영체계이다 

4) 웰브라우즈(Web Browser)/ 웹서버에 접속히기 위해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Interface)로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네스케이프 

(Netscape)사의 네비케이트(NaVIQator)나 마이크로소프트(Mα∞。ft)사의 인터넷 

엑스을로우(Intemet 당plorer)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히 장동흔 WWW 홍페이지 디자인에 있어서 Q 개넘의 도임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19952 vo11 4. pl55 

6) URLI 지구상에서 중복되지 않는 자료 검색 접속이 가능한 유일의 호스 

트 주소를밀한다 

프로토클 // 서버주소/ 장보의 경로 

http//home.netscape∞m π)(t')8/ hcπ""/ wekxJnηe.htm/ 

ll-ll. 웹환경과 특성 

일관성 있는 정보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웹은 앞에서 

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UR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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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일관된 방식에 의하여 기존의 문자 정보 및 음성 ‘ 

통영상‘ 화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시간과 공간의 

구속없이 검색을 할 수가 있다 웹은 서버(Server)와 

브라우저(Browser)로 나뉘어 작동히는데 서버는 정보 

를 직접 저장하고 있으며 웹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요구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웹브라우저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서버 

에 요구하고 서버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사용 

자에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에 URL을 입 력함으로써 해당 서 

버로 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7) 

웹은 기존의 인쇄 매체 프로세스인 각각의 단계마다 

제작처에 따라 과정상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과는 다르 

게 프로그램 내에서 시작과 종료가 이루어지고 작업 중 

간이나 작업 완료 시점에서 이미 게재되어 있는 경우라 

도 언제든지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검색하는 시점에서도 컴퓨터의 모니터상에서 수정이 가 

능하다. 

이제 웹은 그 사용성과 인지적 기능에서 감성적 만족 

도를 요구할 만큼 웹의 철학과 정체성을 구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여러가지 요소중의 하나로 본 논문에 

서는 화면상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대한 조형적 측면을 

기술하고자한다 

ll - ill . 웹과 디자인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홈페이지의 개념은 첫째， 정보 

를 제공히는 기관이나 개인의 최상위 페이지를 말하며 

둘째로 URL로 표시되는 웹사이트 자체를 말한다 따 

라서 홈페이지를 디자인한다고 할 때는 홈페이지로 대 

표되는 그 사이트 전체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q용 

8)으로 웹에서의 디자인은 엄밀하게 따지자변 시각적으 

로 보여지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와 사용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까지 포함하는 

것을말한다. 

사용자들에게 보다 쉽고 정확한 정보의 내용 전달을 

위해 디자인과 기술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디자인 

분야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분야의 하나로 그래픽적인 

시각적 감각과 기능적인 테크늬 면을 골고루 지니고 있 

어야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도 밝혀듯 

이 프로그래밍 차원의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면이 아닌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그래픽 디자인의 웹디자인의 화면 

에서의구성적인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시실 웹디자인에 있어서는 책이나 잡지 등의 평면적 

인 인쇄물과는 다르게‘ 물론 기본적인 디자인의 시각적 

인 구성의 심리적인 인식은 같이 하지만 표현되는공 

간과 제작의 시스템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던 상호간의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웹 매체있어 디자인시 고려해야 할 시각적인 요소들에 

대한사항들을들어 보면 

첫째‘ 사용자가 정확하고 용이한 정보의 검색과 탐 

색을 위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리고 그 사 

이트의 성격과 다른 정보의 위치를 쉽게 파악 할 수 있 

는 전체적인 통일성〈그림1)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 

〈그림1) 독일의 자동차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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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은 큰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메뉴얼 

에 근거하여 디자인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외적인 홍보나 사용자들의 편의와 심 

미성을 기준으로 히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가 검색한 정보의 용이한 시각적인 전달 

을 위해서는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시각 구성 

요소들의 서로가 부담스러움을 가지지 않고 긴장감이 

없는 편안하고 병료함을 지니는 각각의 조화성을 가져 

야 한다 이러한 시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사용자 입장 

에서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은 사용자들의 시각적인 피 

곤함과 함께 지속적인 재클릭을 기대할 수가 없다. 

세째， 웹은 인쇄매체와는 달리 정적인 레이아웃의 

지면이 아닌 동적인 화변에서의 레이아웃의 특성을 지 

니고 있으므로 매체의 특성을 살린 사용자들의 사용 

환경성을 고려해야 한다. 모니터의 크기나 색상， 밝기 , 

사용 컴퓨터의 기종이나 웹 브라우저의 형식 , 지정 폰 

트의 유무， 플러그 인의 유무 등을 생각하여야 한다 

끼 빅선의， 죄로전 비쥬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1 미진사， 1앉f9， p29J 

8) 류지장1 정길락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 길빗줄판사， 1995, 어(6-407 

ill. 웹디자인의 시각적 구성요소 

웹 디자인은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를 디자인 하는 것 

이며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그래픽을 담당하는 사람을 

웹디자이너라고 한다 정적인 레이아웃의 지면， 즉 인 

쇄매체를 활용하는 디자인에 있어 시각적인 구성요소는 

웹디자인에서도 기본적으로 같이 하지만 링크 아이콘‘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웹디자인의 표현 환경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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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각적 구성요소를 디자인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없다. 

