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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변화를	 거듭하는	 매체	 환경에	 적응하며	 나름의	 생
존	 전략을	 모색해왔던	 잡지	 매체는	 전통적	 매체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
험	 양식을	 제공하는	 진화의	 주역으로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	 기대와	 다르게	 전개된	 
디지털	 매거진	 시장의	 침체는	 새로운	 매체의	 사회적	 수용과	 존속이	 기술	 환경적	 변
화를	 반영하는	 외적	 요인에	 앞서	 매체	 본연의	 태생적	 의도에	 대응하는	 내적	 품질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매체	 진화에	 대한	 피상적	 관점을	 재고하는	 계기가	 ,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매거진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내적	 품질	 
요인으로서	 잡지라는	 특정	 매체	 범주를	 관통하는	 경험적	 본질을	 모색하고 침체된	 ,	 
디지털	 매거진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적	 토대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
고자	 하였다 먼저	 디지털	 매거진의	 매체	 진화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재매개의	 .	 
개념을	 빌어	 전통적	 인쇄	 잡지와의	 계보학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	 
디지털	 매거진의	 양식적	 변이	 과정이	 기존의	 인쇄	 잡지로부터	 획득한	 사용자	 경험
의	 비매개적	 연속성과	 하이퍼매개적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이중적	 태도의	 실
천적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재매개적	 의도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	 
발휘하는	 전략적	 의미와	 경험적	 효력을	 파악하기	 위해	 메타포와	 심상	 모형의	 개념
을	 동원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외적	 경험	 요인의	 가시적	 반영에	 의존,	 
하는	 하이퍼	 인터페이스	 전략은	 그	 본래	 의도의	 대립적	 성격에	 기인한	 모순적	 효력
에	 의해	 경험	 체계의	 비일관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진단하였다.	 	 	 

매체가	 변이를	 거듭하며	 그	 외형과	 성격 소통	 방법을	 바꾸더라도	 특정	 매체	 ,	 
범주의	 태생적	 의도에	 명확히	 대응하는	 내적	 품질을	 확보한다면	 매체에	 대한	 사용
자의	 이해와	 수용을	 효과적으로	 견지하리라는	 의견은	 매체의	 경험적	 원형이라는	 개
념의	 제안과	 잡지	 매체의	 본질적	 특질에	 대한	 조망으로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	 
잡지의	 보편적	 정의를	 재조명하고	 문헌	 연구와	 선행	 사례를	 분석하여	 매체의	 역사
를	 관통하는	 경험적	 원형을	 크게	 정보	 기능적	 측면과	 구조	 형식적	 측면 그리고	 사,	 
회	 심리적	 측면에서	 분류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작품	 연구를	 통해	 디지털	 매거,	 ,	 
진	 디자인을	 위한	 방법론적	 토대로	 활용되었다 작품	 연구의	 대상으로는	 태블릿	 .	 

환경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되는	 가상의	 디지털	 매거진을	 설정PC	 
하였고 매체의	 경험적	 원형이	 기존	 매체	 환경의	 물성으로부터	 벗어나	 태블릿	 ,	 PC	 
환경의	 차별화된	 유용성으로	 재구성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잡지	 매체의	 경험적	 원형은 특히	 구조	 형식적	 측면에서	 나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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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오늘날의	 매체	 환경이	 영역	 간	 경계의	 불명확성.	 
을	 가속화시키고	 기능적 양식적	 통합의	 양상을	 전개함에	 따라	 더	 이상	 매체	 본연,	 
의	 차별적	 의도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정보	 단위의	 분절 결,	 
합 연계가	 혼재하고	 선형적	 내러티브와	 비선형적	 내러티브	 사이의	 차별적	 맥락이	 ,	 
공존하는	 독특한	 속성은	 여타의	 매체	 양식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디지털	 환경,	 
의	 기술적	 지원에	 의해	 더욱	 부각되어	 디지털	 매거진의	 주요한	 내적	 품질	 요인으로	 
활용될	 여지를	 높인다.	 	 	 	 	 	 	 	 	 	 

본	 연구는	 매체	 양식에	 미치는	 기술	 환경적	 영향력이	 거듭	 확대되는	 오늘날,	 
침체된	 디지털	 매거진	 시장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인쇄	 잡지로부터	 파생하여	 태생적으로	 재매개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디지털	 
매거진의	 진화론적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비매개성과	 하이퍼매개성	 사이의	 관계
적	 균형을	 매체	 경험의	 비가시적	 원형과	 새로운	 기술	 환경	 사이의	 합리적	 접점으로	 
등치하여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	 방법론의	 일례를	 제시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	 	 	 	 	 	 	 	 	 	 	 	 	 	 

주요어	 재매개 비매개 하이퍼매개 디지털	 매거진 태블릿:	 ,	 ,	 ,	 ,	 	 PC
학	 	 번	 :	 2009-30330	 /	 soonjae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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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1-1.	 	 	 	 	 	 

세기	 후반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디지털	 매체의	 확산은	 20
인간	 지식정보	 체계의	 패러다임을	 급격히	 재편해왔다 집단	 지능적	 주체에	 의해	 자.	 
유롭게	 가공된	 정보는	 상호	 연결과	 복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어	 지식의	 탈계
급적	 생산과	 소비를	 공고히	 하였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매개	 방식의	 제안으로	 ,	 
매체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매체는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	 ,	 ,	 
정보로	 이루어진	 메시지	 혹은	 서비스를	 디지털	 압축 저장 복제	 기술로	 처리하여	 ,	 ,	 
다중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	 제공하는	 장치 또는	 환경으로	 정의된다 이는	 년,	 .	 1990
대	 이후	 개인용	 컴퓨터의	 고성능화와	 원거리	 전송기술의	 발전과	 때를	 같이	 하는	 다
분히	 기술	 지향적	 개념으로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은	 물
론	 통상적으로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체의	 디지털	 변이	 양식을	 포괄한다,	 .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	 형태와	 유통	 방식을	 가지고	 각각의	 규율과	 체
계에	 의해	 유지 발전되어	 영역	 간	 구분을	 확실히	 하였던	 전통적	 매체	 환경과는	 달,	 
리	 디지털	 매체는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 서비스	 양식과	 네트워크를	 융합하는	 ,	 
이른바	 디지털	 컨버전스의	 특징적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	 정보는	 .	 문자와 시각 언
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 양식과 비언어적 양식이 중층적으로 결합하는 멀티미디어	 
복합체의	 형태로	 재구성되는데,	 이는	 과거에	 문자	 언어와	 인쇄물을	 주된	 양식으로	 
삼았던	 전통적	 매체	 환경이	 비언어적 기호와 시각 언어의 효력을 수용함에 따라 그	 
무게	 중심을	 영상	 매체로	 이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다차원적	 효력을	 의도
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한편	 이렇게	 구성된	 정보는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쌍방향 다대다,	 (多對
)多 소통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수동적	 수용자에	 머물렀던	 사용자를	 생산자	 

와	 제공자의	 영역으로	 유도함으로써	 그	 의미를	 비선형적으로	 확장시키고	 기존의	 매
체	 정보와	 차별화된	 가치를	 형성한다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은	 매체를	 단순히	 .	 
기존의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는	 전송	 기술의	 차원이	 아닌	 경험을	 생성하는	 특수한	 
구조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며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상용화와	 유비쿼,	 
터스(Ubiquitous)1) 환경의	 구축이	 가속화되는	 근래에	 와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

1) http://www-sul.stanford.edu/weiser/Ubi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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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동안	 인간	 지식정보	 체계의	 구축을	 위한	 대표적	 수단이었던	 인쇄	 매
체는	 침체된	 출판인쇄	 시장의	 위기를	 체감하는	 가운데	 새로운	 매체	 환경으로의	 편
입	 가능성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그	 중에서	 잡지는	 정보를	 구성하는	 언어	 양식의	 .	 
태생적	 다양성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었는데 디지털	 기술의	 성숙에	 따,	 
른	 전자	 출판	 시장의	 확장과	 태블릿	 와	 같이	 콘텐츠	 소비에	 특화된	 모바일	 기기PC
의	 등장은	 종이로부터	 스크린으로의	 매체	 이동이라는	 도전을	 더욱	 심도	 있게	 받아
들이게	 되었다 그	 결과	 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디지털	 매거진을	 표방하며	 생.	 2010
산 유통 소비	 구조의	 효율성을	 위시한	 기술	 환경적	 장점들과	 멀티미디어적	 정보	 ,	 ,	 
통합 쌍방향	 소통	 등	 디지털	 매체의	 전형적	 특성을	 겸비하여	 등장한	 잡지	 매체들,	 
은	 시장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는	 듯	 보였다 디지털	 매거진의	 이.	 
상적인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되었던	 와이어드 매거진의	 경우	 아이패드	 (Wired)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	 된지	 열흘	 만에	 인쇄	 잡지	 이상의	 판매부수를	 기록하
며	 업계와	 사용자	 모두에게	 새로운	 잡지	 시장의	 안착과	 번영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의	 디지털	 매거진	 시장은	 초기의	 긍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빠르게	 침체	 
기에	 접어들었다 와이어드	 매거진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상의	 다운로드	 .	 70~80%	 
수	 하락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유료화를	 이루지	 못했고 기대되었던	 다른	 잡지	 매체,	 
들	 또한	 안정적인	 사용자	 확보에	 실패하여	 경영난에	 시달리다	 폐간에	 이르는	 등	 상
황은	 거듭	 악화되었다 흔히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문제점은	 매체	 환경의	 도입을	 .	 
위한	 초기	 비용 대용량	 콘텐츠가	 야기하는	 시공간적	 비효율 휴대성의	 저하 인쇄	 ,	 ,	 ,	 
잡지	 대비	 높은	 판매	 가격과	 저품질	 등이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외적	 장애	 요인일	 뿐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디
지털	 매거진	 시장의	 침체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태블릿	 산업과	 디지털	 .	 PC	 
매거진의	 시장성을	 확장시키려는	 업계의	 노력은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동
원한	 효율적	 제작방식과	 마케팅	 전략으로	 이어져	 그	 문제점들의	 상당	 부분을	 이미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새로운	 매체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란	 .	 
환경의	 변화와	 같은	 외적	 요인에	 앞서	 태생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내적	 
품질에	 의해	 좌우됨을	 시사하며 침체된	 디지털	 매거진	 시장의	 활성화는	 디지털	 매,	 
거진이라는	 특정	 매체	 범주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를	 판별하고	 이에	 대응하는	 내적	 
품질	 요인을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됨을	 지적한다.	 

재매개	 이론2)에	 따르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기존	 매체와의	 관계성에	 기반을	 
둔	 인식론적	 타당성 즉	 매체	 변이의	 계보학적	 근거와	 그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요,	 
구한다 회화에서	 사진 사진에서	 필름 필름에서	 영화로의	 흐름에서	 보이는	 바와	 .	 ,	 ,	 
같이	 새로운	 매체는	 기존	 매체의	 고유한	 형질을	 새로운	 환경으로	 흡수 동화시켜	 ,	 

2) 제이 데이비드 볼터 리처드 그루신 이재현 역 재매개 뉴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 , ‘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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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목적화하는	 과정을	 통해	 탄생하며 그	 과정에서	 확보된	 차별적	 유용성이	 사회적,	 
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매체	 변이에	 관한	 	 이러한	 관
점은	 오늘날의	 매체	 환경이	 디지털	 융합이라는	 개념	 하에	 영역	 간	 경계의	 불명확성
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능적 양식적	 통합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고,	 
려할	 때	 일견	 진부한	 형식주의적	 시도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길.	 
지	 않은	 역사의	 디지털	 매체가	 기존	 매체와의	 등가적	 위치에서	 완전한	 독자성을	 확
보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현존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매체,	 
가	 전자책 전자신문 인터넷	 웹	 매거진	 등의	 용어로	 불리며	 기존	 매체	 범주의	 ,	 ,	 TV,	 
틀에서	 분류되고	 있음은	 매체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수용이	 여전히	 계보학적	 관계
성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관계성에	 근거한	 재매개의	 개념은	 새.	 
로운	 매체	 양식을 기존	 매체	 양식과의	 경험적	 유사성과	 차별성이	 전략적으로	 실체	 
화된	 결과물로	 설명한다 새로운	 매체는	 기존의	 매체	 경험을	 투명하게	 표상함으로.	 
써	 태생적	 신분을	 드러내는	 한편	 이를	 변형 확장시켜	 기존의	 매체와는	 또	 다른	 차,	 
별적	 지위를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듯	 모순된	 두	 지점을	 동.	 
시에	 지향하는	 전략은	 디지털	 매거진을	 포함해	 디지털	 변이의	 과정을	 겪는	 대부분
의	 매체	 양식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양상이다.	 

그런데	 여타의	 계보학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인쇄	 잡지와	 디지털	 매거진
은	 그	 환경적	 인자에서부터	 확연한	 경험의	 차이를	 드러낸다 인쇄	 잡지는	 일정한	 .	 
형태와	 규격 부피와	 무게를	 가지는	 종이의	 물성으로	 그	 존재성을	 드러내고	 개별적	 ,	 
페이지의	 합으로	 구성된	 콘텐츠	 정보가	 촉각을	 위시한	 공감각적으로	 인지 조작되,	 
는	 반면	 태블릿	 는	 물리적	 감각을	 배제한	 단일	 스크린	 화면과	 터치	 인터랙션의	 PC
수단으로	 매개	 행위를	 지원한다 결국	 종이라는	 물성에	 기반을	 둔	 기존의	 매체	 경.	 
험을	 어떻게	 스크린	 상에서	 표상하고	 차별화할	 것인가는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의	 
우선적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이와	 같이	 경험의	 외적	 형태나	 소통	 방법의	 차이에	 ,	 
주목하고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바람직한	 매체의	 진화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
다 내적	 경험의	 실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외적	 형태만을	 답습하는	 표상행위는	 그	 .	 
결과적	 산물이	 단순히	 기존	 매체	 경험의	 피상적	 복제나	 모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차별화된	 매체양식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고 반대,	 
로	 기존의	 매체	 경험을	 유기한	 채로	 차별적	 경험의	 생성에만	 주목하여	 완전히	 새로
운	 언어	 양식을	 구축하려는	 시도	 역시	 매체	 특유의	 장르적	 범위와	 존재	 의도를	 모
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매체	 진화는	 기존	 매체의	 외형적	 특
성	 이면에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용	 의도를	 담보하는 내적	 품질	 요인으로서	 	 내재된	 
경험적	 원형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재매개의	 핵심	 전략인	 비매개적	 표상과	 하이
퍼매개적	 확장	 사이에서의	 합리적	 접점을	 모색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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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매거진의	 변이	 양상을	 전통적	 인쇄	 잡지와의	 계보학적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	 진화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잡지,	 
라는	 매체	 범주의	 경험적	 원형이	 사용자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를	 확보하는	 내
적	 품질	 요인으로서	 작용되는	 바람직한	 재매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태블.	 
릿	 용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	 매체의	 양식적	 변이와	 진화PC
에	 관한	 인문학적	 관점이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영역을	 이해하는	 토대로	 활용되고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제시하여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대응하는	 디자인	 방법론	 개발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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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와	 방법1-2.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의미적	 혼란을	 지양하기	 위해	 매거진 전자	 매e- ,	 
거진 앱진 앱북 전자	 잡지	 등	 시기적	 배경이나	 환경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흔히	 ,	 ,	 ,	 
혼용되고	 있는	 용어를	 디지털	 매거진으로	 통칭하고	 그	 협의의	 개념을	 태블릿	 PC	 
환경을	 통해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로	 한정하며 계,	 
층적으로는	 전자책의	 하위	 개념으로 계보학적으로는	 인쇄	 잡지의	 확장된	 개념으로	 ,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지털	 매거진에	 대한	 계보학적	 원류로서	 종이에	 인.	 
쇄되어	 제본된	 형태로	 출판되는	 잡지	 매체는	 인쇄	 잡지로	 지칭하며 터치스크린을	 ,	 
주	 입력	 장치로	 개별	 사용자가	 휴대하고	 다니며	 필요에	 따라	 손쉽게	 조작할	 수	 있
도록	 설계된	 휴대용	 장치에	 대한	 명칭은	 태블릿	 로	 통일하되	 스마트폰이나	 패PC PC
블릿과	 구별하여	 흔히	 잡지	 콘텐츠	 소비에	 최적화되어있다고	 여겨지는	 인치의	 9~10
화면	 사이즈를	 가진	 기기를	 보편적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위시하여	 설정되었다.

1) 종이책과	 전자책	 환경의	 차별적	 요소는	 무엇인가?

2) 인쇄	 잡지와	 디지털	 매거진	 양식	 사이에서	 발견되는	 경험적	 유사성과	 
차별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형태로	 실체화되는가?

3) 그러한	 유사성과	 차별성의	 근거는	 무엇이고	 사용자	 경험의	 측면에서	 발
휘되는	 효력과	 의미는	 무엇인가?

4) 디지털	 매거진이	 인쇄	 잡지와의	 관계로부터	 나름의	 독자적	 지위를	 확보
하고	 사용자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견지하기	 위한	 디자인	 방향성은	 무엇
인가?	 

5) 잡지매체의	 장르적	 범주를	 관통하는	 경험적	 본질은	 무엇이며	 디지털	 환
경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개선될	 수	 있는가?

기술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과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의	 세부적	 배경으로	 
활용될	 주제어들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문헌	 연구과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기술	 .	 
환경적	 변화에	 따른	 매체	 변이의	 논리를	 진화론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
해	 매체의	 계보학적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재매개	 이론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문헌들
을	 참고하였으며 디지털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재매개적	 매체	 양식이	 발휘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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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의미와	 효력을	 파악하기	 위해	 메타포와	 심상	 모형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의	 양식적	 변이를	 파악하기	 위해	 동원된	 사례는	 애플사의	 

앱	 스토어를	 통해	 아이패드용으로	 유통되는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	 다운로
드	 순위와	 보편적	 인지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인터페이스	 영역	 전반으로.	 
의	 개념적	 확장을	 위해	 잡지	 콘텐츠	 외에	 여타의	 내용적	 성격을	 가진	 모바일	 콘텐
츠	 사례를	 추가로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의	 과정에서	 한계로	 우려되었던	 .	 
점은	 표본	 확보를	 위한	 플랫폼의	 제한과	 같은	 환경적	 제약과	 표본	 선정과	 논리	 전
개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객관성	 결여	 등이	 있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시장,	 
의	 양상을	 주도하는	 특정	 플랫폼을	 활용한	 바	 이미	 충분한	 양의	 표본	 확보가	 가능
하였고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검증에	 주목하기	 보다는	 해당	 논제에	 대한	 정성적	 고
찰에	 이은	 의견	 개진을	 의도하는	 연구의	 목적상	 그대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는	 사례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축한	 가이드라인을	 토대
로	 하는	 작품	 연구에	 할애하였으며 가상의	 디지털	 매거진을	 임의로	 설정하여	 ,	 

어도비	 인디자인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수트html,	 (Adobe	 InDesign),	 (Digital	 
스케치 플린토	 포	 맥 등의	 저작	 도구Publishing	 Suite),	 (Sketch),	 (Flinto	 for	 Mac)	 

를	 활용하여	 태블릿	 환경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다 매체PC	 .	 
의	 재매개적	 변이	 양식을	 실험하고	 제안하려는	 의도로	 구축된	 작업물의	 성격상	 잡
지의	 내용을	 구성하는	 콘텐츠는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
춰	 임의로	 설정된	 목차	 계획에	 상응하도록	 기존	 잡지에서	 발췌 차용하여	 인터페이,	 
스	 계획에	 맞게	 재편집되었고 최종	 작업물의	 구동과	 전시를	 위한	 플랫폼	 환경으로,	 
는	 애플사의	 아이패드 인치 세대	 및	 세대 를	 활용하였다(9.7 ,	 4 5 ) .	 

작품	 연구에	 있어서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대상의	 제한 디자인	 계획의	 실현을	 ,	 
위한	 기술적	 자원의	 부족 디자인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결여	 등이	 있었다,	 .	 
단일기기에	 최적화된	 포맷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스마트폰을	 포함	 여타	 다양한	 
사이즈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기에	 대응하는	 디자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연구에	 요구되는	 기술	 환경적	 자원의	 부족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안한	 디.	 
자인	 계획의	 전체를	 구현하지는	 못하였으며 결과물의	 효력이	 디자인	 의도에	 부응,	 
하고	 있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따로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상품적	 
효용	 가치의	 제공이라기보다는	 인문학적	 논리의	 실체화를	 시도하는데	 주력하고자	 
했던	 작품연구의	 성격	 상	 그대로	 진행하였다.	 	 	 

논문은	 총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의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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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하였다1 ,	 .

장에서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쇄매체의	 개념적 양식적	 범위의	 확장을	 2 ,	 
연대기적으로	 검토하였다.

