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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글과 그림은 우리가 의미를 주고받고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

단으로 일상에서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광범위한 활

용에도 불구하고 평면상에서의 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연구들은 글 읽기/쓰기 방향의 습

관이 그림의 방향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왔지만 문화적,

시대적 제약으로 인해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한국은 19세기 이후 100여년에 걸쳐 읽기/쓰기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를 위해, 읽기/쓰기 방향이

지난 세기에 걸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뀐 한국의 신문 자료를

살펴보았다. 연대에 따라 사진 그림과 손 그림을 분석한 결과, 손

그림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사진 그림의 방향에는 변화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그림

형식에 따라 읽기/쓰기 방향의 영향이 다름을 시사한다. 두 가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습관화된 글읽기/쓰기의 방

향이 손그림 배열에 영향을 미친 큰 맥락과 평면상의 신문에서 주

어진 글자의 방향이 인접한 손그림의 배열에 영향을 미친 작은 맥

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읽기/쓰기 방향의 변화는 그

림 배열 습관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은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읽기 쓰기 습관, 가로쓰기, 그림 배열

학번: 2013-22824 이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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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글과 그림은 우리가 의미를 주고받고 기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

는 수단이다. 둘은 단독으로 사용할 때도 소리나 촉각과 같은 수단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공

간에 최대한 정확하고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둘을 병행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수단이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하나가 보충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책, 텔레비전 광고,

길거리 간판, 핸드폰 화면, 인터넷 화면 등 2차원의 평면에서는 글

과 그림들이 늘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광범위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평면상에서의 둘의 관계에 대

해 살펴보는 연구는 많지 않다. 주로 글 혹은 그림 한가지를 단독으

로 사용할 때에 초첨을 맞춰 시선의 이동 및 방향성을 연구하였다.

눈 움직임 관찰을 통해 보는이의 머릿속에서 이뤄지는 인지적 과정

을 살펴보려 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그림보다는 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는데 읽기에서의 눈 움직임 방향 연구에 이어 그림을

읽을 때의 눈 움직임 혹은 배열에서의 선호 등의 연구들이 이뤄졌

다. 최근 글 읽기 습관이 우리가 정보를 얻고 전달하는 방식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기억과 주의 방향 처리와 같은 공간적 인지 기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지만(Chan, 2005) 이 역시도

둘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하다. 우리 삶에서 글과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그림과 글의 관계는 큰 맥락과 작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큰

맥락이란 나라 혹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것으로 나라마다 글 읽기

습관이 다르다던가, 시대에 따라 글을 읽고 쓰는 방향이 변화해온

맥락을 말한다. 따라서 습관화된 글 읽기/쓰기의 방향이 그림 지각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작은 맥락은

정해진 공간 내에 글과 그림이 같이 제시될 때, 즉 우리가 일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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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는 글과 그림이 혼합된 시각물에서의 둘의 관계를 말한다. 큰

맥락, 작은 맥락 모두 연구가 부족한 상황인데, 전자의 경우는 시대

적, 문화적 제약으로 인해 연구가 어려우며 후자의 경우 실증적 연

구보다는 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경험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들이 주

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글 읽기 쓰기 습관이 변화한 한국의 신문을 통해 글자와

그림의 방향성이 큰 맥락과 작은 맥락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

해 알아볼 수 있을까? 한국은 19세기 이후 100여년에 걸쳐 읽기/쓰

기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왔다. 한국 신문

에서는 큰 맥락과 작은 맥락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데 시간의 변화

에 따라 글자의 방향 변화가 나타나고 이에 따른 그림의 방향 변화

를 알 수 있으며, 주어진 지면 내에서의 그림의 속성에 따른 방향의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다. 우리는 100여년에 걸친 한국 신문에서의

그림과 글의 변화를 통해 두 가지 맥락에서의 그림과 글의 상호작

용에 대해 더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다.

가. 본 연구에서 사진과 그림의 방향을 세기 위해 실험에 참여한 사

람들이 방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방향

을 정했을 것이다

나. 본 연구에서 사진과 그림의 방향을 세기 위해 실험에 참여한 사

람들이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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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고찰

제 1 절 글과 그림에서의 방향성 연구 개괄

글자의 습득은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성격을 가지며, 역사적으로 그

림에서부터 출발해 단어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김정수, 1990).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이 형식화되고, 각 그림이 단어의 개념을 표기하게 되

면서 단어글자가 등장하였으며, 글자가 체계화되고 진화하는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쓰기 방향이 만들어졌다. 세계의 글자의 배열 방식은

크게 좌우방향과 종횡방향으로 나뉜다. 세계 글자는 진화 과정이나

개량 과정에서 종종 쓰기방향이 바뀌는 사례가 있었고 현재 세계

글자의 대부분은 좌횡서와 우횡서로 이는 좌우 방향의 눈 움직임이

세로에 비해 읽기에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구자은,

2013).

그림 1. 글자를 읽는 방향 예시

심리학에서는 글자 읽기와 눈 움직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었는데, 읽기 과정이 시각을 통해 글자를 인식하고 그것의 의미를

알아내는 해석과정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글자를 읽을 때 눈

움직임은 내용이 진행되는 방향을 따르게 되는데 해석에 따라 눈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거나 멈추거나 뒤로 돌아가기도 한다

고 알려져 있다(Rayner, 1998). 따라서 한국인의 경우 한글을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이동하게 되며 아랍인의 경우 그

반대로 글을 읽게 된다.

글 읽기에서의 눈 움직임 연구가 오래된 데 반해, 2차원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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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방향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이뤄졌다. 주로 미적 판단과 관

련된 것들로 평면 위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체의 방향을

찾는 것들이다. 프레임 안에 방향을 가진 물체를 놓았을 때 어떤 위

치가 가장 선호되는가 하는 수평, 수직 방향에서의 편향 연구들이다

(Shimamura. 2012). 이 편향들은 물체 의존적이며 지식 기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체 배열에서의 환경과 학습의 영향을 시사한다

(Palmer, 2008). 예를 들어, 안쪽 편향(inward bias)의 경우 사람들은

오른쪽을 향하는 물체는 프레임 왼쪽방향에, 왼쪽 방향을 향하는 물

체는 오른쪽에 놓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오른

쪽 방향을 향하는 얼굴을 2차원 평면 위에 배치한다면 프레임의 왼

쪽에 놓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향일 것이다. 평면

상에 물체를 배치할 때의 편향들은 사람들이 물체의 방향을 매우

민감하게 지각함을 알려준다(Shimamura. 2012).

읽기/쓰기 방향이 시각 이미지를 지각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연구

들은 글 읽기, 그림 읽기의 방향성과 모두 관련이 되어있다. 그동안

은 서로 다른 읽기/쓰기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졌는데 한 연구에서는 러시아, 아랍,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

로 연구가 이뤄졌다. 연구자는 그림책에서 오른쪽 혹은 왼쪽 측면을

향한 사람 얼굴 혹은 얼굴을 포함한 몸을 고른 뒤 그것의 수평 반

전모양을 옆에 같이 놓아 하나의 짝을 만든다. 이는 두 얼굴이 마주

보는 안쪽 짝과 두 얼굴이 반대로 향하는 바깥쪽 짝이 되는데 참가

자에게 각각의 짝에서 어느 쪽 방향이 아름다운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오른쪽으로 글자를 읽고 쓰는 러시아 사람들은 얼굴과 몸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한 그림을 볼 때 더 아름답다고 평가한 반면, 왼

쪽으로 읽고 쓰는 아랍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쪽으로 놓여 있을

때를 더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Nachson, Argaman, &

Luria, 1999).