효과적인 정보전달의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궁극 

적으로 시각디자인의 목적이라고 볼 때 아무리 좋은 웹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는 신기술이 나오고 훌륭한 컨텐 

트(Content)를 기획하더라도 시각디자인의 목적에 부 

합하는 시각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사용자를 고려하 

는 인지심리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웹사이 

트는 창의적인 디자인물이 될 수가 없다. 과거와는 달 

리 이제는 그래픽디자인에 대한 표현의 신기술이 발달 

되고 인터액티브(Interactive)한 웹사이트가 많이 출현 

되고 있는 시점에서 웹디자이너에게 있어 앞으로의 관 

건은 기본적인 표현의 테크닉 기술은 물론이지만 창의 

적이고 차별화 된 표현으로 사용자들의 시선을 집중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화면 구성이 필 

요하다 

ill - 1.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는 넓은 의미로는 인쇄술을 의미하여 

인쇄를 전제로 하는 문자표현이나 작품을 지칭하는 말 

로 활자라는 의미를 갖는 타업(Type)과 기술법이라는 

의미의 그래피 (Graphy)가 합성된 용어이다. 

글자는 모양체가 아름다워야 하고 아름다운 글자를 

만들고 보기 좋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하며 그 형태가 기술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야 한 

다 9) 

웹에서 문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이터이며 

정보 처리의 기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웹에 

서는 문자의 자간과 행간을 조절하지 못히는 등 텍스트 

를 섬세하게 디자이너가 요구하는 만큼의 표현이 가능 

하지 못한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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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체 활용에 대한 제한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문자 

표현을 세련되게 하고자 제목을 이미지로 처리히는 방 

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타 

이포그래피인 것이다 10 ) 

정확한 정보 전달과 웹사이트의 이미지 형성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중심 요소의 역할을 하는 타이포그래피 

는 현재까지는 시스템의 여러 문제상 한글은 고닥체와 

명조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문은 대부분 헬베티카와 

타임체를 사용하고 있다‘ 한글과 영어의 기본적인 조 

형적인 차이를 생각하여 행간과 자간의 조절， 서체의 

선택과 크기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웹에서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표현은 제 

약이 많이 따르지만 원고의 성격과 의미에 맞는 기능적 

인 사용과 함께 다양한 서체의 활용으로 인한 시각적인 

혼란 보다는 활자 기족을 이용하여 단순한 문자 정보의 

기능 뿐만 아니라 화면 속의 디자인 된 그림의 모양새 

로 그 성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림 2>문자를 이용해 제작된 각종 웹사이트의 사례 

、 \ 
-、

〈그림 2> 전체적으로는 타이포그라피의 웹에서의 적용 

의 방법， 서체의 선택 그리고 가독성과 다양성의 문제 

를 고려하는 텍스트로서의 역할과 함께 화면을 구성하 

는 장식드로서의 역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9) 김건일 이동전화기 메뉴일의 웹디자인， 국민대학교 대학원 19:13, p25 

1이 박정헌， Web환경에서 타이포그래묘|의 적용잉법 중 갤러그래끄|의 적용 

앙안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19:13， 11 VoI,12, p18 

lll - ll. 일러스트레이션과샤진 

이미지 요소로서 그리고 조형적인 요소로서의 가장 

효과적인 요소중의 하나인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은 사 

용자의 시선과 관심을 유도하며 제품에 대한 정보와 내 

용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 문자가 가지는 지루함과 시각적 피로함 

을 덜 수 있으며 제품과 내용에 대한 호기심의 유발로 

사용자에 적극적인 전달의 효과를 줄 수 있다.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같이 움직임이 전혀 없는 평 

면적인 이미지의 단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정보와 내용 

과 일치하는 산만하지 않은 범위내에서의 효과적인 사 

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의 선정과 사용은 분명 문자나 기 

타 조형적인 요소보다 훨씬 더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통일된 이미지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3) 

하지만 웹사이트상에서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의 

사용에는 빠른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기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진의 효과속에 있는 정보라할 지라도 늦은 속도， 전 

송의 문제 등으로 사용자들의 구조적 불편을 초래한다 

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펼요 이상의 이미지가 

크거나 데이터양이 많은 그래픽스는 사전에 충분히 고 

려하여 사용하여야한다 



〈그림3 > 각종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사진을 이용해 구성된 각종 

템싸이트의 사례 

Ill - Ill,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인쇄물과 같이 정적인 매체가 아닌 동적인 매체 특성 