장에서는	 매체	 변이의	 계보학적	 논리와	 양식적	 효력을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3
하기	 위한	 배경	 이론으로서	 재매개와	 메타포의	 개념을	 정리하고	 인터페이스	 양식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장에서는	 디지털	 매거진	 양식의	 재매개적	 변이	 양상을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4
하고	 그	 의미와	 효력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

장에서는	 잡지	 매체의	 장르적	 본질과	 태블릿	 환경이	 제공하는	 차별적	 유5 PC	 
용성의	 분석을	 통해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으며 그,	 
에	 따른	 프로토타입의	 제작을	 진행하였다.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지적하였으며 그	 활용가능성	 및	 6 ,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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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환경의	 변화와	 인쇄	 매체2.	 

전자	 출판과	 전자책	 	 	 	 	 	 	 	 	 	 	 	 	 	 	 	 	 	 	 	 	 	 	 	 2-1.	 

태블릿	 와	 디지털	 매거진	 	 	 	 	 2-2.	 PC 	 



매체	 환경의	 변화와	 인쇄	 매체2.	 	 	 	 	 	 

전자	 출판과	 전자책2-1.	 	 	 	 

인류의	 기록	 문화를	 주도해온	 매체는	 책이다 문자의	 발명이라는	 인류	 역사의	 .	 
혁신은	 지식과	 정보의	 효율적	 전파와	 공유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제지술과	 활자	 인
쇄술의	 발명은	 출판의	 개념을	 등장시켜	 책이라는	 매체의	 대중성을	 높이는	 사회문화
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근현대에	 들어와	 정교한	 인쇄물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	 
게	 만든	 윤전기의	 발명으로부터	 실크스크린 평판인쇄술 그리고	 편집과	 인쇄의	 전	 ,	 ,	 
과정에	 컴퓨터가	 활용되는	 와	 CTS(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DTP(Desktop	 

로	 이어지는	 기술	 혁신은	 책이라는	 매체가	 지닌	 전통적	 성격과	 가치를	 Publishing)
재고하며	 종이	 인쇄물을	 전제로	 받아들여졌던	 출판의	 개념을	 디지털의	 영역으로	 확
장시켰다.	 

년	 국제출판협회 에	 전자출판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보편적	 용어로	 정1980 (IPA)
착된	 전자	 출판 은	 애초에는	 종이책	 편집	 과정의	 전산화로	 이해되었으(e-publishing)
나	 출판의	 방법이나	 과정 유통에	 관한	 기술적	 진보가	 지속됨에	 따라	 그	 개념적	 범,	 
위를	 넓혀왔다 국내의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조가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	 ,	 2 “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
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3)로	 규정하고	 있으며	 

년	 월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2011 10 32
규칙	 제 조는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11 “
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
자출판물”4)이라고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의	 전자	 출판은	 와	 .	 ,	 CTS

와	 같이	 종이	 인쇄	 매체의	 효율적	 생산을	 위해	 전산화된	 제작	 과정	 뿐	 아니라	 DTP
흔히	 의	 형태로	 제공되는	 나	 통신망으로	 CD-ROM DBP(Disk	 Book	 Publishing) PC	 
전달되는	 온라인	 출판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는	 멀티	 미디어형	 인터넷	 서비,	 
스를	 포함하는	 디지털	 등	 비종이	 출판물의	 생산과	 SBP(Screen	 Book	 Publishing)	 
유통으로	 범위를	 넓혀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 1]5)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http://www.law.go.kr/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 %20
5) 이기성 과 한글폰트 동일출판사 , e-book , , 2000, p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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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자	 출판과	 주변	 산업	 환경[ 1]  

기술	 환경의	 발전이	 전자	 출판의	 개념적	 정의와	 범위를	 확장시켜왔던	 것과	 궤
를	 같이	 하여	 그	 최종적	 결과물로서	 전자책	 또한	 기술적 개념적	 변화를	 거듭하며	 ,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져	 왔다 미국	 기술정보국 은	 전자책을	 책을	 보는	 .	 (NTIS) “
것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도록	 화면에	 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콘,	 	 
텐츠를	 표시하는	 단말	 시스템	 그	 자체”6)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책	 콘텐츠의	 확,	 
산과	 다각적	 재생산을	 의도하고자	 설립된	 단체인	 는	 문OeBF(Open	 eBook	 Forum) “
자	 저작물이	 포함되어	 디지털	 형태로	 출판되고	 열람되는	 콘텐츠로서	 하나	 이상의	 
고유한	 식별자 메타데이터 콘텐츠	 부문으로	 구성되는	 것	 또는	 그	 전자책을	 읽기	 ,	 ,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	 디바이스	 자체”7)로	 명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두	 관점.	 
이	 공히	 매체를	 구성하는	 내용과	 형태	 뿐	 아니라	 단말	 시스템 과	 하드웨어	 디바“ ” “
이스 라는	 말로	 그들이	 제공되는	 환경적	 요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전” .	 
자출판의	 범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자책의	 범위는	 년대의	 에서	 1970 CTS 1980
년대의	 결과물 년대의	 인터넷이	 대중화된	 년대	 중반의	 DTP	 ,	 1990 CD-ROM,	 1990

네트워크와	 년대	 말의	 디지털	 단말기를	 활용한	 결과물까지	 다양한	 PC	 1990 SBP	 
매체형식을	 포괄하며	 확장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미	 편집과	 출판과정의	 전산.	 
화가	 보편화된	 환경에	 맞추어	 전자출판물이란	 용어를	 비종이책	 출판물에	 한정하여	 
사용하자는	 의견과	 함께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	 접근되는	 협의적	 개념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자책	 콘텐츠에	 특화된	 디바이스	 제작기술과	 .	 
유무선	 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6) 최연철 외 인 해외 콘텐츠시장조사 출판 영화 한국콘텐츠진흥원 재인용 7 , 2009 ( , ), , 2010, pp.7 
7) 최연철 외 인 앞의 저서 재인용 7 , , p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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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아마존의	 킨들 을	 위시한	 전자잉크 기반의	 독서	 전(kindle) (e-ink)	 
용	 디바이스인	 이른바	 이리더 와	 애플사의	 아이패드로	 대표되는	 태블릿	 (e-reader)
의	 보급은	 종이책의	 느낌을	 더욱	 흡사하게	 표현하거나	 멀티	 미디어적	 구성의	 콘PC

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전자책의	 보급이	 우리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앞서가는	 .	 
미국	 출판	 시장의	 경우	 신간	 도서	 중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율은	 에	 이르30%
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의	 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은	 전자책	 ,	 65%
단말기	 킨들을	 앞세워	 년	 이미	 인쇄	 잡지의	 판매량을	 추월하였다2012 .8) 그림	 	 [

그림	 2][ 3]

그림	 [ 2 아마존	 킨들]  (kindle) 

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31/2014123102302.html?Dep0=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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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종이책과	 전자책	 판매량	 비교 아마존]  , , 2012

전자책 전용 단말기 목록

한국이퍼브
크레마 터치 크레마 샤인 크레마 카르타

크레마 1

아이리버 아이리버 스토리 아이리버 커버스토리 아이리버 스토리 HD

교보문고 교보 리더e 교보 SAM

리디북스 리디북스 페이퍼

아마존 킨들
킨들 키보드 킨들 DX 기본형 킨들

킨들 페이퍼화이트 킨들 보이지 킨들 오아시스

반스 앤 노블 누크 누크 심플 터치 누크 글로라이트

라쿠텐 코보 코보 글로 코보 오라

기타 업체 북큐브 B-612 페이지 원 인터파크 비스킷

표	 [ 1 국내	 전자책	 단말기]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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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거진2-2.	 	 

흔히	 이매거진 이라는	 용어로도	 불리는	 디지털	 매거진은	 전자	 출판(e-magazine)
의	 과정을	 거친	 출판물의	 일종으로서 인쇄	 잡지의	 콘텐츠를	 재활용하거나	 또는	 독,	 
자적으로	 구성한 잡지	 콘텐츠를	 나	 단말기에서	 재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PC
매체	 양식을	 통칭하는데 양식	 간의	 엄격한	 시기적 환경적	 구분을	 위해서는	 태블,	 ,	 
릿	 를	 매개체로	 유통 소비되는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로	 그	 범위가	 한정되나	 보PC ,	 
편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반영된	 생산 유통 소비	 환경을	 거쳐	 제공되는	 잡지	 콘텐,	 ,	 
츠를	 의미한다	 

전자출판	 환경의	 성숙과	 궤를	 같이	 하여	 매체	 양식적	 변이를	 추구해왔던	 전자
책과	 마찬가지로	 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디지털	 매거진의	 초90
기	 형태는	 주로	 으로	 제작 배포되어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재생되는	 데스CD-ROM ,	 
크톱	 매거진으로	 출발하였다 그림	 .[ 4]	 

그림	 [ 4]  Blender CD-ROM Magazine, 1995 

키보드와	 마우스의	 사용 규격화된	 스크린	 해상도와	 컴퓨터	 제원,	 ,‘ 윈도WIMP’	 (
우 아이콘 메뉴 포인터 패러다임	 등	 기존에	 없던	 독특한	 기술	 환경적	 요건을	 토대,	 ,	 ,	 )	 
로	 하는	 데스크톱	 컴퓨터	 환경은	 전통적	 매체경험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론적,	 
방법론적	 단초를	 제공하였다 하이퍼링크를	 통한	 비선형적	 서술	 구조와	 함께	 애니.	 
메이션 사운드 비디오	 등을	 자유롭게	 결합하는	 다이내믹한	 정보	 구성방식으로	 인,	 ,	 
해	 뉴미디어	 콘텐츠	 혹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라	 불리는	 전형적	 특징으로	 새로운	 잡
지	 경험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데스크톱	 매거진의	 전략은	 과거의	 개념을	 초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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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읽기	 방식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출판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잡지	 
소비시장의	 확대를	 견인하는	 계기로	 평가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비용에	 대,	 
한	 부담과	 인터넷	 매체와의	 경쟁 뚜렷한	 소비시장의	 부재	 등을	 이유로	 대중적	 확,	 
산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데스크톱	 매거진	 양식의	 대중적	 확산을	 방해했던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제공하는	 매체	 경험의	 방식	 그	 자체이기도	 하다.	 
알렉스	 헨리 는	 년	 아이패드를	 위한	 비브 매거진의	 컨셉	 (Alexx	 Henry) 2010 (VIV)	 
작업9)에서	 동영상으로	 구현되는	 표지와	 인터렉티브한	 기사	 시퀀스	 전개를	 통해	 문
자화된	 텍스트와	 애니메이션의	 능동적인	 결합으로	 완성되는	 다이내믹	 콘텐츠로서의	 
잡지개념을	 재탐색하였는데 콘텐츠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	 
와	 함께	 국제적인	 광고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림	 .[ 5]	 

	 

그림	 [ 5]  Alexx Henry, VIV Magazine, 2010 

9) http://www.alexxhenry.com/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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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수용의	 많은	 부분이	 기존의	 매체로
부터	 얻어진	 경험적	 범위와	 폭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잡지	 매체,	 
로서의	 개념적	 영역을	 극복한	 디지털	 인터렉티브	 콘텐츠를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양식을	 여전히	 잡지라는	 매체	 범주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는	 의문을	 완전
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매체환경의	 성숙에	 따라	 거듭	 강조되는	 기술	 환경적	 요건은	 매체	 양식의	 형성
에	 일련의	 관습적	 규약을	 새롭게	 제시하고	 이에	 순응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최초의	 웹	 페이지는	 그	 레이아웃과	 디자인에	 있어서	 인쇄물을	 외형적으로	 모사하는	 
단순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웹이라는	 매체	 공간의	 성숙과	 함께	 나름의	 환경적	 장
점과	 제약에	 적응하는	 웹	 인터페이스의	 전형을	 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	 
년대	 중후반	 웹	 페이지	 또는	 블로그의	 형태로	 진화한	 온라인	 매거진	 또는	 웹	 매90

거진 은	 서로	 다른	 두	 방향의	 방법론적	 기준에	 근거하여	 그	 보편적	 양식을	 (e-zine)
달리하였는데 그	 하나는	 인쇄	 잡지	 형식의	 복제이고	 다른	 하나는	 웹	 환경이	 제안,	 
하는	 전형적	 디자인	 패턴의	 적극적	 차용이었다 당시	 온라인	 출판시장의	 가능성을	 .	 
예측하고	 그	 선도적	 역할을	 자처했던	 몇몇	 잡지는	 웹	 페이지	 형태의	 디자인	 패턴을	 
나름의	 스타일로	 인정받으며	 역으로	 인쇄	 버전을	 추가	 발행하는	 상업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림	 그러나	 데스크톱	 환경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제약과	 과도.[ 6]	 PC	 
한	 웹	 페이지	 양식의	 차용은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매체	 고유의	 장르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타블로이드	 웹	 사이트라는	 이름으로	 구별되며	 대중
적	 잡지매체로서의	 영향력을	 지속시키지	 못하였다.

그림	 온라인	 매거진[ 6]  , Sa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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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와	 디지털	 매거진	 시장2-3.	 PC

전자책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디지털	 매거진	 시장의	 본격적인	 확장을	 확대했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태블릿	 의	 등장이다 태블릿	 란	 터치스크린을	 주	 입력	 PC .	 PC
장치로	 장착한	 휴대용	 디바이스로	 개별	 사용자가	 직접	 휴대하고	 다니며	 필요에	 PC	 
따라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 멀게는	 세기	 후반	 정보의	 .	 19
원격전송을	 시도했던	 텔로토그래프 의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태블(telautograph)
릿	 는	 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동명의	 제품PC 2001 10)으로	 그	 현대적	 개념
을	 제안하였고	 년	 현재	 일반적으로	 인치의	 스크린과	 멀티터치	 입력기능2015 7~12
을	 탑재한	 휴대용	 미디어	 디바이스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림 [ 7 태블릿 아이패드 세대] PC, 1 , iPad, 2010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
망을	 부추겼고	 이는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11) 환경의	 구축과	 	 
함께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상용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블릿	 의	 등.	 PC
장은	 향상된	 휴대성과	 직관적	 사용성	 등을	 이유로	 데스크톱	 환경의	 한계를	 극PC	 
복하는	 차별화된	 미디어	 장치로서	 그	 역할을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아이패,	 

10) http://en.wikipedia.org/wiki/Microsoft_Tablet_PC
11) http://www-sul.stanford.edu/weiser/Ubi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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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의	 경우	 년	 월	 처음	 출시된	 이래	 억	 만대	 이상의	 누적	 판매량2010 4 2 5000
년	 월	 기준(2015 1 )12)을	 달성하여	 태블릿	 의	 대중적	 상용화를	 견인하였다 한PC .	 

편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과	 같이	 태블릿	 에	 특화된	 콘텐츠PC
를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하는	 새로운	 유통구조	 역시	 침체되었던	 출판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주요	 인자로	 작동하였다 앱스토어의	 경우	 현재	 만개에	 달하는	 태.	 72
블릿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있는데13) 그	 대표적인	 유형은	 게임을	 비롯하	 
여	 북 매거진과	 같은	 도서관련	 애플리케이션이며	 편리한	 검색과	 손쉬운	 구입과정,	 
으로	 인해	 전자책	 콘텐츠로의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한다.	 

루치아노	 프리쩨라 와	 에이던	 로웨 는	 모바일	 (Luciano	 Frizzera) (Aidan	 Rowe) “
디바이스는	 스크린에	 표시된	 디지털	 정보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웹	 환경에서	 
상실했던	 물리적	 감각을	 되찾고	 매개행위에	 대한	 비매개적	 감각을	 유발한다”14)고	 
말하며	 잡지	 매체양식의	 재매개를	 위한	 효과적	 장치로서	 태블릿	 의	 유용성을	 주PC
장하였다 태블릿	 가	 제공하는	 터치	 유저	 인터페이스.	 PC (Touch	 User	 Interface	 ;	 

에서	 콘텐츠는	 그	 자체로	 콘테츠	 임과	 동시에	 내비게이션	 장치이다 시TUI) .	 WIMP	 
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데스크톱	 인터페이스는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이라는	 매개행
위로	 사용자와	 콘텐츠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반면 는	 터치스크린의	 직접,	 TUI
적	 조작으로	 그	 둘	 사이의	 관계성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인쇄	 잡지의	 경험과	 유
사한	 매체경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	 재매개적	 효용에	 대한	 관점은	 .	 TUI
뒤의	 ‘ 디지털	 매거진의	 재매개적	 변이4-2.	 에서	 재검증의	 과정을	 거쳐	 평가될	 것’
이나 기존에	 없던	 기술 환경적	 영향력으로	 정보	 매개방식의	 획기적	 전환을	 유발,	 ⋅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잡지매체의	 양식적	 변이를	 도모하기	 위한	 매력적인	 공간일	 
것이다 그림	 .[ 8]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문화	 전문잡지인	 와이어드 는	 지난	 년	 월	 (Wired) 2010 5
아이패드의	 출시	 직후	 디지털	 버전을	 출간하여	 태블릿	 에	 최적화된	 잡지	 모델을	 PC
제시했다고	 평가받으며	 첫	 달에만	 만부	 가까이	 다운로드	 되는	 반향을	 일으켰다10 .	 
콘텐츠를	 구성하는	 시청각적	 요소들을	 자유롭게	 조합하고	 데스크톱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는	 멀티터치	 인터랙션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구축
함으로써	 능동적인	 사용자	 몰입을	 유도하려했던	 와이어드의	 성공적인	 발매에	 고무
된	 여러	 전위적인	 잡지들은	 경쟁적으로	 차별화된	 매체경험을	 시도하며	 또	 다른	 잡
지혁명을	 기대하였다 그림	 .[ 9]	 

12) 재인용http://www.koreatimes.com/article/911161
13) http://www.statista.com/statistics/277209/number-of-available-native-ipad-apps/
14) Frizzera, L. & Rowe, A. “Remediating Magazines Using Tablet's Tangible User Interface”, 

2012. from http://luciano.fluxo.art.br/?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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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8 ]  Bonnier tablet magazine  concept, Bonnier, 2009 

	 

그림 [ 9 아이패드용 와이어드 매거진] , Wired Magazine on 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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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년여가	 지난	 현재 그러한	 기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맞이하지	 6 ,	 
못하였다 한	 때	 모든	 디지털	 매거진이	 양식적	 기준으로	 삼았던	 와이어드는	 출시	 .	 6
개월여	 만에	 판매가	 가까이	 감소하고	 년여	 만에	 고작	 1/5	 2 12%15)의	 매거진	 애플
리케이션	 구독자	 비율을	 확보하며	 대표적	 태블릿	 매거진으로	 자리	 잡는데	 실패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와이어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또	 다른	 .	 .	 
명품	 잡지로	 기대를	 모았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애플리케이션	 구독자	 비율이	 와이
어드에도	 미치지	 못하는	 에	 불과하고4% 16) 비록	 매체의	 범주는	 신문으로	 간주되었,	 
으나	 태블릿	 미디어의	 차별성을	 표방하며	 화제	 속에서	 출시되었던	 더데일리(The	 

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출시	 년여	 만에	 폐간되었다 그림	 Daily) 2 .	 [ 10]

그림 [ 10 아이패드용 더데일리] , The Daily, 2011 

이와	 같이	 여러	 매체가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소개하는	 태블릿	 매거진의	 초라한	 
실상은	 디지털	 매거진이	 독자적	 매체범주로서	 나름의	 대중적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가시적	 문제점들을	 시사한다 흔히	 지적되었던	 단.	 
점으로는	 대용량	 콘텐츠가	 야기하는	 시공간적	 낭비와	 높은	 구입비용 그리고	 인쇄	 ,	 
잡지	 대비	 저품질	 등인데 디지털	 매거진	 환경의	 특화된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풍부,	 

15) 재인용 http://gigaom.com/2013/10/06/tablet-magazines-failure/ 
16) 재인용 http://gigaom.com/2013/10/06/tablet-magazines-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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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멀티미디어	 기능은	 다운로드하고	 구동시키는데	 수분이	 걸리는	 시간과	 많은	 저장	 
공간 높은	 하드웨어적	 성능을	 요구하고	 또한	 품질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	 
기존	 인쇄	 잡지의	 익숙한	 경험을	 대체하도록	 강요받는	 것	 또한	 고민스러운	 일일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술	 환경적	 발전과	 상업적	 여건.	 
의	 조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극복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나날이	 발전하는	 태블.	 
릿	 의	 하드웨어적	 성능은	 이미	 시공간적	 낭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디지털	 PC
매거진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은	 효율적	 제작방식의	 모색으로	 이어져	 
그	 가격과	 품질경쟁에	 대한	 나름의	 합의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데스크톱	 매거진과	 온라인	 매거진의	 경우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촉발한	 매체경험에	 관한	 진화론적	 
이해와	 사회적	 합의의	 부재일	 것이다.	 즉	 디지털	 매거진이	 어떻게	 기존	 인쇄	 잡지
의	 경험적	 정체성과	 그로부터의	 차별적	 유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나름의	 독자적	 
가치를	 대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기존	 매체형식의	 맹목,	 
적	 답습이나	 태블릿	 환경의	 기술 환경적	 요건을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는	 간단PC	 ⋅
히	 해결되지	 않는	 듯	 보인다 여러	 세대의	 변화를	 거치는	 동안	 독립적인	 유전	 형질.	 
들이	 생존하고	 재생산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유전자	 부동과	 집단
과	 환경의	 상호	 연계에	 의해	 유전형질을	 선택하는	 자연선택을	 작동	 기제로	 하여	 집
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종의	 탄생을	 야기한다는	 진화의	 개
념17)에서	 볼	 때 디지털	 매거진의	 주체적	 진화	 가능성	 역시	 기존	 매체	 경험의	 유,	 
지와	 확장이라는	 모순된	 방향성	 사이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접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17) 진화 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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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론3.	 