물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참가자들은 방향을 가진 하나의

그림과 그것을 반전한 두개의 그림을 하나의 짝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위아래에 같이 랜덤으로 제시되고 참가자는 무엇이 더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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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즐거운지(aesthetically pleasing) 혹은 보기에 즐거운지

(interesting to look)을 골라야 한다. 정지한 물체(static objects), 움

직이는 물체(mobile), 풍경(landscapes)들이 자극으로 나타나며, 실험

결과 글자를 오른쪽으로 읽는 프랑스 사람들은 자동차와 조각상

같은 물체가 오른쪽을 향한 그림을 예술적으로 더 즐겁고 흥미롭다

고 평가한 반면, 글자를 왼쪽 방향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쪽

으로 향한 그림을 선호하였다(Chokron & De Agostini, 2000). 이러

한 결과들은 읽기/쓰기 방향과 그림의 선호 방향 사이에 일종의 심

리적 동화가 일어남을 시사한다.

글 읽기 습관이 우리가 정보를 얻고 전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기억과 주의 방향 처리와 같은 공간적 인지 기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Chan, 2005). 영어, 중국어, 타이

완어 사용자들의 경우 각각 사용하는 읽기/쓰기 방향이 다른데, 각

각의 읽기/쓰기 습관에 따라 공간에 따른 기억과제, 주어진 그림 내

에서 문장의 시작을 찾는 시각주의, 공간에서 연속되는 사건의 배열

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참가자의 언어 방향 습관이 일상적 지각

과 움직임과정에 깊이 배어 공간과제에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Chan, 2005).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로 글 읽기/쓰기와 그림 지각 간의 직접적

관계를 살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첫 번째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화 차이 이외의 요소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림

과 글을 동시에 놓고 그 관계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 알기 어렵다. 글자 방향 변화에 따른 그림 방향 선호,

그리고 글과 그림이 함께 배열된 문서 내에서의 방향성에 대해 살

펴볼 수 있다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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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문 방향 연구의 필요성

만약 한 문화권 내에서 글 읽기/쓰기 습관의 변화가 짧은 시간 내

에 이뤄졌고 그 과정이 출판물로 보존되어 있다면 어떨까? 이는 두

가지 궁금증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다. 첫 번째로 글 읽기/쓰기

방향의 변화가 그림 방향 선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인과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림과 글이 함께 기

록된 결과물을 통해 둘 사이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 이유는 한 문화

의 언어의 읽기/쓰기 방향이 짧은 시간 동안 인위적으로 바뀌는 경

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사 읽기/쓰기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자료화 되어 남아있기 어렵다. 문화적, 시대적 제약

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조사

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문화권 내에서 사람들의 생산

물이 화석처럼 기록되어 남아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

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매우 가치 있는 연구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세기에 걸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던 습관이 서

구 문화의 영향으로 이후에 오른쪽으로 내용과 글이 진행되는 변화

를 겪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타이포그래피에서는 한글의 방향성 변

화에 주목해 글자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왔는가에 대해 연구한 사례

가 있다. 그러나 이는 글자 각각의 형태와 글자간의 배열에 한정해

있다. 신문을 통해 한글 방향 변화와 그에 따라 누적된 그림들의 변

화에 대해 살펴본다면 글자와 그림 지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신문 방향의 변화가 국가의 주도로 급진적으로 이뤄졌기

에 신문의 방향성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 언론정보

및 타이포그래피 영역에서는 가독성과 신문 판 프레임의 구조에 대

한 연구들과 기록이 남아있으며 각 신문사별로 부분전환과 완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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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이 언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

들은 신문의 구독자가 보고하거나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했으

며 1990년대 출간된 단행본과 논문, 신문들에서 모두 비슷한 보고를

하고 있다. 이 당시에 남긴 기록들 덕분에 앞으로 살펴볼 두 신문의

변화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한글과 신문의 읽기/쓰기 변환 과정

가. 한글의 방향 전환 과정

한국의 글 읽기/쓰기 변화과정을 나누는 시도는 다양하지만 주로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글 가로짜기의 등장시기인 태

동기(1868~1895), 기능주의와 한글 가로짜기가 시작된 탄생기

(1895~1945) 가로짜기와 세로짜기의 대립기인 성장기(1945~1988), 마

지막 성숙기(1988-1998)이다(구자은, 2013). 한글의 방향 변화는 세

계의 글 읽기 쓰기 방향 변화와 마찬가지로 개량을 위한 인위적인

과정을 거쳤다(김정수, 1990).

한글이 창조되기 이전까지 한국은 중국에서 한자를 빌려와 사용

했는데, 한자로 한국어를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조선왕조 4

대 왕 세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443년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며,

후에 이를 한글로 다시 명명하게 되었다(김정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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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훈민정음 혜례본(1443)

그림3. 여씨향약언해(미상, 1518)

그림4. 페롱 신부의 불한사전(1868)

구자은(2013)에 따르면 훈민정음은 그 읽기/쓰기 방식이 혜례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 모든 기록이 한자

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우종서(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방

향)를 따르게 것으로 해석 된다 이는 한자와의 공존을 위한 것이기

도 했지만 정방향의 한글모양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

어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모두에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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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한글과 한자는 500여 년 동안 우종서로

병행하며 사용되었다.

한글 가로짜기의 등장시기인 태동기(1868~1895)는 1800년 후반 서

양 문물이 한국, 중국, 일본에 들어오며 가로쓰기화가 유입된 시기

를 말한다(구자은, 2013). 첫 가로쓰기 서적은 세 나라 모두 이개어

사전이었는데 외국인에 의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신들이 읽고 쓰기에 편리한 가로쓰기를 채택하였다.

최초의 가로쓰기 한글인 페롱 신부의 불한사전(1868) 이다. 이후 한

분자전(1880), 한어문전(1881) 도 서양인에 의해 가로쓰기로 출판되

었다(이상우, 1989).

그림5. 언더우드(1890) 한영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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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독립신문(서재필, 1896) 

초기 가로쓰기(오른쪽방향) 문화가 서양 문물의 유입 의한 것이라

면 이후 가로쓰기는 한국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시기를 기능주

의와 한글 가로짜기가 시작된 탄생기(1895~1945)로 볼 수 있다(구자

은, 2013). 개화 사상가들은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일제에 맞서

한글을 사용하고, 중국의 한자가 아닌 한글 독립 글자를 사용을 주

장하였다. 주시경과 그의 제자인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 가로쓰기

(오른쪽 방향)를 주장해왔고 1922년부터 최현배는 동아일보에 22회

에 걸쳐 우리말과 글에 대하여-우리글 가로쓰기를 주장한 바가 있

다(이상우, 1989). 이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에 의해 글쓰기 방

향의 전환이 주도된 시기로 한글 가로쓰기의 탄생기로 볼 수 있다

(구자은, 2013).