을 가진 웹사이트에서의 움직이는 디자인 요소인 동영 

상이나 애니메이션이 없다면 사용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매력의 상실과 호기심의 부족으로 인쇄 매체와의 구별 

이될수가없다 평면적 이미지의 특성을 가진 인쇄 

매체와의 최대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통영상과 애니 

메이션의 역할이 맞게 움직일 때 사용자의 호기심 유발 

과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시각적 매력이 될 수 있다 

책과 영화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실제감 있는 운동의 효과가 가능한 웹사이트에 

서의 그래픽 표현은 즉시적이고 직접적인 전달의 표현 

수단으로 문자 그 이상의 훌륭한 시각적 전달 수단이 

휠 수 있다 〈그림 4> 

하지만 웹사이트상에서의 사용되는 동영상이나 애니 

메이션은 어디까지나 다른 시각적 구성요소들과의 함께 

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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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각종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각종 웹사이트의 사례 

화면 상에서의 애니메이션은 주제를 순서대로 불러와서 

보는 순서를 제공하거나‘ 어떤 아이템에 대해 움직임을 

보여 줌으로써 강조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끌거나 장면 

전환으로 시각적인 브리지(Bridge)를 만드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진다 11 ) 특히 애니메이션은 표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공간과 시간의 무제약‘ 그리고 무생물 

에 대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의인화 등으로 인한 상상력 

을 자극하고 무한한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원동력 

으로 인터넷의 등장은 한층 더 그 위치를 격상시켜 주 

었다고할수있다 

손쉬워진 개발환경과 인터넷 환경의 확대로 각종 전 

문 포털사이트들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흡인력이 강 

한 엔터테이먼트 요소가 포털사이트에 삽입되면서 애니 

메이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12) 

11) 이회종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그래픽 화면 구성 요소 디자인학 

연구 19?:l, V，α 1' , p272 

;2) 디자인네트 LUXl.4 Vol.31 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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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 - N. 령크아이콘CLinkicon) 

흔히 기능 단추라고도 하는 링크아이콘은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Interface)측면에서 다른 시각적인 구성 

요소 보다도 철저히 부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 

용자의 행동 유인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인 요소이며 동 

시에 그래픽 요소이기도 하다. 링크 아이콘은 인터페이 

스의 가장 실제적인 부분으로 사용자가 대화하도록 하 

는 역할로 디자인 요소 못지 않은 기능적인 면도 고려 

해야 하며 동시에 대화의 효과를 높혀 줄 수 있는 시각 

적인 단순하고 명확한 이미지로 사용자의 정보 여행에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그럼 5) 

〈그림 5> 링크아이콘들의 사례 

안내고지와 행동 유도가 우선인 링크아이콘은 각각 

의 상 · 하부구조로 또는 수평으로 쉽게 링크되는 동기 

부여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는 일반인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만들며 링크아이콘의 모양‘ 크기 위치， 배경과 

의 대비 등 그림으로서의 측면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잘 디자인 된 링크아이콘의 조건을 살펴보면 

@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첫 눈에도 식별 

할 수 있는 그림이나 문자로 원하는 기능을 빨리 선택 

할〈뿜 ~&록 잘 도식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 특정한 

모양을 취하여야 된다는예를 들면 버튼이나 단추모양 

등- 공식은 없지만 도형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이미 

지 전달이 명확하여야 한다‘ 

@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웹디자인은 화면의 전환 

으로 정보의 검색이 연결되는 구조의 특성상 사용자의 

정보 검색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 유인을 위해서는 

링크아이콘의 우선순위， 세밀한 디자인 계획 등으로 

페이지 마다의 특별한 디자인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일관성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관습적 ‘ 문화적 차이를 

넘어 국제적으로 그 의미가 통용되는 여러 픽토그램처 

럼 링크아이콘 또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의미전달의 오해를 없애는 여러지역의 문화적 습성을 

고려하는 보편적인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IlI -V. 색채 

인쇄매체에서 표현되어지는 색은 C.M.Y.K 와 별색 

을 기본으로 하여 배색 되어진다 빛에 의해 드러나는 

모든 실체를 CMYK 로 변환하여 인쇄하기 때문에 색 

상의 표현에 있어 혼합색이 많을 수록 색상의 명도가 

낮아지는 등 제작의 한계가 많다 하지만 웹에서의 칼 

라는 빛에 의한 RGB의 색상에서 색상이 추가되어도 

사람의 눈으로 식별되는 색상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표 

현상의 다채로운 색상이 많다， 갑법흔색의 원리에 가 

법흔색의 원리가 포함되는 색채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럼 6) 

웹디자인에 있어 색의 효과를 살펴보면13> 

주의를 끄는효과가있다 

- 심리적 효과를 일으킨다 



〈그림6 ) 웹사이트에 나타난 색채 사용 사례들 

‘-~-=--...... 
:=강0= 
현를풍훌~ .. ~ 

뼈 
"-..-“ 

어떤 대상에 대한 연상작용을 일으킨다. 