재매개3-1.	 

마셜	 맥루한 이	 미디어의	 이해 에서	 그	 어떤	 미디어의	 (Marshall	 Mcluhan) “ ”	 “
경우도	 내용은	 항상	 또	 다른	 미디어가	 된다‘ ’ ”18)고	 지적한	 바와	 맥락을	 같이	 하여	 
새로운	 매체는	 늘	 기존의	 매체보다	 확장된	 유용성을	 약속하는	 장치로서	 그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해왔다 회화에서	 사진 사진에서	 필름 필름에서	 로의	 흐름에서	 .	 ,	 ,	 TV
보이는	 것처럼	 기존의	 매체를	 흡수 동화시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로	 재목,	 
적화	 한다는	 재매개의	 개념은	 모든	 매체의	 변이과정과	 공존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된다.	 

리처드	 그루신 과	 제이	 데이비드	 볼터 는	 매(Richard	 Grusin) (Jay	 David	 Bolter)
체의	 형식적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계보학적	 특질을	 분석한	 그들의	 저서	 재매개	 “
뉴미디어의	 이해:	 ”19) 에서	 새로운	 매체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수정	 ,	 

개선하려는	 인간	 성향적	 변이의	 과정으로	 재매개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들은	 모.	 
든	 매체가	 기존	 매체와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탄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매체	 간	 
상호	 표상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험적	 몰입의	 양상을	 재매개가	 가진	 두	 가지의	 핵
심	 논리인	 비매개 와	 하이퍼매개 사이의	 의존적	 작용으로	 (immediacy) (hypermediacy)
설명한다 그림	 .	 [ 11]

그림 매체변이의 재매개적 양상[ 11] 

18)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 The Extensions of Man”.1st Ed. McGraw Hill 
Company, 1964. pp23~24

19) 제이 데이비드 볼터 리처드 그루신 이재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 .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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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개는	 실체적	 경험의	 획득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끊임
없이	 매체의	 증식을	 의도함과	 동시에	 그	 매개의	 모든	 자취를	 지워버리려	 노력한다.	 
이러한	 독특한	 관습적	 문화의	 투영으로	 오늘날의	 거의	 모든	 매개양상은	 비매개와	 
하이퍼매개로	 일컬어지는	 이중적	 논리가	 각각의	 매체환경에서	 전략적으로	 실체화되
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비매개는	 매개과정에	 대한	 자각을	 적극적으로	 배제함으로써	 .	 
획득할	 수	 있는	 투명한	 사용자	 경험 즉	 매체	 스스로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	 
것이	 표상하려는	 대상을	 경험적으로	 실체화하는데	 주목함으로써	 사용자의	 직접적이
고	 즉각적	 몰입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매개적	 의도가	 지향하는	 투명성의	 가.	 
치는	 회화매체의	 선형원근법으로부터	 오늘날의	 디지털	 가상현실	 기술까지	 오랜	 세
월	 매체의	 존재가치를	 규정하고	 그	 변이양상을	 주도하는	 전략적	 방법론으로	 유용성
을	 발휘해왔다 그림	 .	 [ 12]

그림 선형원근법[ 12]  , Francesco dii Giorgio, martini architectural perspective, 1490  

비매개의	 논리가	 표상행위의	 계시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경험적	 대상과의	 직
접적	 관계를	 유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하이퍼매개의	 논리는	 매체의	 독자적	 존재성,	 
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표상하려는	 경험적	 대상으로	 포함하여	 그	 매개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가시화한다 그	 시도는	 매개의	 신호와	 경로의	 다양성이	 표상하려는	 대.	 
상을	 향하는	 풍부한	 감각체계를	 동원시켜	 본래의	 인식대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내
적	 경험의	 범위를	 제공한다는	 관점을	 토대로	 한	 전략적	 가치를	 주장하는데 이	 같,	 
은	 관점은	 오늘날	 현대시각예술이	 획득하게	 된	 미학적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며	 현대
의	 디지털	 매체에서도	 매체공간의	 불연속성 과	 매개과정의	 인위성“ ” “ ”20)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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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	 양상으로	 발현된다 그림	 .[ 13]	 

그림 [ 13 매체공간의 인위성 리차드 해밀턴 오늘날의 가정을 그토록 ]  , , 
색다르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1992 

경험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비매개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체경험의	 범위를	 매체,	 
가	 애초에	 표상하고자	 했던	 대상을	 넘어	 매개양식을	 포함한	 매체	 그	 자체로	 확대시
키는	 하이퍼매개적	 관점은	 경험의	 불투명성이	 초래할	 수	 있는	 실재의	 변질 즉	 대,	 
상에	 대한	 경험의	 불일치성을	 이유로	 비판의	 여지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가	 .	 
매체의	 존재성에	 투영해왔던	 욕망의	 범위를	 인정하고	 매체를	 통한	 경험적	 실체화의	 
대상을	 사용자의	 주체적	 입장에서	 재정의함으로써	 매체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새로운	 매체로의	 변이는 기존의	 매체를	 비매개적으로	 표상함과	 동시에	 	 
하이퍼매개적으로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논리가	 발휘하는	 경험적	 효력을	 공
유한다 그	 효력의	 양상은	 기존의	 매체경험으로부터	 이어지는	 유사성과	 차별성으로	 .	 
드러나는데 매체는	 이를	 통해	 ,	 매체경험의	 원형을	 설정하는	 한편	 새로운	 매개양식
의	 차별적	 유용성을	 확보한다.

20) 제이 데이비드 볼터 리처드 그루신 앞의 저서 , . .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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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포와	 심상	 모형3-2.	 	 

메타포3-2-1.	 

메타포 는	 (Metaphor) 희랍어의	 초월해서 라는	 의미의	 와	 옮기다 를	 의미하' ' meta ' '
는	 의	 조합을	 어원으로	 전통적인	 pherein 언어학에서	 분류하는	 비유	 언어의	 기본	 형
태로서	 어떤	 사물에	 대한	 언어를	 다른	 사물의	 언어로	 전이시키는	 방법이다.	 아리스
토텔레스는	 메타포는	 어떤	 것에	 다른	 것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21)라는	 말로써	 
이질적	 개념들	 간의	 신분적	 등치라는	 메타포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메타포“
는	 원천적으로	 어떠한	 대상이나	 행위에	 해당하는	 이름이나	 묘사를	 그것과	 다른 그,	 
러나	 유사한	 대상이나	 행위에	 전이시키는	 비유적	 표현이다”22)라는 사전적	 정의는	 	 	 
대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유사성의	 적시를	 통해	 그	 작동	 원리를	 구체화한다.	 
존슨 은	 메타포는	 직접적인	 등가물이	 아닌	 대상들	 간의	 관계를	 형(Steven	 Johnson) “
성하며	 그	 효력의	 강렬함은	 두	 대척점	 사이의	 간격을	 통해	 발휘된다”23)라고	 하며	 대
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	 차이를	 메타포의	 전제요건으로	 명시했다 반면	 이질적.	 
인	 대상	 간의	 전이	 가능성은	 그	 자체로	 그들이	 공유하는	 유사성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암시한다 내포된	 성질이나	 구조	 등과	 같이	 두	 이질적인	 대상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	 
는	 내용의	 유사성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분적	 전이는	 단순한	 이름의	 차용	 또
는	 지명에	 다름	 아니며	 자연스러운	 의미적	 연상을	 유도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인식전
환의	 강요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메타포는	 두	 대상적	 개념	 사이를	 구분하.	 
는	 본질적	 차이를	 전제하는	 동시에	 원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유사성을	 발견 결부시,	 
킴으로써	 개념적	 이해의	 유용한	 방식을	 제공하려는	 의식적	 시도로	 이해된다.	 	 	 	 	 

메타포의	 속성을	 부연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는	 메타포가	 언어적	 표현이라는	 차원
의	 문학적	 장치로써	 활용하기	 앞서	 인간의	 근본적인	 사고체계에	 본능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인지적	 장치로서	 기능을	 작동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본래	 세상을	 이해하.	 
고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은유적이라는	 의미로	 라코프 와	 존슨 은	 (Lakoff) (Johnson) "
메타포는	 인간	 생활의	 현실을	 축조하며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한다 즉	 인간.……
은	 메타포에	 의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활의	 모든	 측면에	 관한	 체험을	 현
실로	 축조하며 그렇게	 축조된	 현실에	 근거해서	 추리하고	 타인과	 소통한다,	 "24)고	 주

21) Aristotle. (350 B.C.E). “Poetics”. The Internet Classics Archive(1994),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from http://classics.mit.edu/Aristotle/poetics.3.3.html

22) Oxford Dictionaries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from 
http://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metaphor

23) Steven Johnson. “Interface Culture: How New Technology Transforms the Way We Create 
and Communicate”. Harper San Francisco, 1997, p.59

24)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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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며	 그와	 같은	 관점을	 지원한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그림.	 [ 14]25)에서와	 같이	 
새로운	 개념을	 접할	 때	 이를	 쉽게	 해석하고	 정의내리기	 위해	 기존의	 익숙한	 개념으로
부터	 획득한	 경험적	 지식에	 의존하며 이러한	 대체적	 표현을	 통한	 유추의	 양상은	 우,	 
리의	 일상	 전반의	 범위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림 메타포의 구조와 매핑[ 14]  

심상	 모형3-2-2.	 

라코프와	 존슨 의	 지적에서	 메타포에	 의해	 축조된	 현실 이란	 (Lakoff	 &	 Johnson) " "
새로운	 개념과	 기존의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대입하는	 맵핑 과정(mapping)	 
을	 통해	 또	 다른	 별개의	 개념형태로	 새롭게	 인지되는	 심상모형 을	 의(mental	 model)
미한다 크레이크 에	 의해	 그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	 (Kenneth	 Craik)
있는	 심상모형26)의	 개념은	 주로	 인지심리학의	 영역에서	 외부세계의	 작동방식에	 대한	 
연역적	 추론	 과정을	 묘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되었는데	 이후	 휴먼	 컴퓨터	 인터
랙션 의	 영역에서	 사용성에	 관한	 연구와	 결합하면서	 시스템의	 작동방식에	 대한	 (HCI)
사용자의	 내재적	 이해를	 묘사하는	 개념으로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중요한	 이론
적	 배경으로	 자리하였다.	 도널드	 노먼 은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Donald	 Norman) "
환경이나	 타인 기술적	 유물	 등과	 소통할	 때	 우리	 자신과	 그들에	 대한	 내부적	 심성모,	 
형을	 구축한다 이러한	 모형들은	 소통의	 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유효한	 ……	 
기능을	 제공한다"27)고	 전제하고	 디자이너의	 심상모형과	 사용자	 심상모형	 사이의	 소

25) 이수원 학습 환경에서 인터페이스의 메타포 구조가 학업성취 및 사 , “WBI(Web Based Instruction) 
용편의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제 권”, , 17 , 2001, pp.109-130

26) Johnson-Laird, “Mental Models and Thoughts”. The Cambridge Handbook of Thinking 
and Reasoning, 2005, p.186

27) Donald Norman, “Some Observations on Mental Model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3,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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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원리를	 그림[ 15]28)와	 같이	 묘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고자	 	 .	 
구축된	 디자이너의	 심상모형은	 사용자와의	 소통경로인	 시스템	 이미지 즉	 인터페이스,	 
를	 통해	 구체화되고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스템	 작동원리에	 대한	 나
름의	 독자적인	 심상모형을	 구축하게	 된다.

그림 심상모형의 작동[ 15]  

요컨대 인터페이스에서의	 심성모형은	 당면한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가	 내부적으,	 
로	 구축하는	 구조적 내용적 기능적	 이해를	 의미하며	 메타포는	 이러한	 사용자	 심상,	 ,	 
모형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인터페이스에	 활용되는	 유력한	 기술적	 장치로	 수용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타포3-2-3.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타포의	 기능
적	 효용성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며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왔다.	 “주변의	 세계
에	 대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지식을	 활용하는	 메타포는	 새로운	 애플리케
이션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는	 방법이며 구체적이고	 익숙한	 개념을	 수반하는	 메,	 
타포를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컴퓨터	 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을	 유도할	 
수	 있다.”29) 익숙한	 메타포는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을	 위한	 직접적이고도	 직관적	 “
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메타포는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대입함으로써	 사용자로	 .	 

28) Donald Norman, “The Design of Everyday Things”. Basic Books, 2002, p.16
29)Apple Computer Inc, “Macintoshi Human Interface Guideline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9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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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작동양상을	 쉽게	 예측하고	 배우게	 한다.”30) 비슷한	 	 
개념적	 접근으로서	 캐롤 은	 메타포는	 이해하려는	 새로운	 개념의	 속(john	 M.	 Carroll) "
성 행위 과정을	 이미	 익숙한	 다른	 개념의	 속성 행위 과정과	 유사하게	 만듦으로써	 ,	 ,	 ,	 ,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초기	 이해도를	 증진시킨다"31)고	 하였고 에릭슨,	 

은	 메타포는	 구체적	 경험을	 통해	 이미	 구축된	 익숙한	 지식을	 새(Thomas	 Erickson) "
로운	 추상적인	 개념의	 구조적	 이해에	 활용하려는	 하나의	 본능적	 모형으로	 기능한다…
이는	 인터페이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32)라고	 말하며	 인터페이스	 메타포의	 태생적	 유
용성을	 주장하였다.	 

메타포는	 하나의	 개념을	 또	 다른	 차별적	 개념으로	 대체하여	 설명함을	 의미하고,	 
그	 의도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대체의	 대상과	 대체재로써의	 개념	 사이에	 존재
하는	 유사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세심하게	 디자인된	 인터페이스	 메타포는	 인식의	 .	 
대상으로서의	 시스템과	 이를	 대체하는	 시스템	 구성요소들	 사이의	 개념적	 동일성	 혹은	 
내용적 관계적	 유사성을	 반영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심상모형과	 사용자	 심상모형을	 최,	 
대한	 빠르게	 일치시키는	 효력을	 발생시킨다 로젠필드 와	 모빌.	 (Louis	 Rosenfeld)

은	 구축된	 심상모형의	 내용에	 따라	 메타포의	 유형을	 구조적 기능적(Peter	 Morville) ,	 ,	 
시각적	 메타포로	 나누어	 구분하였다.33) 구조적	 메타포는	 기존의	 익숙한	 시스템에	 대	 
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의	 정보구조체계를	 이해시키는	 인지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고	 기능적	 메타포는	 작업의	 수행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경험을	 새로운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시각적	 메타포는	 아이콘 그래픽 컬러	 등과	 같이	 익숙한	 ,	 ,	 ,	 
시각요소들을	 동원하여	 새로운	 시스템과의	 인지적	 상관관계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유형별	 효력은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획득되는	 대상이라기보다	 통합적
인	 차원에서	 의도되고	 추구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데스크톱	 인터페이스의	 원,	 PC	 
형이라	 일컬어지는	 제록스의	 스타시스템 그림 에	 대한	 개발자들의	 자(Xerox	 Star)[ 16]
평은	 인터페이스	 메타포의	 기능적	 의미를	 재확인하고	 심상모형의	 통합된	 효력을	 설명
한다.	 “스타시스템은	 디렉토리를	 표시할	 때	 단순히	 파일제목의	 목차를	 나열하지	 않
고	 파일	 그	 자체를	 표시하여	 사용자의	 이해와	 조작을	 가능하게	 만든다.”34)	 

30) Microsoft Corporation, “The Windows Interface Guidelines for Software Design : An 
Application Design Guide”. Microsoft Press. 1995, p.13

31) John M. Carroll. Robert L. Mack. Wendy A Kellogg, “Interface metaphors and user 
interface design”. Handbook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Elsevier Science 
Publishers, 1988, p.67

32) Thomas Erickson, “Working with Interface Metaphor. Art of Human-Computer Interface 
Design”,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1990, p.65

33) Louis Rosenfeld. Peter Morville, “Information Architecture for the Worls Wide Web”. 
O’Reily & Associates. 2002, http://docstore.mik.ua/orelly/web2/infoarch/ch08_02.htm

34) Jeff Johnson. Yerra L. Roberts. William Verplank. David C. Smith. Charles H. Irby. 
Marian Beard. Kervin Mackey, “The Xerox Star : A Retrospective, Computer”. IEEE 
Computer Society, Vol.22, 1988,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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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Xerox, Star system (1981) 

여기에서	 	 파일	 그	 자체의	 표시 라는	 말은	 정보의	 분류와	 저장 배열이라는	 공간" " ,	 
적	 기능을	 가진	 시스템	 구성요소를	 실제	 환경의	 파일 이라는	 실체가	 사전에	 제시했던	 ‘ ’
유사한	 경험으로	 대체하기	 위해	 파일 이라는	 명칭	 자체와	 함께	 그래픽으로	 형상화하‘ ’
는	 통합적	 메타포	 활용을	 의미한다 그	 결과	 사용자는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로	 인식.	 
하는	 착각	 속에서	 기존의	 경험을	 재활용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예측하고	 활용하게	 된
다 이와	 같이	 메타포가	 유발하는	 사용자	 경험의	 연속성은	 데스크톱	 환경을	 위시.	 PC	 
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주요한	 지향점이자	 원칙으로	 오랜	 동안	 활용되어왔으며,	 년80
대	 초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스큐어몰픽	 디자인	 (GUI)	 
양식을	 이끄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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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인터페이스	 양식의	 변화3-3.	 

스큐어몰피즘3-3-1.	 

새로운	 시스템의	 공간이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차별적	 공간임을	 의식하는	 경
험적	 불일치와	 그에	 따른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기존의	 경험을	 최대한	 등가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이미	 구체화된	 
사용자	 심성모형의	 효율적	 재활용을	 유도하고자	 했다 그	 시도의	 과정에서	 .	 시각적	 
내러티브의	 형식을	 취하는	 메타포는	 시지각적	 인지	 프로세스 그림[ 17]35)에	 대한	 인
간의	 본능적인	 의존도와	 익숙함을	 바탕으로	 빠르고	 직관적인	 이해와	 흥미의	 유발 주,	 
목도의	 향상과	 감성적	 만족	 등	 사용자	 측면에서의	 장점과	 함께	 시공간의	 효율적인	 활
용에	 따른	 시스템	 환경의	 최적화와	 유지보수의	 상대적	 용이함 그리고	 일관된	 브랜드	 ,	 
정체성의	 획득과	 같은	 생산자	 측면의	 장점들로	 인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의	 
진화를	 유도하는	 핵심	 장치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림 시지각 인지 프로세스[ 17] 

그림 와	 같이	 데이터의	 집합공간으로써의	 책상 이메일	 시스템을	 의미하는	 [ 18] ,	 
보관함 문서작성을	 위한	 노트	 등	 초창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메타,	 
포	 유형은	 개념의	 형태적이고	 사실적인	 모사를	 추구한다.	 이와	 같이	 주변에	 실재하
는	 물리적	 환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양상을	 흔히	 스큐어몰픽 디(Skeuomorphic)	 
자인	 또는	 스큐어몰피즘이라	 칭한다 비슷한	 .	 용어로는	 데스크톱	 메타포(Desktop	 

등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의미의	 세부적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되지metaphor)	 ,	 
만	 보편적	 관점에서는	 유사한	 해석을	 가지며	 흔히	 혼용된다.	 	 