- 11 -

그림7. 우리말과 글에 대하야–우리글가로쓰기(최현배, 1922. 동아일보 
1922.8.29.~9.22)

그림8. 조선어학회(1932) 한글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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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조선말 편찬을 위해 1929년부터 1942년까지 작성한 원고(조선어학
회). 

그림10. 중학국어(대한교과서, 1958)

가로쓰기의 두 번째 전환기인 성장기는 해방 후 1945년부터 1990

년까지로,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오른쪽 방향 쓰기가 사용되었다

(구자은, 2013). 가로쓰기는 정부의 주도하에 일어났는데 1966년에는

‘한글전용법안’에 다음과 같은 부칙을 의욕적으로 마련하였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6호) 부칙
공문서·교과서·신문·잡지 등에 전면적인 한글 가로짜기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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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자가 없는 한글 타자기가 관공서에 보급되면서 한글전용과

가로짜기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1960-7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의 문서가 오른쪽 방향 쓰기로 전환되었다(이상우 1989).

마지막 시기인 성숙기(1988~1999)는 한글 가로짜기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입장을 고수했던 종합 일간지 신문의 편집디자인이 결국

전면 한글 가로짜기를 실시하게 된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1999 년

조선일보 전면 가로짜기 전환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인쇄물에서 한글 세로짜기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구자은, 2013).

한자 문화권인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중 왜 한글에서만 완전

전환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타이포그래피 연구에서는 한글의 글자

체계 유형과 역사 때문으로 해석한다(구자은, 2013). 고려시대부터

축적된 인쇄기술로 인해 한글은 중국의 한자와 일본의 가나에 비해

다양한 서법이 발달하지 않았고, 정방형의 모양 때문에 쓰기방향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기에 문화적 관성이 적어 비교적 빠르

고 쉽게 새로운 방향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에

서는 부분적으로 오른쪽방향 쓰기(가로쓰기)를 수용했지만, 이는 한

국과 같은 전체적인 변화라기보다 기존의 쓰기 방향에 새로운 방향

을 추가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해석된다(구자은, 2013).

표 1. 한글 가로짜기의 시대 구분

연도 비고

태동기 1868-1895 한글 가로짜기의 등장
탄생기 1895-1945 기능주의와 한글 가로짜기

성장기 1945-1988 가로짜기와 세로짜기의 대립

성숙기 1988-1999 한글 가로짜기의 정착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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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문의 방향 전환 과정

이상우(1989)에 따르면 첫 한글 신문은 1886년 1월 발간된 한성주

보로 이 신문에서는 한글 섞어 쓰기 기사가 나타나 있고 한글만으

로 된 기사도 있다. 1896년에는 서재필에 의해 순 한글만 쓴 독립신

문이 발간되었고 그 이후 1897년 조선 크리스도인 회고 그리스도

신문과 이후 기독교 신문들의 발간이 이뤄졌으며 정부에서는 1896

년 을미 칙령을 반포하여 한글을 장려하였다. 일제의 문화정책에 따

라 1920년부터 일간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비롯한 시문들은

국한문 혼용을 답습하였고 일부기사에만 한글을 사용하였다.

이상우(1989)에 따르면 1945년 조국 해방이 이뤄지고 1948년 정부

수립과 한글전용법이 공포되며 “모든 교과서의 글줄은 가로쓰기로

한다” 라는 방침이 있었지만 신문은 구 한문 혼용을 고수해왔다. 한

글신문의 궁극의 목표는 가로쓰기로 생각되었으며 1945년 호남신문

은 가로쓰기를 처음 실시하였다.

이상우(1989)에 따르면 한글학회의 끊임없는 권유와 5.16혁명 이후

정부의 한글전용정책에 의해 1960년대 후반 많은 한글 가로짜기 신

문이 등장했으며 1980년대부터 신문들은 기사를 부분적으로 가로쓰

기 하였는데 경향신문은 6개면 가로짜기 외에도 경제면 등의 부분

적인 가로짜기를 합해 60%가 넘는 글을 가로짜기로 편집하였으나

이후 기사들이 하나 둘씩 세로짜기로 되돌아가 결국 연예 오락면과

연재소설만 남기고 전부 세로짜기가 되기도 하였다.

구자은(2013)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1982년 1월 6일자부터 “한국일

보는 안내 광고를 국내 신문 최초로 가로짜기로 바꾸었습니다.”라는

공표와 함께 1단짜리 안내 광고를 모두 가로쓰기로 바꾸었다. 나머

지 신문들도 1987년까지 한두 면의 전면 가로쓰기를 도입하였고 종

합 일간지 중 최초로 한겨레(1988) 가 전면 가로쓰기로 창간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주요 일간지들이 빠른 속도로 전면 가로짜기로 전환

하며, 1999년 조선일보 전면 전환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공식적

인 인쇄물에서 한글 세로쓰기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신문의 가로짜기가 한국인의 글 읽기/쓰기 습관의 점진적 변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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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수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은 조선일보 교열부에서 일한 안정배

의 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정배는 한국 신문 가로짜기 편집패

턴 연구에서 한국 신문의 가로짜기의 연원은 1948년 정부수립 직후

10월 한글전용법이 공포되고 모든 교과서의 글줄은 가로쓰기로 한

다 는 방침 속에 서적들이 가로쓰기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

며 한국 인쇄물의 가로쓰기 정착은 교과서부터 가로쓰기를 시행하

여 독서층의 독서관습이 변하게 되고, 신문 등 다른 인쇄물이 가로

쓰기 독서습관에 익숙해진 독서층 의 취향을 뒤따라가는 순서로 이

행되었다고 주장한다. 표2는 1996년 11월 18일자의 중앙일간지 가로

짜기 지면비율과 주요 일간지의 가로짜기 전면전환일이다. 이를 통

해 전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글 읽기/쓰기 변화는 근대 이전의 변화와 달리 인쇄술 발전

이후이며, 매우 짧은 기간에 어학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인쇄물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

난 100여 년간 출판된 인쇄물, 그중 두 개의 신문기록을 통해 글쓰

기 방향의 변화와 그와 함께 배열된 그림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16 -

표 2. 중앙일간지 가로짜기 지면비율 비교표

발행면수 기사면수
가로짜기

면수

가 로 짜 기 

면비중(%)
전면 가로짜기 시행일

조선일보 40 30 17 57

동아일보 40 29 23 79

중앙일보 48 40 40 100 95.10.9

한국일보 40 34 29 85

경향일보 36 33 26 79

국민일보 28 26 21 81

문화일보 32 27 27 100 96.10.30

서울신문 24 20 20 100 96.10.1

세계일보 36 34 23 68

한겨레 28 25 25 100
88년 5월 15일
(96년 10월 14일부터

제호 등 개편)

내외경제 32 30 25 83

매일경제 28 31 31 100 96.9.16

서울경제 32 27 20 74

전자신문 40 20 20 100 94.04.1

한국경제 32 42 28 67

스포츠서울 24 100

스포츠조선 48 100

*가로짜기 면수는 한 면을 모두 가로짜기로 제작한 지면 숫자임(안정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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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가설

지금까지 글자와 그림에서의 방향성 연구들과 신문 방향 연구

의 필요성, 한글과 신문의 읽기/쓰기 변환 과정에 대해 알아보

았다. 그렇다면, 100여년 간 신문상의 그림 방향에 어떤 변화가 나

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읽기/쓰기 방향의 변화와 관련해 신문 상의 그림들에서