- 대상에 대한 기억력을 강화시킨다. 

- 미적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창조한다 

웹디자인에서 색채의 효과는 대비의 효과에 근거한 

시각적인 강한 이미지에 있다 두 색사이의 강하고 명 

백한 색상대비는 사용자로 하여금 위에서 언급한 색의 

여러가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정보 

전달의 용이성을 가지게 한다. 또한 웹디자인에 있어 

색채사용은 배경의 색상과 주목 색상의 두가지로 구분 

되어 사용되어진다. 

특히 화면상에 있어 시각적인 전체의 느낌에 큰 영향 

을 주는 배경색(Background Color)은 기업의 메뉴얼 

색상에 의해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웹사이트의 이미지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지나치게 화려하다거나 반대로 단조로우면 시각적 흔 

란과 지루함으로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인쇄 색상과 모 

니터에서 재현되는 색상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인쇄 

를 전재로 하는 사용에는 전체적인 색상의 분위기를 유 

지하는 정확한 RGB 값의 규정이 요구된다 

13) 박선의， 조|호전 님 (쥬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01진사.1없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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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VI. 배너광고 

일반 공공단체나 학교 등의 상업성을 가지지 않는 웹 

사이트에서는 찾아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에 

서는 배너광고가 들어가- 대부분은 초기 화면에서 나타 

나 사용자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됨- 다른 시각적인 

구성요소 못지 않게 화면상에서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고있다. 

일반적으로 화면의 상단이나 좌우측 또는 하단에 주 

로 위치하여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시각적인 관심 

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대부분 직사각형의 형태 

를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웹디자인에 있어 특히 배너 

광고는 일반적으로 인쇄매체와 같이 대부분은 광고주의 

일방적인 디자인으로 결정되어 집행되어 나타나기 때문 

에 화면상에서 다른 시각적 구성요소들과 흐름을 같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웹디자인 

시 고려해야 할 배너 광고의 디자인적인 부분은 배너 

광고 자체의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화면에서의 배치 ， 즉 

레이아웃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베너광고의 외형적인 디자인 형태의 다 

양화， 크기의 문제 등이 고려되어 일률적인 디자인 형 

태보다는 정보 전달의 고유의 기본적인 목적과 기업 홍 

보와 이미지 창조를 할 수 있도록 차별화 된 디자인 형 

태가요구된다 

N. 결론 

이제 웹사이트， 웹디자인은 초보적인의 단계를 지나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미디어 매 

체라는 시대적 당연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술적 

@ 



웹 (Web) 디자인에 있어서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p p 102 - 114) 안 창 호 

인 면과 디자인적인 면이 함께 부각되면서 웹디자인은 

새로운 미디어의 예술적 가치로 부여되고 있으며 이 새 

로운 미디어매체는 다른 분야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기술로서의 디자인 역사에 한 페이지를 차지 

G 

할것이다 

앞으로의 웹디자인은 구조적， 기술적인 제작의 문제 

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프터웨어의 발전으로 해결이 되 

어질 수 있겠지만 화면 구성에 있어 그래픽적인 문제는 

꾸준한 작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고도의 감각과 시각적 

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시각적인 구성요소들은 하 

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이주 중요한 화변에서 시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작용과 조합을 통하 

여 엄청난 디자인 파워를 발휘한다. 

화면은 공간적인 힘이 그 속에서 움직이고， 떨어지 

고. 회전하는 작용뿐 만 아니라 그와 같은 움직임들 가 

운데서도 그 세계 자체가 어떤 작용으로 충전된다는 의 

미에서도 생생한 공간세계이며 실제적인 시각적인 요소 

들은 이 공간세계의 유일한 에너지 라고 할 수 있다 14) 

더우기 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다양한 표현기법과 

함께 입체적인 시청각-본 연구에서는 청각은 다루지 않 

았지만 - 으로 인한 효과 높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 

는 만큼 웹사이트 상에서의 시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화 

면 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시각적인 이미지와 상호 

작용에서 얻어지는 느낌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사 

용자들에 대한 시각적 심리적인 욕구의 파악이 필요하 

며 웹디자인 분야에 대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적인 특성 

파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질 높고 정확한 정보의 내용도 웹에서는 중요하겠지 

만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강한 메세 

지 전달을 위한 시각적인 구성요소들의 조회롭고 합리 

적인 웹디자인야말로 가장 적합한 새로운 미디어 매체 

의 전달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14) 문 설 화면구성어| 있어서 심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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