35) 김지용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화면전환 효과의 분류와 적용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 , “ ”. 
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10,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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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8 데스크톱 메타포 ] , Magic Cap Interface, 1995

스큐어몰피즘 의	 어원은	 (Skeuomphism) 도구를	 의미하는	 와	 모양이나	 형태Skeuo
를	 의미하는	 가	 합쳐져	 어떤	 도구의	 형태나	 형식을	 따르는	 것이라	 해석되는morph
데 쓰임새와	 재료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	 도구의	 형태나	 요소들이	 환경적	 변화로	 ,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유지되거나	 재	 반복되는	 것
을	 의미한다 바살 은	 이에	 대해	 가공물에	 있는	 약간	 혹은	 거의	 의.	 George	 Basalla) “
미	 없이	 사용되는	 디자인과	 구조의	 요소 그러나	 그	 가공물의	 과거에는	 본질적	 이,	 
였던	 것”36)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스큐어모피즘 스큐어모프는	 물질적	 은유,	 “ ,	 

로	 익숙하지	 않는	 영역으로	 통하는	 길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material	 metaphor)
인공물의	 정보속성이다 즉 새로운	 것을	 편안하게	 오래되고	 익숙한	 것	 또는	 깊이	 .	 ,	 
뿌리박혀	 버리지	 못하는	 단순한	 습성처럼	 보이는	 노력이다 라는	 게슬러” (Nicholas	 

의	 말은	 낯설음에	 대한	 배려로서	 제공되는	 익숙함으로	 스큐몰피즘이	 가지는	 Gessler)
의미적	 배경을	 설명한다.37) 즉	 많은	 디지털	 제품들이	 새로운	 기술	 환경적	 요건에	 	 
의해	 이미	 용도	 폐기된	 기존	 아날로그	 기기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려는	 것과	 마찬
가지로	 컴퓨터	 시스템이	 데스크톱	 메타포를	 채용하면서	 시스템	 구성요소의	 형태를	 
기존	 오프라인	 제품의	 형태로	 형상화하는	 것은	 익숙한	 경험을	 지속시키고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친 감 결과적으로는	 학습의	 용이함을	 유발하려는	 의도적	 노력이라,	 
는	 것이다.	 	 	 

36) George Basalla. (1988). The Evolution of Tech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07. 
37) Nicholas Gessler, “Skeuomorphs and Cultural Algorithms”. 1988,  

http://www.skeuomorph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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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디자인	 철학은	 	 년	 애플의	 아이폰	 발매와	 함께	 도래한	 스마트	 모2007
바일	 환경으로	 충실히	 이어진다.	 스마트	 모바일	 환경은	 특정한	 지식정보를	 생산 저,	 
장하고	 전달함으로써	 사회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오락적	 가치체계를	 구축한다는	 ,	 ,	 ,	 
점에서	 책 신문 잡지 영화 등과	 같은	 여타의	 기존	 매체들과	 동일한	 기능을	 ,	 ,	 ,	 ,	 TV	 
한다 또한	 웹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경로를	 구축하고	 사용자	 상호작.	 
용을	 통한	 선택적	 접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데스크톱	 환경의	 시스템	 PC
구조와	 작동	 체계를	 근본적으로	 공유한다 따라서	 모바일	 인터페이스	 환경의	 스큐.	 
어몰픽	 디자인	 양식은	 전통적인	 환경의	 데스크톱	 메타포가	 그러했듯	 기존	 매체PC	 
의	 공간구조 기능 작동	 방식	 등을	 여러	 시각적	 자산들을	 중심으로	 비매개적으로	 ,	 ,	 
재구성하려는	 의도의	 산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윈도우와	 메뉴 탭 의	 사실.	 ,	 (tab)
적	 형태는	 인쇄매체의	 구조적	 메타포로서	 콘텐츠	 구성에	 대한	 빠른	 파악과	 선택을	 
지원하고	 아이콘과	 사실적으로	 모사된	 버튼의	 결합 스크롤	 레버	 등은	 기계	 장치의	 ,	 
기능적	 메타포로서	 터치	 및	 슬라이드와	 같은	 사용자	 행동을	 유도하며 특정한	 물리,	 
적	 공간의	 모사는	 정보의	 내용과	 작업의	 유형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도록	 제공된	 환
경적	 메타포로	 분류될	 수	 있다 표.[ 2]	 

구조적 메타포 윈도우 메뉴 탭   , , ∙ 

기능적 메타포

아이콘  ∙ 
버튼  ∙ 
스크롤 레버  ∙ 
슬라이더   ∙ 
다이얼 피커  , ∙ 
하이퍼텍스트   ∙ 

환경적 메타포
데스크 책장  , ∙ 
계산기 사진기 라디오 등    , , ∙ 

표 [ 2 스큐어몰픽 디자인의 메타포 유형 ]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시스템	 양식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축적되면서	 
경험적	 실체와	 관련해	 메타포가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역설적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그	 효용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고	 스큐어몰피즘에	 대한	 비판의	 소
리도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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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9 스큐어몰픽 디자인] , iOS 6 

메타포의	 한계3-3-2.	 	 

앞서	 고찰한	 재매개	 이론에	 따르면	 비매개성이란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중개
가	 배제된	 실제적	 경험의	 획득 즉	 매체의	 존재에	 대한	 의식적	 자각을	 최소화한	 직,	 
접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반면	 하이퍼매개성은	 매개과정의	 강조와	 자각을	 통해	 확장
된	 경험의	 발생을	 의도함을	 의미한다 인터페이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도된	 작업.	 
의	 효율적인	 진행이라면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매체에	 대한	 자각은	 목적을	 달성하,	 “
기	 위한	 수단의	 효력을	 방해할	 수	 있다”38)는	 주장과	 성공적인	 인터페이스는	 그	 “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연관된	 어떠한	 작업과정에서도	 사용자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다”39)는	 견해와	 결합하여	 직접적이고도	 실제적인	 경험의	 제공을	 추구하는	 비
매개성의	 전략을	 방법론적	 배경으로	 가진다.	 

그런데	 인터페이스	 메타포의	 개념은	 해석의	 용이함에	 따른	 빠른	 적응이라는	 측
면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지만 그와	 동시에	 바로	 그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근,	 
본	 개념에	 내재된	 한계로	 인하여	 경험의	 실제성을	 의심받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다.	 

38) Danial Chandler, “Engagement with Media : Shaping and being Shaped”.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Magazine. 1996, from 
http://www.aber.ac.uk/media/Documents/short/determ.html

39) Bob Cotton, Richard Oliver, “Understanding Hypermedia 2000 : Multimedia Origins, 
Internet Futures”. Phaidon Press LTD,  1993,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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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메타포의	 활용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던	 비매개성이	 실제로는	 진정한	 비매개
가	 아니라	 비매개의	 모의적	 행위에	 따른	 조작된	 경험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이는	 ,	 
메타포의	 구체화를	 시도할수록	 그것이	 실제	 물리적	 등가물을	 가지지	 않는	 모의적	 
개념일	 뿐이라는	 자각을	 더욱	 명료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예를	 들어	 사실적.	 
인	 버튼의	 형태로	 표상된	 인터페이스	 요소는	 실재하는	 버튼의	 조작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심상모형으로	 용이하게	 치환되어	 그	 기능적	 속성과	 작동방식을	 쉽게	 예측하
게	 만드는	 한편 막상	 조작의	 단계에서는	 그	 버튼이	 결코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버,	 
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상기시키며	 실체와	 은유적	 모형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험적	 비실제성에	 대한	 의식은	 멀티	 터치	 인터랙션.	 
을	 주된	 작동방식으로	 채용한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마우스.	 
를	 주된	 입력	 장치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데스크톱	 환경에서는	 기계식	 버튼의	 PC	 
시각적	 메터포에	 더해	 누르고	 눌려지는 물리적	 작동방식을	 은유하는	 촉각	 메타포‘ ’	 
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정전식	 터치	 패널로	 이루어진	 모바일	 기기의	 스크린	 위에서
는	 불가능한	 경험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림	 .	 [ 20]

그림 [ 20]  JBL Audio App, iPad 

경험의	 비실제성과	 연계해서	 흔히	 지적되는	 메타포의	 또	 다른	 한계는	 경험의	 불
일치성이다 앞서	 도널드	 노먼 의	 심성모형에	 관한	 구조적	 해석에.	 (Donarld	 Norman)
서	 보이듯	 인터페이스	 메타포는	 디자이너와	 사용자	 간의	 경험을	 중계한다 그런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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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은유적	 묘사는	 그	 시도의	 단계에서	 디자이너의	 자의적인	 사고체계를	 따르며	 전
달과	 수용의	 단계에서	 역시	 사용자의	 개별적	 경험에	 의존하여	 인지됨으로써	 근본적으
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는	 디자이너의	 .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체계의	 흐름을	 완전히	 동일한	 패턴으로	 고정시키는	 것
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	 은유의	 양적 질적	 내용과	 상관없이	 본래의	 대상이	 가감	 없,	 ,	 
이	 전달되고	 경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	 사용자의	 행동을	 의도치	 않게	 제한하
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러운	 문제점인데 경험적	 메타포의	 ,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시스템을	 이해시키는데	 가장	 용이할	 것이라는	 믿음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와	 활용법을	 적절히	 인지시키지	 못하
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과	 같이	 터치	 제스처	 기반의	 환경.	 ,	 [ 21]
에서	 높은	 수준의	 북	 메타포 에	 의존한	 인터페이스는	 책이라는	 물(book	 metaphor)
리적	 오브제에	 대한	 사전	 경험에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심상모형을	 구축하여	 플릭

넘기기 과	 같은	 조작	 방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력을	 발휘하는	 반면(flick,	 ) ,	 
하이퍼링크를	 통한	 비선형적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다감각적 소통과	 (multi-modal)	 
같이	 이미	 디지털	 영역의	 기술	 환경적	 요건에	 익숙한	 사용자가	 기대할	 수	 있는	 조
작	 방법으로의	 접근을	 은연중에	 차단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림 [ 21 북 메타포 ]  (Book Metaphor), iPad

이러한	 메타포의	 속성은	 디자이너와	 사용자 사용자와	 대상	 간의	 사실이	 아닌	 믿,	 "
음으로써	 생성되는	 심상모형"40)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부

40) Jakob Nielsen, “Mental Models”, 2010, http://www.useit.com/alertbox/mental-mode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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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인터페이스	 메타포의	 유용성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노먼(Donald	 Norman)	 
역시	 이	 같은	 논점에	 관해	 메타포는	 동일하지	 않은	 다른	 개념으로	 본래의	 개념을	 "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결국	 둘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면	 메타포의	 유용성은	 .	 
어디에	 있는가?"41)라고	 질문하며	 메타포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한계들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결국	 스크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 즉	 " ,	 
인터페이스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앞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
해야만	 하는"42) 이중적	 사고와	 더불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기인한	 제한적	 심성모	 
형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페이스	 메타포의	 유용성과	 스큐어몰픽	 디자인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지원한다.	 

플랫	 디자인	 3-3-3.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멀티미디어	 플랫폼은	 모바일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분화 확산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전통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	 ,	 
외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아이콘이나	 버튼을	 포함한	 모든	 인터페이스	 구성요.	 
소들은	 물리적인	 차원	 환경의	 사실적인	 모사에서	 비물리적	 형태로	 단순화	 또는	 추3
상화되었고 명암과	 그림자	 효과는	 제거되었으며	 단색	 위주의	 색상이	 적용된	 차원,	 2
적	 평면공간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강조된	 타이포그래피와	 함께	 간결하게	 재배치
되어졌다 이렇듯	 .	 짧은	 시간에	 인터페이스	 전반의	 시각적	 양식을	 바꾸어버린	 디자
인	 패러다임은	 그	 외형적	 특징으로	 인하여	 통상	 플랫 디자인으로	 불리는데(Flat)	 ,	 
앨런	 그린슈타인 이	 일반화시킨	 이	 용어는	 최소한의	 요소를	 가(Allan	 Grinshtein) “
지고	 최대한의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우아한	 인상의	 인터페이스”43) 라는	 말로	 그	 	 
보편적	 의미가	 정의된다.

41) Donald A. Norman, “The Invisible Computer”, The MIT Press, 1998, p.180
42) Ted Nelson, “The right way to think about software design. The Art of Human-Computer 
Interface Design”,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90, p.236
43) Allan Grinshtein. “The Flat Design Era”, 2012, 
http://layervault.tumblr.com/post/32267022219/flat-interface-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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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2 플랫 디자인]  , Windows Phone 8  

주요	 제조사들	 중에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선도한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OS	 
윈도우	 모바일에	 이은	 버전으로	 윈도우 을	 출시하면서	 면의	 분할로	 이루어진	 메PC 8
뉴	 블록을	 바탕으로	 인위적	 반사광이나	 그림자	 효과	 없는	 최소한의	 아이콘 텍스트,	 
를	 중심으로	 하는	 차원적	 평면	 디자인으로	 메트로	 이후	 모던	 의	 이름으로	 2 UI,	 UI
지칭되는	 인터페이스	 양식을	 소개하였다. 그림	 [ 22]	 뒤를	 이어	 구글과	 오랜	 세월	 
스큐어몰픽	 디자인의	 선도자로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이끌어왔던	 애플	 역시	 을	 필두로	 현재까지보다	 단순화된	 플랫	 디자인	 형태로	 iOS7
선회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단순히	 통합	 를	 위한	 기술적	 호환성의	 OS
차원이나	 새로운	 외형적	 스타일의	 유행	 차원을	 넘어	 인터페이스	 메타포의	 인식론적	 
의미와	 기능적	 타당성에	 대한	 보편적	 합의의	 결과로서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오
래된	 믿음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롤 과	 맥.	 (John	 Carroll) (Robert	 

은	 이미	 오래전에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쉽사리	 메타포로	 대치될	 수	 없다는	 Mack)
것을	 발견하고44) 메타포의	 불완전함에	 대해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시스템의	 형태와	 기능 속성의	 모든	 부분이	 메타포.	 “ ,	 
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본래	 의도된	 효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
한다면	 메타포의	 관점을	 벗어난 즉	 은유적인	 대체를	 거치지	 않은	 시스템	 그대로의	 ,	 

44) John M. Carroll. Robert L. Mack, “Learning to Use a Word Processor : By Doing, by 
Thinking, and by Knowing. Readings in Human Computer Interaction : Toward the Year 
2000”, Morgan Kaufmann Publisher, 1990, p.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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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으로	 새롭게	 제공될	 수	 있는	 양식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	 
공감하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	 대안적	 해법으로	 플랫	 디자인	 양식을	 주목하고	 있
으며 박준우와	 김병택도	 그	 자체가	 메타포가	 될	 수	 있는	 스큐어몰피즘적	 디자인	 ,	 “
요소가	 배제	 되면서	 콘텐츠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현실세계관이	 투영되어	 사용
자는	 콘텐츠	 중심의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45)라고	 말하며	 메타포를	 거부함
으로써	 얻어지는	 경험적	 신뢰로	 플랫	 디자인	 양식의	 기능적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쟁점은	 인터페이스가	 외부적인	 부가장치들로부터	 벗어나	 내부로부터의	 자
생적	 모델로서	 그	 형태를	 갖출	 때	 경험의	 본질적	 실체에	 다가가는데	 더욱	 유효하다
는	 것인데 이와	 같은	 관점은	 바우하우스 를	 필두로	 모던	 디자인	 철학이	 ,	 (Bauhaus)
표방했던	 기능우선주의나	 “작가의	 의도를	 배제함으로서	 매체의	 고유성을	 부각시키
며	 대상을	 근본적인	 물체로	 환원시키는”	 미니멀리즘	 예술철학의	 환원주의46)와도	 
나름의	 인식론적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의	 기능적	 영향.	 
력을	 오로지	 가시적	 형태에만	 의존하여	 판단하고	 ‘탈	 스큐어몰피즘 탈	 메타포 경험= =
의	 실제성과	 직접성 플랫	 디자인 사용성의	 향상이라는	 = = ’ 도식적	 등가	 구도에	 단순	 
대입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표피적이고	 성급한	 결론일	 것이다 플랫	 디자인	 양식은	 .	 
단순히	 메타포의	 맹목적	 거부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매체진화의	 새로운	 양식을	 제
시하려는	 전략적	 어포던스 행동	 유도성 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이며(affordance,	 ) ,	 
따라서	 그	 가치	 기준은	 매체	 고유의	 정체성과	 차별적	 경험	 사이에서의	 효과적	 연계
장치로서	 역할에	 있다.	 

메타포의	 기능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	 이외에	 인터페이스	 디자인	 양식의	 변화를	 
촉발한	 핵심	 요인은	 인터페이스	 환경의	 변화인데 그	 배경은	 미국의	 애플사가	 휴대,	 
성 상호연결성 오락성 일상적	 생산성	 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	 기기,	 ,	 ,	 
로서	 스마트	 모바일이라는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마련되었다 스마트폰	 이후	 태블릿	 .	 

패블릿 등으로	 그	 기기	 형태의	 변주를	 지속하고	 있는	 스마트	 모바일	 PC,	 (Pablet)	 
환경은	 휴대성의	 강조를	 위해	 터치스크린이라는	 효과적	 입출력	 환경을	 고안하였고,	 
이러한	 환경의	 조작	 방식에	 익숙해진	 사용자	 경험은	 경험의	 실제성에	 대해	 더욱	 명
료해진	 자각을	 바탕으로	 마우스	 작동을	 기반으로	 운용되던	 시스템의	 WIMP/GUI	 
전면적	 수정과	 스큐어몰피즘의	 탈피를	 요구하게	 되었다 앞서	 메타포의	 기능적	 한.	 
계를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	 모바일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사실적인	 버튼의	 형태
로	 은유된	 인터페이스	 요소는	 실제	 버튼의	 조작	 경험으로	 용이하게	 치환되어	 그	 기
능과	 작동	 방식을	 쉽게	 예측하게	 만드는	 한편 태블릿	 의	 평면	 터치스크린과	 손,	 PC
가락의	 촉각	 반응으로	 진행되는	 조작	 과정에서는	 그	 버튼이	 결코	 물리적으로	 실재

45) 박준우 김병택 모바일 운영체제 디자인에 적용된 미니멀리즘 특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지식저  . , “ UI ”. 
널    , Vol.28, 2013, p.270

46) 박준우 김병택 . , 2013,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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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버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상기시킨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공간과	 실재.	 
의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적	 긴장의	 고조는	 매개행위	 자체를	 강조하고 이는	 ,	 
메타포의	 활용으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던	 비매개성이	 실제로는	 비매개의	 모의적	 
행위에	 따른	 조작된	 경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
다 따라서	 터치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스마트	 모바일	 환경은	 기존의	 데스크톱	 환경.	 
에서	 정보	 선택과	 접근을	 위한	 보편적	 장치	 요소로	 활용되어왔던	 버튼 아이콘 메,	 ,	 
뉴탭	 등을	 평면화하거나	 제거하고	 콘텐츠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전
략적	 방법론으로	 정보와	 사용자	 사이의	 매개행위가	 최대한	 사라진	 투명한	 매체경험
을	 의도하는	 디자인	 양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콘텐츠와	 직.	 “
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도록	 하라 제반	 컨트롤	 장치들을	 제거하고	 폰트와	 사이즈.	 ,	 
컬러를	 활용할	 때	 콘텐츠는	 더욱	 명료해진다”47) 는	 지침과	 같이	 현재	 주요	 모바일	 	 

제조사들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플랫	 디자인의	 핵심이다OS	 .	 
모바일	 뉴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림 을	 보면	 콘텐츠	 선BBC	 NEWS	 [ 23]

택과	 접근을	 위한	 버튼	 리스트가	 메인	 카테고리	 메뉴로의	 접근을	 제외하고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썸네일	 또는	 타일	 형태로	 제시되는	 콘텐츠	 요약본의	 직접	 조작,	 
원탭 으로	 최종	 정보단위까지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one	 tap) .	 

	 	 	 

그림 [ 23]  BBC NEWS, iPhone & Android App 

47)http://msdn.microsoft.com/library/windows/apps/hh781237.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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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콘텐츠의	 직접조작을	 지향하는	 플랫	 디자인은	 매체경험의	 구축과	 효
력에	 있어서	 스큐어몰릭	 디자인과	 극명히	 대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스큐어몰픽	 .	 
디자인이	 버튼 아이콘	 등의	 사용으로	 사용자	 조작의	 기능적	 내용 즉	 어떤	 작업을	 ,	 ,	 
수행할	 수	 있는가를	 미리	 예측하게	 하고	 조작의	 위치를	 정확히	 선정해주는	 반면,	 
플랫	 디자인은	 그러한	 역할의	 시각적	 힌트가	 미리	 제공되지	 않아서	 사용자	 개개인
의	 맥락적	 판단	 또는	 새로운	 학습에	 의존하는	 조작	 방식을	 요구한다 지도의	 확대.	 ,	 
축소를	 위한	 조작이	 그	 단적인	 예로 플랫	 디자인	 양식은	 양쪽	 지점을	 확대와	 축소,	 
로	 지정하고	 그	 사이의	 단계적	 정도를	 조절하는	 슬라이드	 레버를	 제공하는	 대신	 
핀치	 투	 줌 이라는	 물리적	 조작	 방식의	 자연스러운	 연상을	 기대한‘ ’(Pinch	 to	 Zoom)
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리적	 조작	 방식의	 복제는	 초기	 사용자의	 적절한	 행동양식
을	 유도하는데	 의도치	 않은	 제약으로	 작용할	 소지를	 가진다 핀치	 투	 줌과	 같이	 .	 ‘ ’
공식화되고	 이미	 대중적	 수용이	 확산된	 방식	 이외의	 경우를	 가정하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예를	 들어	 특정	 콘텐츠	 리스트의	 선택적	 삭제를	 위해	 현재의	 플랫	 모.	 
바일	 인터페이스	 환경이	 요구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그림 와	 같이	 스위핑,	 [ 24]

어던지기 터치 앤 홀드 이후	 삭제버튼	 탭 슬라(swiping,	 ),	 - - (Touch	 &	 Hold)	 (tap),	 
이드 이후	 삭제레버	 기	 등	 다양한	 방식이	 혼재되고	 있는데 개별	 사용자의	 (slide)	 ,	 
경험과	 맥락적	 판단의	 결과가	 어떤	 방식을	 연상시킬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다.