방향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손으로 그린 그림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사진의 방향에서는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읽기/쓰기 방향은 선호와 가독성의 측면에서 그림 방향과 관련된

다. 오른쪽으로 읽고 쓰는 사람들은 방향이 오른쪽을 향한 그림을

더 아름답다고 평가한 반면, 왼쪽으로 읽고 쓰는 사람들은 반대를

더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Nachson, Argaman, &

Luria, 1999). 가로짜기 연구와 관련해 조선일보 교열부의 안정배

(1996, 1999)는 가독성과 지면 내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림

과 활자의 방향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선호

와 가독성을 고려했을 때 글자 방향의 변화와 함께 그림 방향의 변

화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손그림과 사진상의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방향의 편향은 신

문상의 많은 그림들 중 의도성을 가진 그림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신문 상의 그림은 크게 사진과, 손그림을 분류할 수 있다. 둘은 다

른 방식과 목적으로 제작되는데 사진의 경우 사건 현장을 사실적으

로 표현해 주는 목적으로 한다. 현장 사진들은 사진을 찍는 상황에

서의 긴급성과 신속함이 중시하며 찍은 사진을 최소한의 편집을 거

쳐 게재한다. 사진이 표현하기 부족한 부분은 핸드아트(손그림)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이상우, 1989). 삽화가는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

는 사진과는 다르게 기사의 내용과 배치를 고려하여 그림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읽기/쓰기 습관과 관련된 손그림에서

의 방향 편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논문의 3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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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단위 연도집단 분석에서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결과를 살

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의 글자 방향은 정부 및 한글 학자들의 주도로 이

뤄진 인위적 전화이었기 때문에, 각 시기에 따른 방향 변화의 차이

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눈문 3장 2절 4시기의 기간별 분

석에서는 태동기 탄생기 성장기 성숙기 네 기간의 기간별 분석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방향 변화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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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1920년에서 2013년 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인쇄된 그림과

사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폐간되었던 5

년 간(1941-1945년)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광고 역시 되풀이되는 점

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각 연도에서 무작위로 4월을 선정하였으

며, 4월에 발간된 호가 없는 해의 경우 무작위로 다른 달을 선정하

였다.

신문사에서는 삽입하는 그림을 크게 사진과 손그림(일러스트레이

션, 핸드아트)으로 나누어서 보는데 이 둘은 다른 방식과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분류하여 살폈다. 사진의 경우 사건의 현장을 사실

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기사를 더욱 호소력 있게 입증해 주는 것

이 목적으로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본다. 사건의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 뉴스 성 측면에서 중요하며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진으로 미

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함으로 지면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김지용, 현장신문론).

그림 자료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

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네이버, 동아일보 아

카이브에서 얻을 수 있었다. 손그림 자료는 조선일보 4161장, 동아

일보 3497장, 전체 7658장으로 연재소설 속 삽화, 기사의 설명을 돕

는 삽화, 시와 함께 그려진 그림 등이었으며, 사진 자료는 조선일보

19488장, 동아일보 18812장, 총 37300장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

적인 사건의 묘사, 스포츠섹션의 운동 사진, 기사의 설명을 위한 인

물 사진, 인터뷰 사진 등이 포함되었다.

제 2 절 측정 방법 및 절차

얼굴 신문지면 상에서 100여년에 걸쳐 꾸준히 나타났으며 방향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왼쪽과 오

른쪽 방향을 나눈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마에서 콧날 턱까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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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선을 그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 그린 선의 중간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따라 정하였다. 중간이 왼쪽으로 향하게 되어

반시계 방향이 그려지는 것은 왼쪽 방향,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어

시계방향이 되는 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분류했다. 1명이 있는 사진

은 왼쪽/오른쪽으로 구분하였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사진은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하고 있을 때만 체크하였다. 그림11은 신

문에 나타난 그림의 방향을 정하는 방법으로 흰색 화살표는 시계방

향 혹은 반시계방향의 회전을 나타낸다. 그 아래 검은색 화살표는

얼굴이 향하는 방향으로 오른쪽 혹은 왼쪽 방향을 알려준다. 부록을

참조하면 더 많은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사람의 얼굴 방향과 눈동자의 시선이 반대를 향하고 있는 사진은

방향을 정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반

적으로 타인의 eye gaze를 자동적으로 따라가는데, 이는 피할 수 없

는 자동적인 반응이기 때문이다(Miall, R. C., & Tchalenko, J.

(2001).

그림의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 6명의 조사자가 랜덤으로 할당된 신

문을 받아서 방향을 정했으며 방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문을 보며 옆에 놓인 종이에 그 방향을 표시하였다. 단독으

로 방향을 정하고 기록하거나, 짝을 이뤄서 한명이 방향을 정하고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15는 왼쪽과 오른쪽 방향을 나눈 기준과 그 예시 손 그림, 사

진이다. 맨 왼쪽의 그림은 손 그림으로 인물의 이마, 코, 입술의 방

향을 따라 그렸을 때 가운데가 오른쪽을 향하며 시계방향이기 때문

에 오른쪽 방향이 된다. 반대로 맨 오른쪽 남자가 있는 것은 사진으

로 이마와 코 입술을 이어서 그렸을 때 가운데 원이 왼쪽을 향하고

시계 반대방향이 되기 때문에 왼쪽 방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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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그림의 방향을 정하는 방법

제 3 절 자료 분석

방향에 따른 선호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방향 대비 지수’를

이용하였는데,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방향 대비 지수 = (오른쪽방향 - 왼쪽방향) / (왼쪽방향 + 오른쪽방

향)

양쪽 방향을 모두 합친 것 중에 오른쪽방향만 향하는 것을 살피기

때문에 방향 대비 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오른쪽 방향이 많고,

-1에 가까울수록 왼쪽 방향이 많아진다. 따라서 오른쪽 방향이 많을

수록 그래프의 y축이 0의 위쪽을 향하고 왼쪽 방향이 많을수록 그

래프의 y축이 0의 아래쪽을 향하게 된다. 그래프의 y축이 시간에 따

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면 오른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많아짐을 의미하게 된다.

각 연도의 자료는 1년(4월 한 달)을 합친 것과, 통계적 편의상 10

년 단위로 묶은 것을 함께 살펴보았고, 사진이 그림보다 5배가량 많

았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이 두 자료를 독립적으로 보고 각각의 비

율을 50%씩으로 배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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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전쟁으로 인해 폐간된 5년간의 자료(1941-1945)와 손 그림이나 사

진이 없는 달의 자료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자료를 바탕

으로 분석을 하였다. 연도에 따라 그림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 상관계수분석(correlation analysis), 선형 회귀 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1년 단위와 그림 방향 지수 혹은 연

도를 10년 단위로 묶은 10개의 연도 집단과 그림 방향 지수를 대상

으로 수행하였다.