그림 [ 24 삭제방식] , Mail list, iOS 9 &, Notification list, Android Lolli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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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시각적	 행동	 유도성 어포던스 의	 부재	 또는	 혼란의	 가능( ,	 affordance)
성은	 플랫	 디자인의	 태생적	 한계로	 인식되곤	 하는데48)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에서	 접근되고	 있다 그	 첫째는	 보편적으로	 연상되고	 .	 
즉각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터치	 제스처의	 설계이고	 둘째는	 사용자	 스
스로	 조작	 과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피드백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	 
한	 피드백	 장치는	 흔히	 짧은	 애니메이션	 효과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탭 에	 반,	 (tap)
응하는	 컬러의	 변화에서부터	 무빙	 아이콘	 등의	 형태로	 사용자	 조작의	 내용을	 제시
하고	 그	 성공적	 수행여부를	 판별한다 대중적	 수용의	 범위를	 획득했다고	 평가되는	 .	 
성공적인	 피드백	 장치중	 하나인	 풀 투 리프레시 를	 보면	 화면	 상‘ - - ’(Pull	 to	 Refresh)
단	 끝부분에서	 터치	 슬라이드가	 내려오는	 과정에	 맞춰	 리프레시	 테일이	 늘어나고	 
리프레시	 아이콘이	 돌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작의	 내용과	 진행	 과정을	 명
시하고	 있다 그림.	 [ 25]	 	 	 

	 

그림 [ 25]  Pull to Refresh, Mail, iOS 6

48) http://www.nngroup.com/articles/windows-8-disappointing-u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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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인터페이스와	 제스처	 메타포3-3-4.	 

그동안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메타포의	 활용과	 관련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통상	 다
음과	 같은	 흐름에서	 논의되어	 왔다 첫째는	 시스템과의	 인지적	 개연성이	 높은	 메타.	 
포를	 선택하여	 은유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형태로	 매개함으로써	 사용자의	 
빠른	 이해와	 반응을	 유도할	 것이고	 둘째는	 시스템	 구조와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이
해를	 바탕으로	 메타포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사용자	 조작성을	 높일	 것 그리고	 ,	 
셋째로는	 각각의	 인터페이스	 요소를	 통합하는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시킴으로써	 사
용자의	 인지적	 혼란을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흐름은	 사용자	 경.	 
험의	 축적에	 따른	 문제해결이라는	 순차적	 맥락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디자인	 패러,	 
다임의	 변화양상에	 대입시켜보면	 첫	 번째	 단계는	 스큐어몰픽	 디자인을 두	 번째와	 ,	 
세	 번째	 단계는	 현재의	 플랫	 디자인으로의	 이행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초기	 .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나름의	 의도된	 효력을	 발휘했던	 메타포적	 해결이	 새로운	 시스
템에	 대한	 경험을	 일정수준	 획득한	 사용자에게는	 경험의	 비실제성과	 불일치성이라
는	 문제를	 그러내며	 재구성을	 요구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메타포의	 재구성	 방법이	 쉽사리	 메타포	 자체의	 거부	 또
는	 포기의	 형태로	 시도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몇	 가지	 논리적	 정황을	 통해	 드러난다.	 
현대의	 모바일	 인터페이스는	 스마트	 기기로서의	 기능적	 복합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기	 다른	 고유의	 작동방식을	 요구하는	 시스템 브라우저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	 ,	 ,	 
등을	 매개체로	 사용자와	 소통하며	 때로는	 컴퓨터 태블릿	 와	 같이	 다양한	 하드,	 PC
웨어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형태로	 확장된다 따라서	 현대의	 모바일	 인터페이스	 .	 
환경은	 태생적으로	 다중적	 매개공간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으며	 비일관된	 형태
로	 작동되는	 개별적	 인터페이스들의	 총합으로	 그	 전체를	 실체화할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험의	 비실제성과	 불일치성에	 대한	 사용.	 
자의	 인지가	 인터페이스	 조작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경험
은	 무엇에	 의존하는가	 하는	 의문과	 그러한	 경험적	 시점을	 기준으로	 각기	 차별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애플사의	 래리	 테슬러 는	 시스템의	 전체적	 복잡성은	 항상	 동일하(Larry	 Tesler) “
다 고	 주장하였다“ .49) 흔히	 테슬러의	 복잡함	 보존의	 법칙 이라	 알려져	 있는	 이	 주	 ” “
장은	 사용자의	 이해	 정도와는	 상관없이	 시스템	 자체의	 기능적	 복잡함은	 늘	 그대로	 
유지되며	 표면상의	 단순함은	 내부적	 설계의	 복잡함으로 표면상의	 복잡함은	 내부의	 ,	 
단순함으로	 상쇄된다는	 트레이드오프 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에	 대해	 ” (trade-off)“ .	 

49) 이지현 이춘희 역 심플은 정답이 아니다 교보문고 재인용  Donald Norman, , ,“ ”, 2012, ,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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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먼 역시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이는	 것도	 내부는	 상당히	 복(Donald	 Norman)	 ”
잡할	 수	 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심플함과	 단순한	 외관을	 동일시한다 하지만	 디... .	 
자인이	 간단하다고	 사용까지	 쉬운	 것은	 아니다 외관상의	 단순함은	 사용상의	 단순.	 
함 작동의	 단순함과는	 전혀	 다르다,	 “50)고	 동의하며	 플랫	 디자인의	 외형적	 단순함
이	 그대로	 시스템	 사용에	 대한	 단순함으로	 등치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지각적	 ,	 
메타포의	 제한은	 그	 역할을	 대체하는	 또	 다른	 장치를	 필연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
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앞에서	 버튼의	 예로	 언급한	 바와	 같이	 경험의	 비실제성과	 비연속성이라는	 스큐
어몰피즘의	 한계는	 시지각적	 메타포와	 행동학적	 메타포	 사이의	 인지적	 간극의	 크기
로	 더욱	 심화된다 사실적으로	 묘사된	 기계적	 형태의	 버튼과	 정전식	 터치라는	 단순.	 
한	 제스처	 사이에는	 직관적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터치	 인터랙션의	 기
술	 환경적	 배경을	 지닌	 모바일	 인터페이스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평면적	 버튼의	 형
태나	 아예	 버튼의	 외형을	 버린	 텍스트	 링크 나아가	 콘텐츠	 화면	 자체를	 조작하는	 ,	 
형태로	 시도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테슬러 가	 말한	 트레이드오프.	 (Larry	 Tesler) ,	 
즉	 기능적	 상쇄	 문제가	 발생한다 각기	 다른	 수많은	 작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	 
실적인	 외형으로	 복잡하게	 배치되는	 대신	 클릭	 또는	 탭 이라는	 단순하고	 단일(tap)
한	 작동	 프로세스를	 유지시켰던	 버튼이	 사라지면서	 각각의	 작업내용에	 맥락적으로	 
부합하는	 복잡한	 제스쳐	 설계가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지도정보의	 활용을	 위한	 사.	 
용자	 조작과정에서	 각기	 확대 축소 전환	 기능을	 가진	 버튼을	 선택적으로	 클릭함,	 ,	 
으로써	 이루어지던	 작업내용이	 이제	 버튼	 없이	 핀치	 줌	 인 과	 아웃(pinch	 zoom in)–

터치	 로테이션과	 같은	 개별적인	 제스처	 방식으로	 대체되었(out),	 (touch	 rotation)	 
음은	 이러한	 기능적	 상쇄의	 단적인	 예이다 그림	 .[ 26]	 

	 	 	 	 	 	 	 	 	 	 	 

그림 [ 26 핀치 투 줌] (Pinch to Zoom), Apple, iOS 

50) Donald Norman, 2012,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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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의	 개념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의	 “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하는	 자극으로서의	 행위 로서	 제스처의	 주체와	 내용” “ ,	 
그리고	 상대방	 사이의	 삼자적	 관계의	 성립”51) 속에서	 의미의	 보편성을	 통한	 상징	 
성을	 가진다 이는	 노먼 의	 인터페이스	 심상모형의	 작동과	 구조적	 .	 (Donald	 Norman)
유사함을	 가지는데 성공적으로	 디자인된	 인터페이스	 제스처는	 통상	 다음의	 몇	 가,	 
지	 요건52)의	 충족이	 요구된다 첫째 학습과	 기억이	 용이해야하고	 둘째 즉시	 사용.	 ,	 ,	 
이	 가능해야	 하며	 셋째 피드백을	 주면서	 넷째 체계적이고	 다섯째 통합적이어야	 ,	 ,	 ,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메타포의	 기능적	 요건으.	 
로	 논의되었던	 내용과	 그	 지향점에	 있어서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	 
제로	 현재	 활용되는	 대표적인	 터치기반	 인터페이스	 제스처의	 유형53)을	 살펴봐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물리적	 작용을	 기반으로	 한	 메타포적	 의미설정이라는	 의도가	 
쉽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 27]	 

	 	 	 	 	 

그림 의 터치 제스처 인터랙션 [ 27] Dan Saffer

요컨데	 플랫	 디자인은	 스큐어몰피즘의	 역할을	 대신할	 주력장치로써	 제스처 즉	 ,	 

51)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학용어사전 . ,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2164&cid=42126&categoryId=42126
52) 조광수 자연스러운 제스쳐 부자연스러운 제스쳐 학회 , “ , “, HCI Trends 2012, HCI , 2012, p50
53) Dan Saffer, “Designing Gesture Interface”, O’Reily & Associates, 2008,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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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기능적	 효용은	 스큐어몰픽	 디자인이	 시지,	 
각적	 메타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의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스템과의	 논리적,	 
직관적	 유사성에	 기인한	 경험의	 비매개성을	 지향하는	 행동학적	 메타포로써	 활용된
다 결과적으로	 인터페이스의	 비매개적	 효력을	 의도하는	 플랫	 디자인의	 시도는	 크.	 
게	 윈도우와	 메뉴 텝	 등을	 콘텐츠	 자체로	 대체하고	 이를	 선형적	 구조로	 나열하여	 ,	 
직접조작을	 통해	 사용자	 경험의	 실제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메타포와 탭 과	 더,	 (tap)
블	 탭 또는	 플릭 과	 같이	 기존	 매체의	 작동방식을	 재매개하거나	 슬라이드나	 ,	 (flick),
스와이프 와	 같이	 물리법칙의	 경험에	 근거한	 조작방식을	 재매개한	 제스처	 메(swipe)
타포 그리고	 그러한	 구조와	 제스처	 사이의	 관계성을	 예측하고	 확인하는	 피드백	 메,	 
타포	 간의	 연계적	 활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	 [ 3]	 	 	 	 	 	 	 	 	 

구조적 메타포 콘텐츠 윈도우 메뉴 아이콘( + + )∙

제스처 메타포

탭 더블 탭 롱 프레스 플릭, , (.long-press), (flick)∙

슬라이드 스크롤 스와이프 핀치줌 드랙, , , , (drag) ∙

피드백 메타포 피드백 모션 애니메이션 컬러 라이팅 이미지  , , , , ∙

표 [ 3 플랫 디자인의 비매개 요소 ] 

	 

지금까지	 장과	 장을	 거쳐	 출판	 매체환경의	 변화와	 인쇄매체의	 양식적	 변이2 3 ,	 
인터페이스	 메타포의	 개념과	 재매개적	 활용양상 이에	 따른	 디자인	 양식의	 전환을	 ,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는	 잡지	 매체의	 보.	 
편적	 구성과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방법론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와	 같다,	 [ 4] .	 	 
기존의	 인쇄	 잡지와	 비교하여	 태블릿	 매거진의	 콘텐츠	 구성요소는	 멀티미디어PC	 
적	 활용을	 위한	 무빙	 이미지와	 쌍방향	 소통을	 위한	 소설	 코멘트의	 적용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특정	 주제에	 관한	 정보의	 전달과	 여론.	 
의	 형성이라는	 기능성이	 매체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잡지매체의	 본질적	 특질로	 확
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터페이스와	 인터랙.	 
션	 방법론의	 영역인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매체의	 존재성을	 담보하는	 물성으로,	 
부터	 자유로워진	 태블릿	 환경의	 차별적	 유용성과	 외형적	 복제에	 의존하는	 비매PC	 
개적	 메타포의	 한계를	 이유로	 매개체를	 최대한	 배제하고	 콘텐츠	 자체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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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조작을	 지향하는	 플랫	 디자인	 양식으로	 전환되었다.	 	 	 	 	 	 	 	 

콘텐츠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프린트 미디어
기사
광고
사진 이미지/ 

목차 제목/ 
페이지 쪽번호/ 
물리적 공간

페이지 넘김

인터렉티브 미디어
(CD-ROM, PC)

기사
광고
사진 이미지/ 
무빙 이미지
소셜 코멘트

홈페이지
내비게이션 바
메뉴 트레일/ 
링크
비물리적 공간

마우스 키보드/ 

태블릿 미디어

기사
광고

사진 이미지  / 
무빙 이미지
소셜 코멘트

+

홈페이지
내비게이션 바
메뉴 트레일/ 
링크
비물리적 공간

멀티터치
제스처

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구성요소와 인터랙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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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거진	 디자인	 사례	 분석4.	 

전자책의	 재매개적	 변이4-1.	 

흔히	 이나	 데스크톱	 환경을	 통해	 유통되었던	 초기의	 전자책	 양식CF-ROM PC	 
은	 비록	 동일한	 물성을	 재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	 표지와	 더불
어	 낱장의	 형태로	 이루어진	 본문이	 목차의	 순서대로	 묶이는	 전통적	 편집구조를	 유
지하고 페이지	 형태나	 북마크	 등	 여러	 종이책	 인터페이스의	 시각적	 자산들을	 차용,	 
함으로써	 종이책으로부터	 이어지는	 일관된	 매체경험을	 의도해왔다 오늘날에도	 특.	 
히	 텍스트에	 의존하는	 선형적	 내러티브	 구조를	 가진	 많은	 전자책	 디자인에서	 발견
되는	 전통적	 종이책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매체환경의	 차별화된	 존재성을	 지움으로
써	 매개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비매개적	 표상의	 전형으로	 이해된다.	 

한편	 년대	 중반	 인터넷	 네트워크와	 컴퓨터의	 발달로	 흔히	 뉴미디어 라는	 이90 ‘ ’
름으로	 불리며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매체	 환경은	 출판과	 방송으로	 양분되던	 소통
수단의	 전통적	 구분을	 무너뜨리며	 기존	 매체들의	 독점적인	 구조를	 약화시켰다 출.	 
판과	 방송의	 표현영역은	 콘텐츠라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상호	 교차되었고	 그	 형식과	 
전달방식	 또한	 타	 매체들과의	 유동적	 결합과	 해체를	 반복함으로써	 다변적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다 네그로폰테 는	 그의	 저서	 .	 (Negroponte) “Being	 Digital”54)에서	 이
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차별화된	 영향력을	 각각	 복제와	 호환 전송의	 개념에서	 ,	 
지적하였는데 이는	 시공간적 비용적	 제약을	 벗어난	 정보전달의	 용이함이라는	 현,	 ,	 
실적	 이점	 뿐	 아니라	 정보의	 멀티미디어적	 구성과	 쌍방향적	 소통이	 제공하는	 매체
경험의	 확장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	 특유의	 기능적	 유연성은	 전자출판	 환경에서도	 예외가	 아니
다 전자책을	 위한	 다양한	 전용	 단말기가	 보급되고	 범용	 를	 탑재한	 휴대폰이	 고.	 OS
사양화	 되면서	 전자책은	 이제	 그	 콘텐츠의	 구성에	 있어서	 문자 이미지 소리 동,	 ,	 ,	 
영상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며 하이퍼링크 에	 ,	 (Hyper-link)
대응하는	 정보의	 선택적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등	 정보구성의	 범위와	 매개경로의	 
다변화를	 통해	 매체경험의	 하이퍼매개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28] 요컨대	 ,	 
새로운	 기술	 환경을	 토대로	 기존의	 매체양식을	 재매개하고	 있는	 전자책은	 그	 내용
적	 구성과	 서술	 구조에	 따라	 종이책의	 비매개성과	 디지털	 매체의	 하이퍼매개성을	 
전략적으로	 실체화함으로써	 전통적	 매체양식의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림[ 29]	 	 

54) 백욱인 디지털이다 커뮤니케이션북스Nicholas Negroponte, Being Digital, Knopf. N.Y. 1995, , ,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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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8 인터랙티브 북 ] (Interactive Book), Alice for iPad 

그림 [ 29 종이책의  비매개적 표상과 하이퍼매개적 확장]  , Yamaha Digital Lesson Book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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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거진의	 재매개적	 변이4-2.	 

디지털	 매거진의	 비매개적	 양식4-2-1.	 

의미적으로	 흔히	 혼용되는	 비매개성 과	 투명성 을	 미디어	 이론에서는	 각각	 “ ” “ ”
사용자와	 콘텐츠	 사이의	 중개적	 간섭이	 배제된	 실재적	 경험 그리고	 매체에	 대한	 ,	 
의식적	 자각을	 최소화한	 직관적인	 몰입으로	 구분한다 즉	 비매개성을	 경험이	 추구.	 
하는	 결과적인	 효력이라	 한다면	 투명성은	 그러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전제조건
이다 새로운	 매체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불투명적	 경험은	 그	 공간이	 기존매체와.	 
는	 다른	 차별적	 공간임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불투명성의	 해소를	 위.	 
해	 디자이너는	 새로운	 공간에서	 기존매체의	 경험을	 최대한	 등가적으로	 유지시킴으
로써	 이미	 구축된	 사용자	 심상모형과의	 원활한	 연계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렇듯	 동.	 
일경험의	 연속이라는	 착각의	 조장은	 매체에	 비매개성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으
로써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적	 주축으로	 오랜	 동
안	 기능해왔다 현대의	 일상적	 테크놀로지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세탁기의	 버튼을	 .	 
누르거나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기계적	 장치와의	 소통을	 위한	 기
본적인	 조작법으로	 이미	 사용자	 심상모형에	 자연스럽게	 내제하여	 별도의	 의식적	 학
습과정을	 새롭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착안하여	 매노비치 는	 뉴.	 (Lev	 Manovich) “
미디어의	 언어 에서	 매체접근을	 위한	 주된	 도구로써의	 컴퓨터	 활용은	 이나	 오” “ VCR
디오	 플레이어와	 같이	 이미	 익숙한	 기존	 매개	 장치들의	 인터페이스를	 차용하도CD	 
록	 했다”55)고	 지적하며	 매체경험의	 지속적	 연계를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유형을	 관
찰하였다.	 

이와	 같이	 익숙한	 메타포의	 활용이	 매체양식의	 비매개적	 구성을	 위한	 방법적	 
주축으로	 동원되는	 데스크톱	 인터페이스의	 양상은	 디지털	 매거진	 환경에서도	 유사
하게	 재현되는데 그	 유형은	 시지각적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로	 계획된,	 
다 앞서	 언급된	 전자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지와	 더불어	 낱장의	 형태로	 이루어.	 
진	 본문이	 목차의	 순서대로	 묶이는	 전통적	 코덱스 구조나	 콘텐츠	 요소들이	 (codex)	 
규격화된	 페이지	 공간	 위에서	 흔히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이어지는	 보편적	 레이아
웃으로	 편집되는	 것은	 인쇄	 잡지의	 공간	 구조적	 메타포라	 할	 수	 있으며 한	 면이	 ,	 
고정된	 페이지의	 물리적	 넘김을	 시각적	 묘사를	 동반한	 터치	 인터랙션으로	 재현하는	 
것은	 사용자의	 행동양식을	 제안하는	 행동학적	 메타포로	 이해된다 그림	 .[ 30]	 

태블릿	 용	 디지털	 매거진	 양식에서	 비매개적	 표상을	 위해	 동원되는	 메타포	 PC
요소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과	 같다 이러한	 비매개적	 표상의	 범위는	 매체양[ 3] .	 
식	 자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림	 에서와	 같이	 그	 유통	 및	 저장경로를	 포함한	 [ 31]

55) Lev Manovich, “The Language of New Media”, The MIT Press 2001,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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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으로	 확장된다.	 