제 1 절 10년 단위 연도 집단과 그림방향 지수

연도에 따라 그림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형 회귀 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연도를 10년 단위로

묶은 10개의 연도 집단과 그림 방향 지수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12는 10년 단위로 묶은 연도 집단과 두 개 신문사의 그림 방

향 변화이다. 빈 네모는 조선일보의 사진, 채워진 네모는 동아일보

의 사진, 빈 동그라미는 조선일보의 손그림 채워진 동그라미는 동아

일보의 손그림의 10년 묶음의 방향 대비 변화이다. 조선일보와 동아

일보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0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사진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 없이 0 부근에 머

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3은 10년 단위로 묶은 연도 집단과 두 개 사진사를 합친 그

림 방향 변화이다. 회색 네모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그림 방향

지수를 합한 전체 사진 방향 지수이며 회색 동그라미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손그림 방향 지수를 합한 전체 손그림 방향 변화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나누어 본 그림12와 마찬가지로 손그림 대

비 지수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0에 근접하는 반면, 사진의 경

우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0 부근에서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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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연도에 따른 두 개 신문사의 그림 방향 변화

그림13. 연도에 따른 전체 신문사의 그림 방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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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그림의 경우 점진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제시되는 비율이 증

가하였다. 반면에, 사진의 경우 큰 차이가 없이 좌우가 비슷한 비율

로 제시됨을 보여준다. 다음은 전체 손그림에 대한 회귀식이다.

Predicted Directional Contrast= .050Year- .652

기울기의 99% 신뢰구간인 –.63 ~ -.07 까지 연도의 증가는 그림

방향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 연도와 그림 방향

두 지수에 대한 상관은 .932이었고 결정계수가 0.868으로 자료의

86.8%가 모형에 의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분산분석에서 F값이

52.775, P-value 는 0.000으로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표3은 전체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의 단순 선형 회귀 분

석 결과이며 그림15는 10년 단위 연도에 따른 전체 손그림 방향 지

수 변화를 나타낸 산점도이다.

반면, 사진 방향에 대한 산점도는 그림14에 제시되어 있는데 두

지수 간 상관은 204로 매우 낮았다. 또한, 분산분석에서 F값에 대한

유의확률이 0.05보다 커서 회귀모형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4는 사

진 방향 대비 지수의 단순 선형 회귀 분석 결과이다.

표 3. 전체 손그림 DCI(방향 대비 지수)의 단순 선형 회귀 분석 결과

** p<0.01, R제곱 = .0868

표 4.  전체 사진 DCI(방향 대비 지수)의 단순 선형 회귀 분석 결과

R제곱 = .028

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Sig.(p)

손그림 DCI
0.51 .007 .932 7.265** .000

변수 B 표준오차 베타 t Sig.(p)

사진 DCI -.002 .004 -.168 -.481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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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연도에 따른 전체 사진 방향 지수 변화

y = 0.0506x - 0.6521
R?= 0.8684

-1.0
-0.9
-0.8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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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3
-0.2
-0.1
0.0
0.1
0.2

전체손그림

그림15. 연도에 따른 전체 손그림 방향 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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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림 16, 그림 17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각각의 손그림 방

향 대비 지수의 산점도와 단순 선형 회귀식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

보 둘다 전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아래는 각각 조선일보와 동

아일보의 손그림의 회귀식이다.

Predicted Directional Contrast= .051Year- .701 조선일보
Predicted Directional Contrast= .056Year- .644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연도의 증가는 그림 방향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에 있었으며 연도와 그림 방향 두 지수에 대한 상관은 .919

이었고 결정계수가 0.844으로 자료의 84.4%가 모형에 의해 설명된다

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아일보의 연도의 증가는 그림 방향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었다. 연도와 그림 방향 두

지수에 대한 상관은 .822이었고 결정계수가 0.676으로 자료의 86.8%

가 모형에 의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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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연도에 따른 조선일보 손그림 방향 지수 변화

그림17. 연도에 따른 동아일보 손그림 방향 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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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4시기의 기간별 분석

한국의 글자 방향은 정부 및 한글 학자들의 주도로 이뤄진 인위

적 전화이었기 때문에, 각 시기에 따른 방향 변화의 차이가 두드러

지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간별 분석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방

향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글 읽기/쓰기 습과의 변화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글 가로짜기의 등장시기인 태동기(1868~1895), 기능주

의와 한글 가로짜기가 시작된 탄생기(1895~1945) 가로짜기와 세로짜

기의 대립기인 성장기(1945~1988), 마지막 성숙기(1988-1998)이다(구

자은, 2013). 태동기(1868~1895)의 신문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태동기를 제외한 탄생기, 성장기, 성숙기 세 개의 기간과 성

숙기 이후에서 2013년 까지를 최근으로 분류하여 총 4단계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통계 분석을 위해 기존 시대 분류에서 겹치는

마지막 1년은 이전 시대로 포함하였다.

표 5.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분류한 한글 가로짜기의 시대 구분

연도 비고

탄생기 1895-1944 기능주의와 한글 가로짜기

성장기 1945-1987 가로짜기와 세로짜기의 대립
성숙기 1988-1999 한글 가로짜기의 정착과 발전

최근 2000-2013 성숙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가. 차이검증 결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전체 데이터 각각에 대해 손그림과 사진 내

에서의 기간별 그림 방향 지수의 평균 차이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Scheffe 기법으로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 검증을 하였다. 각각의 기간 내에서 손그림과 사진의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통해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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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은 두 신문사의 결과를 합한 전체 데

이터의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와 사진 방향 대비 지수의 개체 내-

개체 간 차이검정 결과이다.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에서 기간별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8.040, p<0.01).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는 최근으로 올수록 0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후 분석 결과 탄생기와 성장기는 유의

한 차이는 없었고 성장기, 성숙기와 최근도 없었으나, 탄생기는 성

숙기와 최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진 방향

대비 지수에서 기간별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778, n.s).

각각의 기간 내에서 손그림과 사진의 방향 대비 지수를 비교한 결

과, 최근을 제외한 탄생기, 성장기, 성숙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의 경우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에서

기간별로 차이검증을 한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F=8.289, p<0.01).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는 최근으로 올수록

0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다(표7). 탄생기와 성장기는 유의한 차이

는 없었으나, 탄생기와 성숙기, 탄생기와 최근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진 방향 대비 지수에서 기간별로 차이검증을 실시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564, n.s).

표 6. 손그림 DCI(방향 대비 지수)와 사진 DCI(방향 대비 지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차이검증 결과(전체)

** p <0.01

기간

Directional Contrast Index

t Sig.(p)손그림 사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탄생기 -0.54 ± 0.27a 0.02 ± 0.24 -6.344** .000

성장기 -0.39 ± 0.23ab -0.01 ± 0.14 -7.787** .000

성숙기 -0.27 ± 0.09b 0.05 ± 0.05 -10.146** .000

최근 -0.21 ± 0.11b -0.03 ± 0.02 -5.820** .000

F 8.040** .778

p .000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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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경우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에서 기간별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421,

p<0.05).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는 최근으로 올수록 방향 대비 지수

가 0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다(표8). 탄생기와 성장기는 성숙기와

최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진 방향 대비 지

수에서 기간별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F=.761, n.s).

표 7. 손그림 DCI(방향 대비 지수)와 사진 DCI(방향 대비 지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차이검증 결과(동아일보)

** p <0.01

표 8. 손그림 DCI(방향 대비 지수)와 사진 DCI(방향 대비 지수)의 평균, 
표준편차와 차이검증 결과(조선일보)

기간

Directional Contrast Index

t Sig.(p)손그림 사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탄생기 -0.45 ± 0.42a 0.04 ± 0.34 -4.212** .000

성장기 -0.44 ± 0.25a 0.03 ± 0.23 -11.264** .000

성숙기 -0.26 ± 0.11b 0.09 ± 0.06 -10.858** .000

최근 -0.27 ± 0.13b -0.04 ± 0.04 -6.980** .000

F 2.421* .761

기간

Directional Contrast Index

t Sig.(p)
손그림 사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탄생기 -0.59 ± 0.28a 0.02 ± 0.27 -6.536** .000

성장기 -0.37 ± 0.34ab -0.03 ± 0.14 -5.231** .000

성숙기 -0.28 ± 0.17b 0.02 ± 0.09 -5.278** .000

최근 -0.11 ± 0.16b -0.01 ± 0.05 -1.991 .068

F 8.289** .564

p .000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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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0.01

나. 상관분석 결과

네 시기에 대하여 상관 분석을 통해 시간추이와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 시간추이와 사진 방향 대비 지수 두 변수들 간의 선형적

(linear) 강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각 기간별로 시간변화에 따른 손

그림의 방향 대비 지수와의 관계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시간변화

에 따른 사진의 방향 대비 지수의 선형적 관계가 신문사와 기간별

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전의 10년 단위 분석과는 다르게 4개의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아

야 했기 때문에 변수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1년 단위

로 나누어 방향 대비 지수를 살펴보았다. 표 9는 시간변화에 따른

손그림의 방향 대비 지수의 선형적 관련성과 시간변화에 따른 사진

방향 대비 지수의 선형적 관련성을 신문사별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이다.

표 9. 상관관계 분석결과

(1)=시간과 DCI의 상관계수, (2)=시간과 사진 DCI의 상관계수

* p <0.05, ** p <0.01

동아일보 조선일보 전체

(1) (2) (1) (2) (1) (2)

탄생기 -.330 .112 -.449* -.065 -.345 -.022

성장기 -.272 .289 .284 .219 -.064 .398**

성숙기 .294 -.030 .390 .000 .630* -.060

최근 .350 -.118 .575* -.005 .728** -.013

전체(1년) .383** .018 .246* -.007 .422** .032

전체(10년)

기간
Directional Contrast Index

t Sig.(p)손그림 사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p .048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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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문사의 값을 합한 전체 데이터에서는, 탄생기과 성장기에서

시간추이에 따른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가 감소하는 성향을 보였으

며 성숙기와 최근에서는 시간추이에 따라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숙기에서는 시간과 손그림 방향 대비 지

수는 정적 상관관계를(r=.630, p<0.05) 보이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최근에서는 시간과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 역

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며(r=.728, p<0.01) 유의수준 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체 데이터 상에서 전체 기간을 고려할 경우

시간과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는 10년 단위 분석과 유사하게 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며(r=.422, p<0.01)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숙기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그 선형적 강도는 점점 증

가하였으며 시간과 사진 방향 대비 지수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적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동아일보의 경우, 탄생기와 성장기에서 시간추이에 따른 손그림 방

향 대비 지수가 감소하는 성향을 보였으나 성숙기와 최근에서는 시

간추이에 따라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각각의 기간 내에서는 시간과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간추이에 따른 사진 방향 대비 지수는 각 기간

과 전체 기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선형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탄생기에서는 시간추이에 따른 손그림 방향 대

비 지수가 감소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성장기, 성숙기와 최근에서는

시간추이에 따라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탄생기에서는 시간과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는 부적 상관관계에 있

었으며(r=-.449, p<0.05)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전체 기간에서 시간과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는 10년단위 분석과

유사하게 정적 상관(r=.246, p<0.05)관계에 있었으며 유의수준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간추이에 따른 사진 방향 대비 지

수는 각 기간과 전체 기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관

련성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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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그림19는 1년 단위의 방향 대비 지수를 사용한 그림과

표로 10년 단위로 나눈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18은 시

간 추이에 따른 전체 사진 방향 지수 변화를 나타낸 산점도이며 그

림 19는 시간 추이에 따른 전체 사진 손그림 방향 지수 변화를 나

타낸 산점도이다. 표 10은 사진, 손그림의 방향 빈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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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사진, 손그림의 방향 빈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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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연도에 따른 전체 사진 방향 지수 변화



- 36 -

그림 19. 연도에 따른 전체 손그림 방향 지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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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제 1 절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읽기/쓰기 습관의 방향의 변화에 따른 그림 배치 습관의 변화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읽기/쓰기 방향이 지난 세기에 걸쳐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바뀐 한국의 신문 자료를 살펴보았다. 조선일보 19488장, 동아일보 18812장,

총 37300장의 손그림과 사진 자료를 이용해 신문 자료에 나타난 얼굴 방향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연도에 따라 그림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도를 10년 단위

로 묶은 10개의 연도 집단과 그림 방향 지수(DCI)를 대상으로 선형 회귀 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또한 변화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탄생기, 성장기, 성숙기, 최근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그림 방향 지수 변화를 살펴보

았다. 손그림과 사진 내에서의 기간별 그림 방향 지수의 평균 차이는 분산분석

(ANOVA)을 통해, 각각의 기간 내에서 손그림과 사진의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

(paired samples t-test)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각각의 분석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둘을 합친 전체신문을 같이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세 데이터의 결과는 유

사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10년 단위 연도 집단과 그림 방향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형 회귀 분석에

서는 그림의 방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왼쪽에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바뀌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사진의 방향에는 변화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4시기의 기간

별 분석에 따르면 손그림 방향 지수를 4개의 기간별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

각의 시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손그림 방향 대비 지수는 최근으로

올수록 0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진 방향 지수에서 4개의 기간 별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각각의 기

간 내에서 손그림과 사진의 방향 대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최근을 제외한 탄생기,

성장기, 성숙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년 단위로 나누어서 살펴본 상관관계 분석 결과 탄생기과 성장기에서 시간추이

에 따른 손그림 방향 지수가 감소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성숙기와 최근에서는 시간

추이에 따라 손그림 방향 지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데이터 상에서 전

체 기간을 고려할 경우 시간과 손그림 방향 지수의 상관은 10년 단위의 분석과 유

사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숙기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그 선형적 강도

는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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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과 해석

10년 단위의 선형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0여 년 간 한국의 신문에서 손그림

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사진의 방향에서는 변

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그림 형식에 따라 읽기/쓰기 방향의 영향이 다름

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기간 분석에서도 전체 데이터의 손그림 방향 지수 차이검증

결과에서 4개의 시기는 서로 다르게 구분되었으며 최근으로 향할수록 손그림 방향

지수가 0의 값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차 오른쪽 방향의 손그림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읽기/쓰기 방향의 변화는 그림 배열 습관에 영향을 미치지

만, 그 영향은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제한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 데이터의 상관 분석 결과에서는 성숙기와 최근으로 올수록 시간 추이에 따른

선형적 강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1988년에서 1999년까지 신문의 글자 방향의 급격

한 변화를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신문지면에 나타난 손그림 방향 변화 안

에 글과 그림 사이의 큰 맥락과 작은 맥락의 영향이 모두 나타났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한국은 1800년대 후반부터 읽기/쓰기 방향의 변화가 나타났고 공문서를 포함

한 모든 문서가 1960년대 중반 이미 오른쪽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시간과 손그림의

선형적인 관계가 1988년에서 1999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은 신문 내의

글자 방향 전환이 그림 방향의 전환을 이끌었을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정해진 공간 내에서 글과 그림이 같이 제시될 때 둘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읽기/쓰기 방향 습관의 변화가 사진의 방향이 아닌 손 그림 방향의 변화

와 같이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가능성은 사진과 손그림의 제작방식의 차이

다. 뉴스사진의 종류는 현장뉴스와 기획사진으로 구성되는데, 현장 뉴스의 경우 특

히 신속함이 생명으로 기자는 항상 사진기를 대동한다. 사건 현장에서 찍히는 사진

들은 사진사의 의도보다는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의 긴급성과 신속함이 중시된다.