구조적 비매개 표지 목차 본문 쪽 번호 , , , ∙

시지각적 비매개

제목 부제 본문 텍스트, , ∙
이미지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 , , ∙
폰트 사이즈 컬러, , ∙
레이아웃  ∙

행동학적 비매개 물리적 페이지 넘김∙

환경적 비매개 저장 및 보관 공간∙

표 [ 5 태블릿 용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의 비매개적 요소]  PC

그림 [ 30 구조적 비매개] , Macworld, iPa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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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1 환경적 비매개] , Apple Newsstand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의	 비매개적	 양식은	 별도의	 인쇄	 잡지를	 동반적으로	 출간
하고	 있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사실	 새로운	 매체	 시스템을	 더욱	 직관,	 
적이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비매개적	 표상의	 증거라기보다는	 제작비용의	 절감과	 동
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잡지	 제호로서의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에	 기인
하는	 바가	 클	 것이다 년	 월	 말에	 최초의	 아이패드가	 국내발매를	 시작한	 .	 2010 11
두	 달	 만에	 디지털	 버전이	 출간되어	 선도적인	 행보를	 보였던	 행복이	 가득한	 집은	 ‘ ’
그	 판형과	 레이아웃에서	 동반	 출간되는	 인쇄	 잡지와	 변함없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
고 페이지	 구성	 또한	 인쇄	 잡지의	 디지털	 아카이빙	 수준에	 머물며	 뉴미디어 의	 ,	 “ ”
속성을	 내포하는	 인터페이스	 요소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과도하게	 드러내려	 하
지	 않는다 그림	 .	 [ 32]

그림 [ 32 행복이 가득한 집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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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거진의4-2-2.	 	 하이퍼매개적	 양식

디지털	 매거진은	 디지털	 영역의	 차별화된	 기술	 환경적	 영향력으로	 정보의	 전통
적	 구성형식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독서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디지털	 .	 
매체환경이	 제공하는	 가장	 뚜렷한	 속성인	 멀티미디어적	 콘텐츠	 구성은	 텍스트의	 기
능을	 축소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시각	 이미지들이	 독자의	 다감각적	 수용을	 통해	 재
생되도록	 유도한다 독자는	 더	 이상	 고정된	 형식의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	 
아니라	 콘텐츠라는	 포괄적인	 대상에	 대한	 능동적인	 경험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	 
곧	 눈으로	 읽기에서	 몸으로	 읽기“ ”56)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정된	 형.	 
식과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텍스트의	 수용과	 그	 인지적	 해석에	 의존했던	 읽기의	 보
편적	 과정은	 매거진	 특유의	 콘텐츠	 구성양식에	 의해	 이미지의	 시지각적	 해석으로	 
그	 중심을	 이동하였고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다시	 사운드와	 동영상 그리고	 이들,	 ,	 
을	 선택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인터랙션의	 결합으로	 심화되어	 오감을	 자유롭게	 동
원하는	 독서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선택적 독서의	 개념은	 과거	 데.	 “ ”	 
스크톱	 매거진	 양식에서부터	 존재해왔는데	 그	 지원	 범위와	 유형의	 다양성이	 확대된	 
오늘	 날의	 디지털	 매거진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으로	 표출된다 씨네 은	 .	 21
정보를	 구성하는	 주요한	 형식적	 요소로	 동영상을	 채택하여	 텍스트를	 중심으로	 구성
된	 메인	 기사와	 연계해	 정보	 전달을	 지원하거나	 독립적	 서술구조의	 형태로	 추가	 정
보를	 제공한다 불레튼 이나	 코리아는	 이미지에	 텍스트를	 삽입하거.	 ‘ (Bulletin)’ ‘GQ	 ’
나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고정된	 경계를	 두지	 않고	 각각의	 콘텐츠	 요소를	 중첩과	 
이동이	 가능한	 레이어 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페이지	 공간을	 확장시키고	 인쇄	 (layer)
잡지의	 전통적인	 편집방식을	 탈피한다 그림	 그림	 .[ 33][ 34]	 

그림 [ 33 선택적 멀티미디어 경험을 위한  편집양식] , Bulletin, GQ, iPad

56) 최혜실 디지털 서사 의 현황과 전망 사이버 문학의 이해 집문당 , “ (e-narrative) ”. , , 2001, p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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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4 선택적 멀티미디어 경험을 위한 편집양식 씨네 창간호] , 21, 2011 , iPad 

이렇듯	 독자의	 다감각이	 능동적으로	 동원되는	 디지털	 매거진의	 멀티미디어적	 
콘텐츠	 양식은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	 뿐	 아니라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등과	 같은	 ,	 ,	 
다양한	 콘텐츠	 요소들을	 독해하는	 능력과	 더불어	 그	 단계적	 선택을	 유도하고	 원활
히	 조작할	 수	 있도록	 독서	 행위의	 직접적	 대상으로서의	 정보	 이외에	 그것이	 존재하
는	 정보	 공간에	 대해서도	 포괄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짧은	 .	 
역사의	 디지털	 매거진	 환경에	 비해	 축적된	 사용자	 경험의	 폭이	 충분하지	 못하고	 인
쇄	 잡지의	 페이지	 넘김과	 같은	 단일화된	 경험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
서를	 위한	 공간에	 대한	 이해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지체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요
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쇄	 잡지	 콘텐츠의	 과장	 없는	 복제	 형식을	 .	 
취하는	 일부	 매거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디지털	 매거진은	 콘텐츠의	 서두	 영역에	 그	 
사용법을	 위한	 인터페이스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그것마저도	 아이콘의	 해석	 등에서	 ,	 
각자의	 개별적	 기준을	 따르면서	 서로	 다른	 잡지매체	 사이의	 자유로운	 이동과	 빠른	 
적응을	 방해한다 그림	 그림	 그림	 .[ 35][ 36][ 37]	 	 	 	 	 	 	 	 

그림 [ 35 ] Global User Interface Icon, Wired Magazine, iPa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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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6 인터페이스 가이드 노블레스 매거진] , 

그림 [ 37 인터페이스 가이드] , Top Gear

선형적	 텍스트	 구성을	 기반으로	 한	 인쇄	 문화가	 시청각	 매체	 특유의	 비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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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체계를	 의도할	 때도	 이전과	 같은	 독서의	 개념은	 사라진다 장과	 절로	 분절된	 .	 ‘
글 목차 페이지	 번호 주석 각주와	 색인 등의	 제공으로	 내용의	 부분적	 검색과	 ,	 ,	 ,	 ,	 ’	 
임의적	 접근을	 허용하는	 내적인	 하이퍼텍스트	 기능‘ ’57)은	 백과사전과	 같은	 종이책	 
매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비매개적	 요소이다 그러나	 종이책에서의	 하이퍼텍스트	 .	 
요소는	 단순히	 원하는	 정보의	 위치를	 제공하거나	 이동경로를	 제시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실제의	 이동과정을	 컨트롤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하지는	 않는다.	 
반면	 디지털	 매체는	 이러한	 하이퍼텍스트	 요소들에게	 하이퍼링크를	 내재한	 입력버
튼의	 기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내적	 하이퍼텍스트	 구조	 사이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이동을	 가능케	 하고	 정보구조의	 외부적	 연계를	 의도하는	 외적	 하이퍼텍스트‘ ’58) 기	 
능까지	 실현하게	 되었다 특히	 원격	 접속	 환경을	 기반으로	 각각의	 디지털	 매체환경.	 
에	 대한	 다중적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태블릿	 의	 기능성은	 서로	 다른	 매체	 사이PC
에서의	 정보	 이동과	 연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유도한다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하는	 디지컬	 매거진은	 그	 성격상	 정보의	 외부	 공유를	 위한	 기
능이	 의도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셜	 온라인	 매거진을	 
표방하고	 있는	 플립보드 나	 자이트 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리	 ‘ ’(Flipboard) ‘ ’(Zite)
설정한	 주제별	 범주	 안에서	 외적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잡지	 콘텐츠를	 목차의	 
형태로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셜	 미디어	 매체로,	 
의	 직접	 전송	 기능을	 내장하여	 정보의	 호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다각적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그림	 .[ 38][ 39]	 

그림 [ 38 내적 외적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 , , ZIte

57) 랜델 패커 켄조던 멀티미디어 바그너에서 가상현실까지 나비프레스 , , “ ; ”, , 2004, pp.362
58) 랜델 패커 켄조던 앞의 저서 , , , p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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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9 내적 외적 하이퍼텍스트 정보구조]  , , Flipboard

이러한	 외적	 하이퍼링크	 구조는	 독자로	 하여금	 콘텐츠	 요소를	 선택적으로	 취합
하여	 나름의	 독자적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저자	 또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인쇄	 잡지의	 기능을	 하이퍼매개적으로	 확장한다.

근대	 산업사회	 이후의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확대된	 정보의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	 등장한	 잡지매체는	 태생적으로	 책 신문 포스터 회화 사진	 등	 기존	 매체,	 ,	 ,	 ,	 
장르와의	 하이퍼매개적	 연계를	 토대로	 독자적	 차별성을	 획득한	 재매개적	 매체의	 전
형이다 때문에	 디지털	 매거진은	 인쇄	 잡지와의	 비매개적	 연계를	 지양하고	 웹페이.	 
지와	 같은	 전형적	 디지털	 매체양식을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매체환경의	 기술적	 유연
성을	 강조하고	 스스로의	 하이퍼매개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실제로	 .	 
지금까지	 살펴본	 디지털	 매거진의	 하이퍼매개적	 양상은	 그	 형태적	 요소는	 물론이고	 
내적	 속성까지도	 많은	 부분	 데스크톱	 환경과	 온라인	 매체의	 디자인	 양식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 에서	 정리된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의	 하이퍼매개적	 ,	 [ 6]
요소를	 보면	 행동학적	 하이퍼매개와	 환경적	 하이퍼매개를	 제외한	 구조적 시지각적	 ,	 
하이퍼매개	 요소는	 그대로	 데스크톱	 환경의	 웹	 매체양식으로부터의	 차용임을	 알	 수	 
있다 와이어드	 매거진의	 목차	 리스트는	 그	 형태와	 기능에서	 웹	 매체의	 사이드	 메.	 
뉴를	 차용하였고	 마샤	 스튜어트	 리빙 매거진이	 내비게이션	 (Marta	 Stewart	 Living)	 
조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스크롤바와	 아이콘들	 또한	 웹	 매체의	 형식을	 그대
로	 답습하고	 있다 그림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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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하이퍼매개
내적 하이퍼링크∙
외적 하이퍼링크 웹 소셜 미디어( , )∙

시지각적 하이퍼매개

동영상 사운드 , ∙
윈도우 창 아이콘 버튼 검색창, , , ∙
슬라이드 레버 스크롤바 , , ∙
내비게이션 메뉴∙
중첩 공간∙

행동학적 하이퍼매개 터치 탭 스크롤 줌인 줌아웃 , , , , ∙

환경적 하이퍼매개 앱 스토어 형식의 통합 마켓∙

표 [ 6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의 하이퍼매개적 요소]  

그림 [ 40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의 시지각적 하이퍼매개] , Wired & Martha Stewart Living

이러한	 양상은	 역설적이게도	 디지털	 매거진이	 그	 양식을	 하이퍼매개적으로	 확
장하기	 위해	 동원했던	 전형적	 디지털	 매체와의	 사이에서	 또	 다른	 독자적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즉	 하이퍼매개적	 경험을	 의도했던	 노력이	 비.	 
매개적	 결과를	 유발하는	 재매개의	 모순적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며 특히	 인쇄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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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병행	 출간하지	 않는	 매거진을	 대상으로	 그것이	 여전히	 웹	 콘텐츠가	 아닌	 매거진
이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이러한	 문제는	 그	 하이퍼매개적	 .	 
시도를	 극단으로	 추구하여	 기존	 매체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경험양식에	 도달하는	 것
으로	 해결의	 여지를	 가정해볼	 수는	 있겠으나 새로운	 매체의	 탄생을	 기존의	 매체	 ,	 
테크놀로지를	 개선하거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화의	 양상으로	 이해하는	 
재매개의	 관점을	 고려하면	 기존매체와	 무관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양식의	 발생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사용자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다 이러한	 .	 
상황에서	 디지털	 매거진	 디자이너가	 선택할	 수	 있는	 이상적	 해법이란	 결국	 기존	 매
체의	 경험양식을	 맹목적으로	 답습하거나	 거부하는	 피상적	 수준을	 넘어서	 그	 관계성
에	 기반을	 둔	 합리적	 접점을	 모색하는	 노력일	 뿐일	 것이다.	 

와이어드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제공하는	 프리뷰	 메뉴는	 모든	 페이지의	 썸네
일	 이미지가	 종횡의	 열을	 따라	 나열되는데 각	 스토리들의	 표제	 페이지를	 횡렬	 방,	 
향의	 스크롤을	 통해	 접근시키는	 한편	 그	 하부	 페이지들은	 종렬	 방향의	 스크롤을	 통
해	 접근시킨다 흔히	 듀얼	 내비게이션	 방식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메뉴형식은	 인쇄	 .	 
잡지의	 전통적인	 코덱스	 구조와	 웹	 페이지의	 상하	 스크롤	 구조라는	 비매개적	 양식	 
간의	 하이퍼매개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별개의	 매체양식을	 표상하는	 심상모,	 
형들	 사이의	 의존적	 결합으로써	 잡지매체나	 웹	 매체의	 경험적	 양식과	 차별화된	 독
자적	 유용성이라는	 결과적	 효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그림	 .[ 41]

그림 [ 41 듀얼 내비게이션 와이어드]  , (W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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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개적	 양식의	 역설적	 논리4-2-3.	 

투명한	 비매개성을	 획득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통상적으로	 시스템과의	 인지적	 개연성이	 높은	 메타포를	 선택하여	 그	 은유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형태로	 재매개함으로써	 사용자의	 빠른	 이해와	 반응을	 유도한
다 때문에	 매체경험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인쇄	 잡지의	 메타포에	 의존하는	 비매개.	 
적	 디자인의	 양식은	 적어도	 사용성의	 관점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써	 마치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비매개성이	 실제로.	 
는	 진정한	 비매개가	 아니라	 모의적	 비매개	 행위에	 따른	 결과적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메타포의	 구체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며	 그것이	 사실상	 물리.	 
적	 등가물을	 가지지	 않는	 모의적	 개념일	 뿐이라는	 사용자의	 자각은	 더욱	 명확해지
고	 눈에	 보이는	 공간과	 실재의	 공간	 사이에서의	 차별적	 긴장감이	 고조됨으로써	 결
과적으로는	 매체의	 존재와	 매개행위를	 강조하는	 하이퍼매개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이책의	 코덱스	 구조나	 인쇄	 잡지의	 편집방식을	 사실적으.	 
로	 재현한	 디지털	 매거진은	 기존의	 매체경험으로부터	 습득된	 심상모형을	 이끌어내
고	 사용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페이지	 넘김이라는	 조작	 방법을	 시도하게	 만드는	 
비매개적	 효력을	 발휘하지만 실제	 인터랙션	 과정에서	 사용자가	 인식하게	 되는	 모,	 
니터	 스크린의	 반응은	 그것이	 여전히	 픽셀로	 구성된	 이차원적	 이미지일	 뿐	 종이의	 
물성을	 지닌	 페이지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기존	 매체와의	 불투명한	 관계
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듯	 경험의	 진정성에	 관한	 비매개	 전략의	 모순적	 효력은	 .	 
스크린에	 종이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실체화하는	 가상현실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
도	 해소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매체로부터의	 차별화된	 경.	 
험양식의	 제공이	 새로운	 매체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비매개적	 
디자인	 양식은	 그	 당위성에서	 여전히	 의문의	 여지를	 갖는다.	 

비매개성의	 추구가	 결국은	 하이퍼매개적	 경험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과	 마찬가지로	 하이퍼매개적	 경험	 또한	 비매개적	 효력의	 성취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이퍼매개는	 매개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조함으로써	 매체경험의	 현장성을	 제공
하고 이는	 다시	 외적	 실체에	 긴 하게	 조응하는	 또	 다른	 경험의	 진정성을	 창출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매개의	 역설적	 논리는	 비매개와	 하이퍼매개가	 매체경험을	 .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일견	 모순된	 태도를	 견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적	 경
험의	 획득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적	 실체가	 진화된	 매,	 
체양식의	 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논리	 사이의	 의존적	 결합이	 요구된다는	 것
을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매거진	 양식은	 흔히	 인간의	 본능적	 연상	 방식인	 메타포의	 가시적	 형태
로	 출발하였는데 이는	 매체의	 장르적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원활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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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접근을	 유도하는	 비매개적	 해법으로써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나	 기술	 환경.	 
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요구는	 디지털	 매거진의	 공간을	 타	 매체양식의	 비매개적	 경
험을	 포괄하는	 유기적	 공간으로	 확장시켰으며 그	 결과	 디지털	 매거진의	 구성방식,	 
은	 이들을	 통합하는	 하이퍼	 인터페이스의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디지털	 매.	 
거진은	 인쇄	 매체의	 메타포와	 디지털	 매체의	 메타포를	 전략적	 방법론으로	 활용하여	 
잡지	 매체양식의	 비매개적	 정체성과	 디지털	 환경의	 하이퍼매개적	 효력	 사이의	 관계
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의	 디지털	 매거진이	 기존	 인쇄	 잡지의	 역할을	 완전히	 대
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이른	 상황에서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에서	 보이는	 비매
개성과	 하이퍼매개성의	 공존은	 본래의	 대립적	 성격으로	 인하여	 때로는	 문제점을	 발
생시키기도	 하고	 차별적	 매체양식으로서의	 지속	 가능성과	 대중적	 수용	 여부를	 모호
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매개의	 이중논리가	 작동하는	 역설적	 방.	 
식은	 매체의	 범주를	 막론하고	 그	 양식적	 결합과	 해체를	 유기적으로	 반복하는	 오늘
날의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의	 실체를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	 작품	 연구5.	 

매거진	 디자인	 분석	 	 	 	 	 5-1.	 
잡지	 매체의	 경험적	 본질	 	 	 	 5-1-1.	 
콘텐츠	 구성의	 구조적	 스키마	 	 5-1-2.	 
공간	 메타포	 	 5-1-3.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	 프로토타입	 	 	 	 	 	 	 5-2.	 
콘텐츠	 구성과	 게재	 양식	 	 5-2-1.	 
목차	 구성	 	 5-2-2.	 

	 정보	 구조와	 네비게이션	 컨셉	 	 5-2-3.	 
프로토타입	 디자인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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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거진	 디자인	 작품	 연구5.	 

매거진	 디자인	 분석5-1.	 