편집자는 사진을 넘겨받은 뒤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 내거나 클로즈업

하는 정도의 손질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 매우 짧고 방향을 전환하는 정도의

편집은 이뤄지기 어렵다. 사진이 표현하기 부족한 부분은 핸드아트(손그림)가 그 역

할을 하게 된다(이상우, 1989). 삽화가는 기사의 내용과 배치를 고려하여 그림의 방

향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반면 사진에서는 삽화가가 가지는 의도성이 배제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성이 중요해지는데, 사진에서도 의도성이 있다

면 방향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yearbook에 나

타난 얼굴 사진들의 방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얼굴이 왼쪽을 향하는 경향이 있었

으며(Labar, 1973), 읽기/쓰기를 왼쪽으로 하는 이란과 오른쪽으로 하는 스페인에서

제작된 19세기 스튜디오 사진들을 보면 방향에서 차이를 보인다(González, 2012).



- 39 -

위의 연구들에서 조사된 사진들은 고정된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들로 작가의 의도

에 의해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의 사진과 달리 의도성

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손 그림에서는 글자와 방향간의 의도된 일치성이 존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손 그림의 방향 변화에 대해서 읽기/쓰기 방향의 영향 이외에 운동적

요인을 들어 설명하려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일치성에서 오는 운동적 요인으로

모두 손 움직임과 관련된 생체역학적 제약(biomechanical constraints)에 따른 것이

다. 생체역학적 제약이란 팔과 손의 신체적 구조에 의한 제약으로 이것은 성인이

스트로크를 만들 때의 선호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Vansommers,

1984; Braswell & Rosengren, 2002). 즉 우리가 손으로 펜을 집어 동그라미 혹은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면, 우리의 손이 가진 신체적 구조와 한계로 인해 그리기 방

향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운동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손잡이

(handedness)와 두 번째가 글쓰기/읽기 습관에 따른 스트로크 운동이다.

첫 번째로 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잡이에게 사람의 얼굴을 그리라고 할 때

왼쪽방향으로 향하도록 그리고, 왼손잡이의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그리는

경향이 있고(De Agostini & Chokron, 2002; Gross & Bornstein, 1978; Shannon,

1978),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동물의 얼굴을 그릴 때도 역시 오른손잡이가

왼쪽방향으로 더 많이 그리기도 한다(Viggiano & Vannucci,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손 그림 방향이 오른쪽으로 변하는 경향은 단순히 지난 세기에

걸쳐 한국에 왼손잡이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반면, 손 그림의

경우 왼손잡이의 영향이 크지만 셔터를 누르기만 하는 사진의 경우 읽기/쓰기

방향의 영향이 낮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손잡이 가설은 가능성은 한국에서는 매우 낮아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03년 기준 1,500명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에 대해 손잡이를 조사한 결과,

왼손잡이는 대략 3.9% 그리고 양손잡이는 7.8%이고 나머지 다수인 88.9%가

오른손잡이로 나타났다(Gallup Korea, 2003). 더 나아가 이 조사에서 필기를

왼손으로 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단 0.9%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이

조사를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손 그림 방향의 변화에 주로 쓰는 손의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두 신문사에서 근무했던 삽화가들의 시대에 따른 손잡이 방향을 알 수

있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동아일보의 한 삽화가의 경우 백지에 그림을 놓고 그리게 되면 손이

그리기 쉬운 방향을 그리게 되지만, 소설가로부터 소설을 받고 내용에 맞게 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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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릴 때는 머릿속으로 신문의 모양을 구상하고 거기에 맞춰 그림을 그린다고 하며

실제로 예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손잡이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운동적 요인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글쓰기/읽기 습관에 따른 스트로

크 운동의 경우 옆얼굴, 자전거, 코끼리를 그리라 했을 때,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쓰는 Hindi어 사용자들은 물체들이 왼쪽으로 향하도록 그리는 경향을 보

인 반면,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Arab인들은 오른쪽으로 그리는 경향을 보

인다(Vaid, 1995).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고 쓰는 프랑스 성인들은 옆얼

굴, 손잡이가 있는 물체들(mug, toothbrush, jug& hammer)과 동물(dog and fish)을

그리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그리는 경향이 강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읽고

쓰는 시리아 성인들은 같은 물체들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그리는 경향을 보였다

(Kebbe & Vinter, 2013).

특히 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읽기/쓰기 방향 습관과 그림 배치 방향 경향성이 6

세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나이가 듦에 따라 성인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는 읽기/쓰기 훈련의 영향으로 추론된다. 아직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오른 방

향으로 글을 쓰는 습관이 그림을 왼쪽 방향으로 그리는 행동과 어떤 신체적 제약에

서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오른쪽으로 글을 쓸 때 스트로크 운동과

그림 그릴 때의 부분 그리기 방향에 공통적인 기계적 제약 때문으로 분석되기도 한

다(Vaid, Singh, Sakhuja, & Gupta, 2002). 하지만 기계적 제약에 따른다면, 본 연구

에서의 결과는 시간에 따라 오른쪽 방향이 아닌 왼쪽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읽기/쓰기 방향이 손 운동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문 상에

서 그림과 글자를 같이 배열할 때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읽기/쓰기습관에 따른 손 운동에서의 운동적 제약보다는 읽기/쓰기 방향에서의 지

각적인 고려가 그림 배열에 우선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림만을 단독으로 두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림과 글의 동시

배열이 함께 이뤄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신문에서 손그림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변화한 것은 기계적인 제

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읽기/쓰기 방향과 그림의 방향이 어울리는 지각적 고려에 인

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제 3 절 추가 논의

위의 결과 및 해석과 관련해 몇 가지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첫 번째는 손그림이 일반인이 아닌 삽화가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

가 일반적인 글/그림 인쇄물이 아닌 신문 삽화가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닌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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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이다. 따라서 신문 상의 손그림에서 나타난 경향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확대

해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예술가와

비예술가 사이의 차이에 대한 보고를 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지각한 것을 다르게

그리기 보다는 지각하는 것을 더 잘 표현하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예술가와 일반

인의 그림 그리기에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예술가들은 보고 그리기 과제

에서 지각-운동간의 협응력이 더 좋고 눈의 고정시간(Miall, 2001) 및 눈 운동 빈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hen, 2005). 예술가와 비예술가에게 얼굴 그림을 그

리게 한 뒤 그림에 대한 평가를 시켰을 때, 예술가들은 비예술가 집단과 달리 두

집단의 그림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고. 두 집단에서 모두 예술가들의 그림의 정확

도를 더 높이 평가했다(Kozbelt, 2010). 이는 그림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세한 판단과, 다른 사람의 판단에 더 예민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문

삽화가들은 다르게 그리기보다는 그림의 방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프레임 내에서 그림의 선호 사이 위치 효과에 대한 주장이 있을 수 있

다. 사각형의 프레임 안에 방향을 가진 물체를 놓고 가장 미적으로 선호하는 방향

을 고르게 하면, 프레임의 안쪽 방향으로 향하는 물체를 선호하는 안쪽 편향이 영

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수집한 신문 상의 그림 및 사진에서

는 고정적으로 연재되는 한 컷 짜리 만화는 매일, 매주, 매년 그 위치를 달리해 자

리에 대한 고정된 경향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나마도 이러한 편향을 배제하기 위

해 고정적으로 연재되는 일련의 4컷 만화, 광고 등을 카운팅에서 제외하였기 때문

에 위치가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드로잉과 사진의 방향 변화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 점 역시 특정 방향의 편향이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음을 지지한다.