잡지매체의	 경험적	 본질5-1-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매거진은	 잡지라는	 매체	 범주의	 정체성에	 디지
털	 환경의	 기능적	 유연성을	 접목시켜	 나름의	 독자적	 차별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쇄	 매체의	 비매개적	 표상과	 디지털	 매체의	 하이퍼매개적	 확장	 사이의	 관계적	 균
형을	 모색한다 그런데	 매타포의	 한계와	 재매개의	 역설적	 논리는	 기존	 매체경험의	 .	 
비매개적	 표상이	 단순한	 외형적	 상관관계의	 차원을	 넘어	 그	 경험적	 실체의	 확보를	 
의미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때문에	 디지털	 매거진이	 태블릿	 의	 차별적	 기능을	 .	 PC
수용하며	 잡지	 매체양식으로서의	 진화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식적	 변이를	 
관통하며	 유지되는	 매체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색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잡지의	 외적	 형태의	 이면에	 내재한	 매체장르적	 역할과	 의미 내용과	 ,	 
형식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잡지의	 어원은	 저장고	 또는	 창고를	 의미하는	 아랍어	 	 ‘Mahzari 에서	 유래되었’
는데	 특정한	 편집의도와	 테마에	 따라	 수집된	 다양한	 글과	 이미지	 등의	 합이고59)	 
그	 시대의	 지식과	 정보를	 업데이트시키는	 창고이다 정보의	 물리적	 양과	 제공되는	 .	 
주기의	 차별성에	 따라	 책이나	 신문과	 구분되어지며60)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	 
다양한	 내용이나	 특정한	 취미 관심	 또는	 직업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기간,	 
행물로써	 일반적인	 매체환경의	 역사에서	 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17
역사성을	 지닌다 그림	 .[ 42]61) 잡지는	 주기적인	 정보의	 형태로	 특정한	 사상과	 가치	 
를	 사회에	 제공하는	 대중적	 소통의	 수단62)이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	 
자발적인	 관심을	 통해	 그	 생명력을	 지속한다 예를	 들어	 월간	 디자인은	 디자인에	 .	 ‘ ’
관한	 여러	 다양한	 소식과	 의견이	 특정한	 편집방향에	 의해	 수집되고	 정리된	 정보의	 
저장고로서 그	 정보의	 유용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주기적인	 접근을	 유도,	 
하는	 지속적	 순환구조를	 가진다 그림	 요컨대	 잡지는	 다양한	 형태와	 포맷 판.[ 43]	 ,	 
형 사이즈를	 막론하고	 특정	 주제와	 관련해	 편집된	 정보의	 가치창출을	 최우선적	 과,	 
제로	 추구하며 일관된	 유통과정을	 가지는	 정보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59) Chris Foges, “Magazine Design”, RotoVision, 1999, p.7
60) 유정미 잡지는 매거진이다 효정출판사 , “ ”, , 2002, p.9
61)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5423&cid=46668&categoryId=46668
62) Jose Neto de Faria, “Mutaion Magazines-The media out of medium”, Conference and 

General Assembly IAMCR, 2002,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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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2 최초의 잡지]  , Erbauliche Monaths Unterredungen, 1663

그림 [ 43 월간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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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는	 의도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서술방식을	 동원하며	 이를	 지원하
는	 일련의	 구조적 내용적	 요소들의	 합으로	 완성된다 다시	 말해	 잡지는	 앞표지와	 ,	 .	 
속표지 뒷표지 목차페이지 콘텐츠	 섹션 기사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인포그래,	 ,	 ,	 ,	 ,	 ,	 ,	 
픽 광고	 페이지	 등	 매체가	 규정한	 개별적	 요소들의	 의도적	 결합이며 이는	 전통적,	 ,	 
인	 제책성에	 기인한	 잡지의	 구조적	 특성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해체	 가능한	 분절적	 .	 
구조와	 콘텐츠	 요소의	 재구성은	 오늘날	 잡지	 매체에서만	 발견되는	 고유한	 특성은	 
아니나 다양한	 변이의	 양상을	 관통하며	 일관되,	 게 유지되는	 본질적	 매체특성	 중의	 	 
하나이다 잡지	 매체의	 구조적	 분절성은	 그	 형식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오늘날의	 보.	 
편적	 웹	 콘텐츠	 매체와	 주목할	 만한	 유사성을	 가지는데 내용적으로	 독립된	 정보	 ,	 
목록의	 선택과	 접근을	 위해서는	 연속된	 페이지	 넘버에	 의존하는	 일련의	 선형적	 내
러티브의	 과정이	 요구되지	 않으나	 최종적으로	 선택된	 정보	 단위에	 대한	 탐색은	 선
형과	 비선형적	 경로	 사이의	 맥락적	 판단에	 의존한다 즉	 특정	 기사의	 선택은	 목차	 .	 
항목을	 통한	 내적	 하이퍼링크에	 의해	 선택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사	 페이지	 
안에서는	 나름의	 편집의도에	 따라	 구성된	 콘텐츠	 요소로써	 제안되는	 특정한	 내러티
브	 경로가	 요구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 44][ 45][ 46][ 47]	 	 	 

그림 [ 44 잡지의 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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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5 잡지 정보단위의 선형적 내러티브 ] 그림 [ 46 잡지 정보단위의 비선형적 내러티브]  

그림 [ 47 웹 콘텐츠 플로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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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어 는	 잡지매체의	 구조적	 형식을	 도입부 메시지(Faria) (opening),	 (message),	 
결합체 로	 분류하였는데 각	 구성요소가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을	 정리하면	 (union) ,	 
표	 과	 같다[ 7] .63)	 	 	 

Opening Message Union

cover page
title logo
photos

contents title
contents page

article title
photos / image

preface

Primary Supportive Narrative Technical

text article
voice

images
sound
video

typography
illustration

color

links
clinch
spirals

표 잡지의 구조적  형식[ 7]  

그림 [ 48 잡지의 구조적 형식 앞표지와 목차 페이지] : , Popular Science, Billboard Magazine 

오프닝	 섹션은	 오브제나	 이미지 로고	 마크 텍스트 사운드 비디오 애니메이,	 ,	 ,	 ,	 ,	 
션	 등이	 동원되어	 구성된	 표지 오프닝	 시퀀스 목차 서문	 등의	 형태로	 잡지	 콘텐,	 ,	 ,	 

63) Jose Neto de Faria, “Mutaion Magazines-The media out of medium”, Conference and 
General Assembly IAMCR, 2002,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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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전반에	 대한	 개요와	 소개를	 담당한다 메시지	 섹션은	 잡지의	 주제와	 편집	 의도.	 
에	 상응하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다시	 텍스트	 기사나	 목소리로	 구성된	 ,	 
일차적 메시지와	 그	 내용적	 구성을	 이미지나	 사운드 비디오	 등을	 통해	 (primary)	 ,	 
지원하는	 부수적 메시지로	 나뉜다 유니언	 섹션은	 서술적 결(supportive)	 .	 (narrative)	 
합체와	 기술적	 결합체로	 분류되는데 서술적	 결합체는	 컬러 사진 그림 타이포그,	 ,	 ,	 ,	 
래피	 등	 메시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결합	 양식으로	 콘텐츠의	 서술	 과정에	 전
반적인	 톤과	 리듬감을	 부여하고	 기술적	 결합체는	 잡지의	 개별적	 정보	 단위를	 외적,	 
내적으로	 결합한다 이와	 같은	 잡지매체의	 구조적	 형식은	 디지털	 매거진	 콘텐츠의	 .	 
내용적	 구성과	 서술	 구조에도	 마찬가지의	 형태로	 적용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다.	 
음의	 장	 잡지	 콘텐츠	 구성의	 구조적	 스키마 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5-1-2.	 ’	 .	 

매체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은	 생산자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용자 즉	 독자에,	 
게	 미치는	 결과적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잡지가	 읽히고	 수용.	 
되는	 과정에서	 독자에게	 발생시키는	 심리적	 경험의	 양상에	 대해	 포그스(Foges)64)	 
는	 독자는	 그	 내용과	 전달방식으로	 인해	 선호하는	 잡지와의	 심리적	 유대감을	 가진“
다 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심리적	 유대감은	 독자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 .	 
을	 더욱	 공고히	 하고	 효과적으로	 구성된	 텍스트와	 시각	 이미지를	 통해	 사회적	 여론
을	 형성하며	 동일	 잡지의	 구독자들	 사이의	 집단적	 종속감을	 유발하는	 효력을	 발휘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한	 차별적	 논조를	 제공하는	 잡지들	 사이에.	 
서	 어떤	 잡지를	 선택하는가는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사회적	 가
치관을	 지닌	 집단의	 일원이라는	 프레임으로	 작동하게	 되어	 매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 49]	 	 	 	 	 	 	 

그림 [ 49 잡지의 사회 심리학적 영향력] 

	 	 

64) Foges, C, “Magazine Design”. (C. Foges, Ed.), 1999, Switzerland: RotoVision,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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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크게	 정보	 기능적	 측면과	 구조	 형식적	 측면 그리고	 심리적	 영향력의	 ,	 
측면에서	 탐색된	 잡지매체의	 성격은	 표	 과	 같이	 정리된다 이는	 기술	 환경적	 확[ 8] .	 
장의	 양식적	 범위를	 막론하고	 잡지매체의	 경험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본질적	 성격으
로	 파악되며 따라서	 디지털	 매거진	 양식이	 계획되는	 과정에서	 잡지매체로서의	 정,	 
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보편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능 정보의 제공과 사회 심리적 여론 조성을 위해∙

내용 ∙특정주제와 편집의 방향성에 따라

형식
∙취합 편집된 기사 및 광고물이 대중적 유통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 

배포되는 간행물로서  

서술 선형적 접근과 비선형적 접근의 맥락적 선택이 요구되는 정보단위가 ∙

구조
∙도입 메시지 결합체 등의 일관된 구조적 (opening), (message), (union) 
스키마를 통해 구성된다 

표 잡지의 본질적 특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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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성의	 구조적	 스키마5-1-2.	 

앞서의	 장에서	 페리어 는	 잡지매체의	 구조를	 도입부 메시지 결합체의	 (Faria) ,	 ,	 
합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잡지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형식적 기능적	 ,	 ,	 
기준에	 의한	 분류이다 그	 내용적	 측면의	 기준을	 더하기	 위해	 현존하는	 인쇄	 잡지.	 
의	 목차	 구성과	 기사게재	 양식을	 파악하였다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특정	 .	 
주제의	 차이에	 따라	 그	 구조적	 형식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디
자인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진	 잡지	 종 국외	 종 국내	 종 을	 보편적	 인지도와	 5 ( 3 ,	 2 )
판매량을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하였다.	 

그	 목차의	 구성과	 기사게재의	 양식의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RINT	 (Fall.	 2015)	 :	 ➀ The	 Text	 Iss

그림 [ 50 목차] , PRINT (Fall. 2015) : The Tex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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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FINFGER OF SPEECH⦁ 
TOWER OF BABBLE⦁ 
NUMBER-O-TYPOLO GY⦁ 
BUILDING BRAILLE⦁ 

HOUSE OF CARDS⦁ 
FLORILEGIUM⦁ 
PRINT75⦁ 

EDITOR’S NOTE

UP FRONT IN BACK

GRIDS + GUIDES⦁ 
E VOLUTION⦁ 
HISTOGRAPHTY⦁ 

INTERACTION⦁ 
TYPE⦁ 
IN PROFILE⦁ 

DESIGN MATTER⦁ 
OBSERVER⦁ 
INSIDE THE MIND⦁ 

LOVE LETTERS⦁ 
INTO THE ARCHIVES⦁ 
THE LAST WORD⦁ 

분석노트

이슈별 주제선정에 따른 주요 기사목록 페이지 넘버 기사제목 요약 및 안내 작성자 성명 : + + + ⦁

편집자 주 주제안내 및 논평 : ⦁

카테고리별로 분류 조합된 연관기사목록, ⦁
이슈별 주제와의 연계- 
기사의 주목도와 분량에 따른 카테고리 조합 게재순서상의 분리 - , (UP FRONT + IN BACK)  
페이지 넘버 카테고리 제목 요약 작성자 성명 - + + + 

표 [ 9 목차구성]  , PRINT (Fall. 2015) : The Text Issue

UP FRONT ISSUE REPORT IN BACK

+ GRIDS + GUIDES
+ E VOLUTION
+ HISTOGRAPHTY
+ INTERACTION
+ TYPE
+ IN PROFILE

+ FINFGER OF SPEECH
+ TOWER OF BABBLE
+ NUM BER-O-TYPO LOGY
+ BUILDING BRAILLE
+ HOUSE OF CARDS
+ FLORILEGIUM
+ PRINT75

+ DESIGN MATTER
+ OBSERVER
+ INSIDE THE MIND
+ LOVE LETTERS
+ INTO THE ARCHIVES
+ THE LAST WORD

표 [ 10 기사게재] , PRINT (Fall. 2015) : The Text Issue 



- 73 -

HOW	 (Fall.	 2015)	 :	 ②	 The	 Reinvented	 World	 Issue  

그림 목차[ 51]  , HOW (Fall. 2015) : The Reinvented World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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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FROM THE EDITOR

WHO WHAT

BRADFORD SHE LLH AMMER⦁ 
NELLY BEN H AYOUN⦁ 
METHES M ANOS⦁ 
NICO LE JACEK⦁ 
SEBASTIAN PADILLA⦁ 

BRADFORD SHELLHAMMER⦁ 
FUTURA⦁ 
PRO VOCATIRE EXTRAORDINAIRE⦁ 
GLOSSIER⦁ 
CRE ATIVE  KARMA⦁ 
INDUSTRIAL COMPLEX⦁ 
INTO THE UNKOWN⦁ 
HOW PROMOTION & MARKETING DESIGN AWARD ⦁ 

WHRERE HOW

MEXICO CITY⦁ SEBASTIAN PADILLA⦁ 

분석노트

이슈별 주제에 따른 연관기사의 형식적 카테고리화⦁
- 3W + 1H (WHO + WHERE + WHAT + HOW) 

기사제목 페이지 넘버 - + 
카테고리 내 모든 기사의 테마구성- 

 
편집자 노트⦁
카테고리별 기사목록의 병렬식 나열⦁

표 [ 11 목차구성]  , HOW (Fall. 2015) : The Reinvented World Issue

WHO WHAT WHERE HOW

BRADFORD..⦁ 
NELLY BEN...⦁ 
METHES M ANOS ⦁ 
NICO LE JACEK⦁ 
SEBASTIAN PADILLA⦁ 

BRADFORD...⦁ 
FUTURA...⦁ 
PROVO CATIRE...⦁ 
GLOSSIER⦁ 
CREATIVE KARMA⦁ 
IN DUSTRIA...⦁ 
INTO THE UNKOWN⦁ 
HO W PROMOTION...⦁ 

MEXICO CITY⦁ SEBASTIAN PADILLA⦁ 

표 [ 12 기사게재] , HOW (Fall. 2015) : The Reinvented World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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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paper	 (November.	 2015)	 ③	 

그림 목차구성[ 52] , Wallpaper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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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FRONT OF BOOK

SUPER STU DIOS⦁ 

SHIN GLE VISION⦁ 
LIFE AT THE TOP⦁ 
MODERN MANORS⦁ 

ART (+ SMART ART) INTERIORS

CROWN PRINCE⦁ 
NO RETREAT⦁ 
FIRE WORKS⦁ 

STUDIO TIME⦁ 
NEW WAVE⦁ 
TRIPLE ACTION⦁ 

DESIGN MATTER⦁ 
OBSERVER⦁ 
INSIDE THE MIND⦁ 

DESIGN MEDIA

S PRING STONES⦁ 
MODERN TIMES⦁ 
POWE 200⦁ 

HOT ME AL⦁ 
STAGE CRAFT⦁ 

GIVE WALLPAPER THIS SEASON⦁ 
WHAT’S IN WALLPAPER STORE⦁ 

FASHION TRAVEL

AIR FORCE⦁ DE PARTURE INFO⦁ 

FOOD RESOURCES

ARTISTS’ PALATE⦁ STOCKISTS⦁ 

FRONT OF BOOK

NEWS PAPE R⦁ 
THE VINSON  VIEW⦁ 

분석노트

각 이슈별로 특정한 주제없이 다양한 필드에서 다뤄지는 작업물들의 형태적 환경적 분류, ⦁
카테고리별 해당 기사의 취합과 나열⦁

카테고리 제목 페이지 넘버 기사 제목 본문 이미지 썸네일- + + + 

표 [ 13 목차구성] , Wallpaper (November. 2015)

SUPER STU DIOS⦁ LIFE AT THE TOP⦁ CROWN PRINCE⦁ DESIGN MATTE R⦁ 

분석노트

목차의 순서카테고리 및 기사목록의 나열 와 무관한 무작위적인 순서( )⦁
각각의 기사 페이지 상단에 해당 카테고리 표기 ⦁

표 [ 14 기사게재] , Wallpaper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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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디자인	 (February.	 2016)④	 

그림 목차구성 월간디자인 [ 53] , (Febr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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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PICKS & VIEWS DESIGN PROMOTION

xxxxxx⦁ xxxxxx⦁ 
xxxxxx⦁ 
xxxxxx⦁ 

DESIGN IS NEWS DDP DESIGN SHOP

xxxxxx⦁ xxxxxx⦁ xxxxxx⦁ 

VISUAL ESSAY ZOOM IN SPECIAL FEATURE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INTERVIEW OPEN STUDIO INSPIRATION

xxxxxx⦁ xxxxxx⦁ 

xxxxxx⦁ 
xxxxxx⦁ 

PROJECT

xxxxxx⦁ 
xxxxxx⦁ 

분석노트

이슈별 주제에 해당하는 주요기사들이 취합된 카테고리 를 기사의 내용과 포맷전개방식 에 따라 임의의 제목과 (“Special Feature”) ( )⦁
순서로 분류된 복수의 카테고리들이 전후에 배치 게재순서와 동일배열  , 

카테고리 제목 페이지 넘버 기사제목 부제 포함 본문 이미지- + + ( ) + 

표 [ 15 목차구성 월간디자인 ]  , (Febr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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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PICKS & VIEWS DESIGN PROMOTION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DESIGN IS NEWS DDP DESIGN SHOP

xxxxxx⦁ xxxxxx⦁ xxxxxx⦁ 

        

VISUAL ESSAY ZOOM IN SPECIAL FEATURE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INTERVIEW OPEN STUDIO INSPIRATION

xxxxxx⦁ xxxxxx⦁ xxxxxx⦁ 

분석노트

목차 카테고리와 기사목록와 동일한 순서로 게재 ( )⦁

표 [ 16 기사제재 월간디자인 ] , (Febr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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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매거진	 CA	 (May.	 2016)	 ⑤	 

그림 목차구성 디자인매거진 [ 54] , CA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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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VIDEO FEATURE

xxxxxx⦁ xxxxxx⦁ 
xxxxxx⦁ 
xxxxxx⦁ 

TREND SHOWCASE PROJECT

xxxxxx⦁ xxxxxx⦁ xxxxxx⦁ 

PEOPLE SPECIAL REPORT SOMETHING NEW

xxxxxx⦁ 
xxxxx⦁ 
xxxxxx⦁ 
xxxxxx⦁ 

BOOK

xxxxxx⦁ 
xxxxxx⦁ 

EVENT SPOTLIGHT EXHIBITION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xxxxxx⦁ 

분석노트

기사의 중요도와 분량에 따라 취합된 주요기사 카테고리 를 기사의 내용과 포맷전개방식 에 따라 임의의 제목과 (“Special Rport”) ( )⦁
순서로 분류된 복수의 카테고리들이 전후에 배치  

카테고리 제목 페이지 넘버 기사제목 부제 포함 본문 이미지- + + ( ) + 

목차카테고리와 기사목록 와 동일한 순서로 게재 월간디자인과 동일방식( ) ( )⦁

표 [ 17 목차구성과 기사게재 디자인매거진 ] , CA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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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인쇄	 잡지	 종의	 목차구성과	 기사게재	 양식을	 살펴본	 결과 각	 잡지5 ,	 
의	 목차구성과	 기사게재	 양식은	 잡지가	 지향하는	 내용상의	 범위와	 사용자	 대상 편,	 
집	 의도	 등에	 따라	 나름의	 차별적	 형태를	 띄고	 있으나	 제작 유통 소비	 단계의	 물,	 ,	 
리적	 환경과	 특정	 관심사에	 대한	 정보의	 전달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는	 동일	 매체장
르로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구조적	 유사성	 또한	 발견된다.

다양한	 작업영역을	 망라하는	 제품들에	 대한	 독립적	 리포팅을	 병렬식으로	 나열
하는	 월페이퍼 매거진을	 제외한	 나머지	 종의	 잡지는	 각	 제호별로	 특(Wallpaper)	 4
화된	 주제나	 테마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주요	 기사들을	 기획 제작하,	 
여	 나	 와	 같은	 별도의	 카테고리	 또는	 매거진“Issue	 Report” “Special	 Feature” HOW	 
의	 경우와	 같이	 복수의	 카테고리	 경로를	 통해	 제공한다 그	 외	 관련	 기사나	 추가적.	 
으로	 제공되는	 여타의	 기사들은	 그	 내용적	 범위와	 전개방식에	 따라	 뉴스 소개 리,	 ,	 
뷰 인터뷰	 등	 사전에	 고정된	 내용적	 카테고리들로	 분류되며 전체	 잡지	 콘텐츠에,	 ,	 
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분량을	 고려하여	 게재순서가	 결정된다 매거진과	 월.	 PRINT	 
간디자인 디자인매거진	 는	 공히	 이들을	 주요기사	 목록의	 전과	 후에	 배치시킴으,	 CA
로써	 전체	 잡지	 콘텐츠의	 구조를	 오프닝과	 메인 엔딩의	 단계적	 개념의	 형태로	 삼,	 
분하고	 있다 표	 .[ 18]

Cover +
Opening

+
Main

+
Ending

+ Cover서문+ 
뉴스 단신+ 
신제품 리뷰+ 

주요기사 ⦁ 
주요기사 ⦁ 
주요기사 ⦁ 

에세이+ 
비평+ 
인터뷰+ 
전시소식 + ...