제 4 절 연구 의의와 한계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난 세기동안 한국에 발행된 신문에 나타난 그림과 글

의 배열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글 읽기/쓰기의 방향 변화는 사진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았지만 손그림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의 방향은 읽기/

쓰기 습관이 왼쪽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을 향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지만, 손그림의

방향은 읽기/쓰기 방향과 같이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

였다.

이는 읽기/쓰기 방향의 변화가 사람들의 그림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함

과 동시에 평면상의 글의 방향이 그림의 방향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에 글 읽기/쓰기 습관이 그림 방향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문화적, 시대적 제약으로 인해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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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둘의 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한 것이 아니

라 기존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글 읽기/쓰기 습관이 손그

림의 배열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신문 내에서의 글자의 방향 변화가 손그림

의 배열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글 읽기/쓰기 습

관이 우리의 공간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Chan, 2005) 통해 글 읽기/

쓰기 습관의 변화가 손그림에서의 방향 변화의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기간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기상의 차이 결과에 따르면 신문 상에서 나타나는 글자 방향

과의 일치를 위한 작은 맥락에서의 지각적 고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로 신문 프레임 구조 연구들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글자의 방

향에 따라 그림의 배열이 달라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이상우, 1989). 그러나 경험

에 따른 선호 및 관습과 관련 되어 있어 몇 가지 가이드만 있을 뿐 실증적인 연구

는 부족하다. 따라서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로 선호와 관련된 지각적 고려에서의 문제점이다.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역시 지각적 고려와 선호를 같이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이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합의된 바가 부족하며 이 선호

역시도 어떠한 기제에서 일어나는지 알기 어렵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반복되는 문제들인데, 연구자들이 선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가장

선호하는 방향을 고르거나, 가장 미적으로 즐거운 방향을 고르라는 지시를 주기

때문이다. 평면상의 이미지의 선호와 관련해서 선호의 기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모두 한계를 갖고 있다.

선호의 기제는 크게 단순노출효과, 능숙성, 환경 편향으로 설명된다. 단순

노출효과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보다 많이 본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으로, 언제나

과거에 가장 자주 본 것에 대한 설명 외의 것을 추출하지 못한다는 단순회귀의

문제가 있다. 능숙성은 높은 정도의 명료성, 전경배경 대비, 대칭성, 노출빈도 등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그림을 더 잘 지각되게 하는 것으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환경 편향은 다양한 형태가 물체의 위치, 관점, 사이즈 그리고 환경에서의 위치에

대한 지식과 일치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며 그것의 가장 정보적인 파트인 일반적이

사이즈, 위치가 그림을 바라볼 때 가장 최적으로 제시되게 된다(Shimamura, 2012).

환경 편향은 특히 눈의 고정과 관련해 설명 되는데, 사람들이 매일 수천 번의 눈

움직임을 만드는 목적이 다양한 환경에서 물체를 시야에 담고 이로 인해 우리가

이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효율적으로 알아차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안쪽 편향이나 중앙 편향의 경우 중심에 물체를 놓아 가장 많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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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해서일 수 있다. 두 편향에 따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물체(얼굴)를 배열하게 된다면 우리는 프레임의 정 가운데에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눈, 코, 입을 배열하고 이것을 중심와를 통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Shimamura,

2012).

그러나 위의 선호에 기제들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화적

영향력을 포함하고 있는 설명임에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배열의 변화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각적인 고려, 선호와 관련된 다른 요인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가독성을 위한 눈 움직임의 방향성 일치, 읽기/쓰기 방식에 의한

사고방식의 변화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한국

신문이 우종서에서 좌횡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1990년대에 가독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뤄졌는데, 가로쓰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의 눈 움직임이 위

아래보다 좌우를 더 편안해 한다는 점과 좌 우방향의 한글 읽기 속도가 위

아래보다 빠르다는 이유에서 가로쓰기를 주장하였다(안정배, 1996, 이상우, 1989).

한국언론연구원의 1890년대 활자가독성연구보고서나 홍익대 안상수 교수의

한글타이포그래피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등 학자들의 가로짜기의 가독성연구에

의하면 가로짜기는 세로짜기보다 시간적으로 약13∼30%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안정배, 1996).

조선일보 교열부의 안정배(1996, 1999) 는 신문 가로짜기 편집 연구들에서

가로짜기의 일반적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는 가독성과 지면 내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고, 그림과 활자의 방향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연구들은 위-아래, 오른쪽-왼쪽

방향의 글 읽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눈 움직임을 말하기 때문에 그림과 글자를 같이

배열할 때 서로의 방향이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글 읽기/쓰기의 방향 변화는 사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손그림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내에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평면상의 그림과 글자의 배열에 영향을 미치는 선호 혹은 가독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신문 상의 손그림에서 나타난 방향 변화의 원인에 대해 더

명확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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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ual consideration of reading/writing 

habit and picture direction, as observed in a 

newspaper.

Hachou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etters and pictures are commonly used together as a tool to exchange meanings and to 

record. However, despite such vast use, there has not been much research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st researches argued that the reading/writing 

directional habit affect preference on the direction of pictures, but due to cultural and 

periodical limits, it has been hard  to accurately find out the relation. Correlations for 

this phenomenon have only been found in cross-cultural studies. Will a directional 

change in reading/writing habits within a culture relate to changes in picture preference? 

Korea is a good place to research this question because the country underwent gradual 

changes in reading/writing direction habits, from leftward to rightward, during the 20th 

centur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rection of drawings and photos published in 

the a oldest newspaper in Korea from 1920–2013. The results show that the direction 

of the drawings underwent a clear shift from the left to the right, but the direction of 

the photos did not change. This finding suggests a close psychological link between the 

habits of reading/writing and drawing that cannot be accounted for simply by an 

accidental correspondence across different cultures. Such can be explained in two terms, 

one is in larger terms, that the direction of people's reading/writing habit affect the 

arrangment of hand-drawings. And in closer terms, that the direction of written letters 

on plain newspaper affect the arrangement of nearby hand-drawings. In conclusion, 

change in reading/writing direction affect the habit of picture arrangement, but it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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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ms to be limited depending on the type of pictures. 

Key world : reading writing directional habit, leftward direction, spati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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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신문 손그림과 사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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