표 [ 18 본문 콘텐츠 구성의 삼분 구조]  , Print Magazine

매거진의	 예를	 들면	 오프닝	 단계는	 서문을	 포함 상대적으로	 짧은	 뉴스PRINT	 ,	 
와	 단신 신제품	 리뷰	 등으로	 구성되어	 해당	 제호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함께	 독,	 
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정보접근을	 유도함으로써	 메인	 카테고리에	 접근하
는	 독자의	 태도를	 고무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제호의	 특정	 기획의도에	 따른	 심층	 .	 
취재와	 분석에	 의해	 가장	 많은	 개별적	 기사분량이	 할애되는	 메인	 카테고리를	 지나	 
엔딩	 단계에서는	 주요	 기사에	 이은	 관련	 기사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여타의	 
의견과	 관점이	 개진되는	 에세이 비평 인터뷰	 위주로	 구성되어	 정보의	 톤 을	 ,	 ,	 (tone)
환기하고	 잡지	 전체의	 콘텐츠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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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체	 콘텐츠를	 구성하는	 정보단위에	 대한	 단계적	 인지행태를	 고려하
여	 설정된	 잡지	 구조는	 근본적으로	 잡지의	 제책성 즉	 일정한	 규격으로	 분절된	 페,	 
이지가	 일련의	 순서에	 의해	 한쪽면이	 고정된	 형태로	 묶이는	 전통적	 출판	 형태와	 그
러한	 공간을	 바탕으로	 한	 선형적	 서술구조가	 보편적	 형식이었던	 책을	 기원으로	 한
다 때문에	 개별적으로	 독립된	 내용과	 가치를	 지닌	 정보단위의	 합으로	 구성되는	 잡.	 
지	 콘텐츠의	 성격과	 특히	 하이퍼링크에	 의해	 정보단위간의	 즉각적	 이동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주목한다면	 일견	 불필요한	 형식적	 장치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	 
불구하고	 이러한	 잡지구조의	 설정은	 정보의	 상대성에	 대한	 인지 즉	 제공되는	 정보,	 
들	 간의	 차별적	 성격과	 비등가적	 가치를	 이해시키고	 정보를	 대하는	 독자의	 태도를	 
결정함으로써	 선택적	 정보	 접근을	 지원하는	 또	 다른	 가이드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효율적	 정보습득을	 유도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잡지매체의	 구조적	 특성은	 .	 
동일한	 인쇄매체	 안에서도	 비분절된	 정보의	 선형적	 매개과정이 요구되는	 소설책	 등	 
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정보단위에	 대한	 비선형적	 매개경로를	 바탕으로	 하되	 정,	 
보의	 단계적	 인지과정에	 대한	 설정이	 배제되는	 신문과도	 차별되는	 고유한	 양식적	 
특성으로	 보인다.	 	 	 	 

공간	 메타포5-1-3.	 
	 

태블릿	 는	 테두리로	 고정된	 사각형의	 전자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특유의	 형태PC
적	 인자를	 갖는다 전자	 스크린은	 콘텐츠	 표시의	 장소임과	 동시에	 기존의	 컴퓨터	 .	 
모니터와	 가	 그랬듯	 전달되는	 정보	 콘텐츠의	 시각적	 범위를	 한정하는	 프레임으TV
로	 기능한다 여기에서	 프레임은	 시야를	 제한하는	 한편	 그	 안쪽	 공간에	 존재하는	 .	 
콘텐츠	 범위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구성하는	 필수요소로	 동원되는	 윈도우의	 개념에	 상응한다 이는	 사용자가	 .	 
태블릿	 의	 스크린을	 페이지	 또는	 윈도우의	 형태로	 자유롭게	 선택 조작할	 수	 있PC ,	 
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페이지는	 고정된	 규격을	 가지는	 한	 장의	 종이	 면,	 
과도	 같은	 형태로	 이해된다.	 	 

윈도우와	 페이지는	 공히	 대상을	 향한	 시각적	 범위의	 한정이라는	 기능을	 하지만	 
윈도우는	 페이지와는	 다르게	 그	 범위의	 가변성을	 내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폭넓은	 
공간적	 사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페이지는	 보고자	 하는	 대상의	 공간과	 .	 
보여지는	 공간을	 일치시키지만	 윈도우는	 그	 두	 공간을	 일치시키지	 않음으로써	 사용
자	 경험의	 형성에	 차별성을	 유발한다. 그림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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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윈도우 양식과  페이지 양식[ 55] 

페이지는	 그대로	 인쇄매체의	 심상모형과	 디자인	 기제를	 따른다 인쇄매체의	 	 .	 
디자인을	 결정하는	 관습적	 규약이	 근본적으로	 규격화된	 종이	 페이지라는	 공간적	 한
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형성되기	 때문인데 규격화된	 비례를	 가진	 태블릿	 화면을	 ,	 
종이	 페이지의	 메타포로	 이해하는	 관점은	 자연스럽게	 인쇄매체	 양식과	 유사한	 형태
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차용하는	 페이지	 양식으로의	 공간적	 전환을	 요구한다 반.	 
면	 윈도우는	 보고자	 하는	 대상인	 콘텐츠	 공간을	 프레임으로	 한정하여	 부분적	 시각	 
범위만을	 허용하며	 콘텐츠	 공간을	 이동시킴으로써	 그	 범위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	 
공간적	 관점에	 따라	 특화된	 정보	 매개방식은	 콘텐츠	 공간이	 보여지는	 범위를	 스크
롤	 조작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대부분의	 웹	 매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양상이며 따라,	 
서	 태블릿	 의	 공간을	 웹	 매체의	 심상모형과	 디자인	 기제를	 따르는	 윈도우	 양식PC
으로	 수용하게	 한다.	 

페이지	 양식과	 윈도우	 양식은	 그	 선택	 여하에	 따라	 정보의	 전달과	 조작방식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독립적	 서술구조를	 가진	 정보단위의	 합,	 
으로	 구성된	 디지털	 매거진의	 제작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전략적	 토대
이다 이는	 서술의	 양상이	 독자의	 읽기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데 일례로	 스크롤	 조작방식을	 지원하는	 윈도우	 양식은	 부분적	 시각	 범위의	 지속적	 ,	 
이동으로	 연속된	 서술의	 경험을	 제공하는	 반면	 페이지	 양식은	 인쇄매체에서	 분절된	 
물리적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는	 것과	 같이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제한된	 콘텐츠	 공
간의	 이동을	 위해	 서술	 과정의	 자발적	 단절을	 유발한다 표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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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양식 윈도우 양식

메타포 페이지 윈도우

디스플레이 공간 프레임 고정 프레임 비고정

콘텐츠 공간 프레임 일치 프레임 불일치

디스플레이 선택 플리킹 (flicking) 스크롤 (scroll)

표 [ 19 태블릿 의 공간 양식 ] PC (frame) : Page VS Window

태블릿	 의	 공간을	 페이지로	 간주하고	 그	 외형적	 양식을	 구현하는	 것은	 어려PC
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물리적	 존재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인쇄	 .	 
잡지의	 형태와	 조작방식을	 비매개적	 메타포로	 표상하는	 것은	 앞서	 재매개의	 역설적	 
논리와	 더불어	 파악한	 바와	 같이	 경험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비록	 기.	 
존의	 매체경험으로부터	 습득된	 심상모형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키고	 사용자의	 원활한	 
조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시간이	 흐르며	 드러나는	 경험의	 불일치,	 
는	 사용자가	 애초에	 매체를	 통해	 경험하고자	 했던	 대상과의	 관계에	 불투명성을	 더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윈도우	 양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환경	 요건에도	 불구하
고	 현존하는	 거의	 모든	 디지털	 매거진은	 페이지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제작.	 
비용의	 절감	 등의	 이유와	 함께	 디지털	 매거진의	 제작과	 발매가	 인쇄	 잡지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견지하는	 기존	 출판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동반	 
발매되는	 인쇄	 잡지가	 존재하는	 경우	 이미	 획득한	 정체성과	 경쟁력을	 훼손하고	 싶
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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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매거진	 디자인	 프로토타입5-2.	 	 

앞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제작되는	 프로토타입	 디자인은	 태블릿	 환경을	 PC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형식으로	 새롭게	 전달되는	 잡지경험이	 어떻게	 진화된	 잡지	 
매체양식으로	 인식되고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색을	 의도하였다 이	 장에서는	 .	 
프로토타입	 디자인	 과정에	 적용된	 콘셉트와	 의도를	 설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	 
콘텐츠	 구성과	 와이어	 프레임 비주얼	 계획	 등을	 제시한다 더불어	 제작	 과정에서	 ,	 .	 
드러나는	 문제점 아이디어 또는	 추가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언급	 또한	 추가되었,	 ,	 
다 디자인	 프로토타입의	 제작	 의도는	 표	 으로	 정리된다.	 [ 20] .	 

개요
디지털 모바일 기술 환경의 변화와 함께 태블릿 를 통해 매개되고 있는 잡지매체의 경험양식을 PC
재고하고 그 바람직한 진화의 양상을 제안하는 가상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목표 
매체경험의 연속성과 차별성이 사이의 합리적 접점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 태블릿 매거진이라는 ( ) 
독자적 매체양식에 대한 사용자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시장에서의 포지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대상과 범위
특정 주제에 관한 관심도를 지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의 잡지매체를 설정하여 현 
대중시장 의 일반적 (mass market) 기술 환경 특히 태블릿 환경의 요건을 수용하는 디지털 , PC 
콘텐츠 양식을 구상한다

최종산출물 텍스트와 그래픽 동영상 등을 포함한 태블릿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제시한다 , PC 

표 [ 20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 프로토타입 제작의도  ]  

디자인	 프로토타입의	 제작에	 앞서	 대상이	 되는	 잡지의	 내용과	 성격을	 설정하였
다 잡지매체의	 경험적	 본질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해	 편집된	 정보의	 가치.	 ‘5-1-1.	 ’
창출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구하는	 정보의	 망으로	 잡지의	 본질적	 기능을	 규정한	 바,	 
디자인이라는	 특정	 주제와	 연관된	 정보들로	 구성된	 가상의	 잡지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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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성과	 게재	 양식5-2-1.	 

콘텐츠의	 기획과	 취재 편집	 등에	 주목하기보다	 매체의	 양식적	 제안을	 목표로	 ,	 
구축되는	 작업물의	 성격상	 콘텐츠는	 설정된	 목차	 계획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기존	 
디자인	 관련	 인쇄	 잡지에서	 발췌 차용하여	 인터페이스	 계획에	 맞게	 재편집되었다,	 .	 
디지털	 콘텐츠의	 멀티미디어적	 구성을	 위해	 동영상과	 사운드	 등	 필요한	 요소를	 첨
부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그	 전달양식과	 조작방법의	 검토와	 발표를	 위해	 실제	 프로,	 
토타입에서	 일부	 접근과	 구동이	 가능한	 복수의	 콘텐츠는	 목록	 안에서	 임의로	 선정
하였다 콘텐츠	 목록은	 각	 구성요소가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에	 따라	 잡지매체의	 구.	 
조적	 형식을	 분류한	 페리어 의	 분석 표 과	 콘텐츠	 구성의	 구조적	 (Faria) [ 7] ‘5-1-2.	 
스키마 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표지와	 인쇄정보 편집자주 목차를	 포함 그	 내’ ,	 ,	 ,	 
용적	 범위와	 전개방식에	 따라	 News,	 Showcase,	 People	 &	 Interview,	 Special	 

라는	 디자인	 잡지의	 보편적	 카테고리	 내에서	 축약Report,	 Insight	 Review	 &	 Essays
된	 분량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앞표지	 (Front	 Cover)

(2) 등록	 인쇄정보	 /	 (Registration	 /	 Print	 information)

(3) 편집자	 주	 (Editor’s	 Note)	 

(4) 목차	 (Table	 of	 Contents)	 

(5) 기사	 콘텐츠	 페이지	 (Article	 Contents	 Pages)	 

①	 NEWS	 트렌드 이벤트	 관련	 소식:	 ,	 

� Books	 (p17~18,	 Print,	 Fall	 2015)
� 15	 Years	 of	 Chocolate	 (p12,	 Print,	 Spring	 2015)
� Goods	 (p16~18,	 Print,	 Spring	 2015)

②	 SHOWCASE	 디자인	 작업 프로젝트	 소개:	 ,	 

� The	 Typeface	 By	 the	 Bay	 (p28~30,	 Print,	 Fall2015)
� Blazing	 a	 Paper	 Trail	 (p62~65,	 How,	 Summer	 2015)

③	 PEOPLE	 &	 INTERVIEW 인물 대담	 :	 ,	 

� The	 End	 of	 Jessica	 Walsh?	 (p32~37,	 Print,	 Fall	 2015)
� Rodrigo	 Corral	 (p82~85,	 Print,	 Fall	 2015)
� Aaron	 Draplin,	 Badge	 of	 Honor(p94~103,	 How,	 Summer	 2015)



- 88 -

④	 SPECIAL	 REPORT	 /	 SPECIAL	 FEATURE	 커버스토리:	 

� Building	 Braille	 (p58~65,	 Print,	 Fall	 2015)
� Type	 Over	 Time	 (p44~47,	 Print,	 Spring	 2015)
� The	 Politics	 of	 Print	 (p62~69,	 Print,	 Spring	 2015)

⑤	 INSIGHT	 REVIEW	 &	 ESSAY	 리뷰 사설 에세이:	 ,	 ,	 

� Numer-o-Typology	 (p54~57,	 Print,	 Fall	 2015)
� Between	 the	 Lines	 (p80~81,	 Print,	 Fall	 2015)
� The	 Future	 of	 the	 Past	 (p30~31,	 Print,	 Spring	 2015)
� Print	 is	 Dead	 //	 Long	 Live	 Print(p78~83,	 Print,	 Spring	 2015)

(6) 뒤표지	 Back	 Cover

이렇게	 결정된	 콘텐츠	 목록은	 콘텐츠	 구성의	 구조적	 스키마 에서	 분석‘‘5-1-2.	 ’
된	 결과 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주요기사	 목록의	 전과	 후에	 뉴스,	 ‘Special	 Report’ ,	 
소개 리뷰 인터뷰	 등의	 내용적	 카테고리들로	 분류된	 여타의	 기사들을	 배치하여	 ,	 ,	 
전체	 잡지	 콘텐츠의	 구조를	 오프닝과	 메인 엔딩의	 단계적	 개념의	 형태로	 삼분하였,	 
다 그림	 오프닝	 단계는	 서문을	 포함 뉴스와	 단신 신제품	 리뷰 인터뷰로	 구.[ 56]	 ,	 ,	 ,	 
성하고	 엔딩	 단계에서는	 여타의	 의견과	 관점이	 개진되는	 에세이 리뷰를	 배치하여	 ,	 
정보의	 선형적	 접근에	 따른	 단계적	 인지행태를	 결정함과	 동시에	 정보의	 상대성에	 
대한	 인지와	 선택적	 접근을	 지원하는	 가이드로	 활용케	 하였다.	 

그림 본문 콘텐츠 구성의 삼분 구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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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성5-2-2.	 	 

프로토타입의	 콘텐츠	 목차는	 앞서	 단계적	 개념으로	 삼분된	 구조적	 형식에	 의해	 
결정된	 게재	 순서에	 따라	 구성되었다 하이퍼링크의	 기능으로	 기사목록의	 선택적	 .	 
접근을	 가능케	 하는	 정보	 내비게이션으로서	 역할을	 부여하였고 텍스트	 목록의	 형,	 
태로	 제공되는	 별도의	 페이지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	 기사의	 이미지와	 제목을	 중심
으로	 구성된	 기사의	 표지를	 그	 중요도와	 분량에	 따라	 각기	 다른	 크기의	 타일	 형태
로	 배열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페이지로	 제공하였다 그림	 이는	 효율적	 스.[ 57]	 
캐닝을	 가능케	 하여	 잡지가	 제공하는	 전반적	 콘텐츠에	 대한	 내용적	 명시성을	 높이
고	 플랫	 디자인	 양식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콘텐츠로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접근
으로	 경험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효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림 목차의 구성[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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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구조와	 내비게이션	 콘셉트5-2-3.	 

	 	 	 	 	 	 	 	 

그림 디지털 매거진의 정보구조 [ 58] 

잡지	 매체의	 구조적	 분절성이	 그	 형식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보편적	 웹	 콘텐츠	 
매체와	 주목할	 만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술하였다 내용적으로	 독.	 
립된	 정보	 목록의	 선택은	 선형적	 내러티브	 경로를	 따르지	 않으나	 최종적으로	 선택
된	 정보	 단위에	 대한	 탐색은	 선형과	 비선형적	 경로	 사이의	 맥락적	 판단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모색된다 개별	 정보단위 즉	 기사	 콘텐츠로의	 접근은	 그림	 과	 같.	 ,	 [ 58]
은	 단계의	 구조적	 레벨을	 거쳐	 접근된다 앞서	 목차의	 구성양식에서	 설명했듯	 그	 3 .	 
첫	 번째	 레벨은	 이미지와	 제목으로	 구성된	 기사	 표제의	 형태로	 디지털	 매거진이	 제
공하는	 전체	 콘텐츠에	 대한	 내용적	 단서와	 흐름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가이드의	 
역할과	 내비게이션	 장치로서의	 기능을	 겸한다 그림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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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지털 매거진의 구조적 스키마 윈도우 메타포   [ 59] & : Level  #1

두	 번째	 레벨로	 제공되는	 공간은	 독자가	 개별	 기사의	 상세	 콘텐츠로	 접근하기	 
전에	 제공되는	 요약본으로서	 역할을	 하며 그	 접근이	 시각적으로	 첫	 번째	 레벨의	 ,	 
공간을	 유지한	 채	 스와입 조작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정보습득	 경로에	 대한	 공(swipe)
간적	 깊이감을	 상쇄하고자	 하였다 외부로의	 링크를	 위한	 추가	 장치는	 이	 단계에서	 .	 
적용되었다 그림	 .[ 60]	 

그림 디지털 매거진의 구조적 스키마 윈도우 메타포 [ 60] & :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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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번쩨	 레벨은	 개별	 기사의	 상세	 콘텐츠	 페이지로의	 이동인데 복수의	 ,	 
분절된	 페이지의	 합으로	 구성되지	 않고	 디지털	 매체환경의	 관습적	 규약으로	 동원된	 
윈도우	 양식이	 적용되어	 스크롤	 조작에	 의한	 단일	 페이지의	 이동으로	 접근된다 최.	 
종	 콘텐츠	 페이지의	 이동은	 횡렬	 방향의	 스크롤을	 통해	 정보에	 접근했던	 첫	 번째	 
레벨과	 달리	 종렬	 방향의	 스크롤	 조작이	 요구되는	 듀얼	 내비게이션	 방식을	 차용하
여	 독서의	 시각적	 경로를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그림	 메인	 페이지의	 콘텐츠	 .[ 61]	 
타일은	 레벨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상단	 내비게이션	 바	 형태로	 변이되고	 풀다운

조작으로	 접근된다 콘텐츠	 페이지의	 편집은	 인쇄	 잡지의	 보편적	 디자(pull-down)	 .	 
인	 기준을	 따르고	 멀티미디어	 조작을	 위한	 아이콘	 등은	 디지털	 매체	 영역의	 기준을	 
따르되	 이미	 충분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한	 형태로	 구성하여	 사용	 상의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디지털 매거진의 구조적 스키마 윈도우 메타포 [ 61] & :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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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지털 매거진의 구조적 스키마[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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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지털 매거진의 구조적 스키마 윈도우 메타포 이미지 컷   [ 63] & , : Level  #1

그림 디지털 매거진의 구조적 스키마 윈도우 메타포 이미지 컷   [ 64] & , : Level  #2

그림 디지털 매거진의 구조적 스키마 윈도우 메타포 이미지 컷   [ 65] & , :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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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지털 매거진 이미지 스케치 [ 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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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지털 매거진 이미지 스케치 [ 6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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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정보 구조 디지털 매거진 이미지 스케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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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겉표지 디지털 매거진 이미지 스케치[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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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슈 라이브러리 디지털 매거진 이미지 스케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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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본문 기사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이미지스케치 [ 7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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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본문 기사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이미지 스케치 [ 7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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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디자인5-2-4.	 

그림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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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슈 라이브러리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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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지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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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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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콘텐츠 메뉴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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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콘텐츠 메뉴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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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콘텐츠 메뉴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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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콘텐츠 메뉴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80] , 



- 110 -

그림 콘텐츠 메뉴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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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등록 정보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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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콘텐츠 프리뷰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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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콘텐츠 본문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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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네비게이션  바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85]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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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내비게이션  바 슬라이드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86] (B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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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내비게이션  바 텍스트 슬라이드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87] (B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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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광고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8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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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광고 페이지 디지털 매거진 프로토타입 [ 89] #2, 



결론6.	 

	 	 	 	 	 연구의	 결과와	 의의	 6-1.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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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6.	 

연구의	 결과와	 의의6-1.	 	 

본	 연구는	 디지털	 매거진	 양식을	 전통적	 인쇄	 잡지와의	 계보학적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	 진화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잡지라는	 특정	 매,	 
체	 범주를	 관통하는	 경험적	 원형이	 사용자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담보하는	 내적	 품
질	 요인으로서	 실체화되는	 바람직한	 디지털	 매거진	 양식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재매개	 이론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문헌들을	 선행적으로	 연구하여	 .	 
매체	 변이의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그것이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발휘하는	 전략적	 ,	 
의미와	 효력을	 이해하기	 위해	 메타포와	 심상	 모형의	 개념을	 동원하였다 이에	 디지.	 
털	 매거진	 양식의	 재매개적	 변이	 양상을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잡지	 매체의	 경
험적	 본질에	 대한	 탐구와	 태블릿	 환경이	 제공하는	 차별적	 유용성의	 분석을	 통PC	 
해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으며 프로토타입을	 제작하,	 
여	 매체	 양식의	 변이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의	 고찰이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이론적	 
토대로	 구체화화되는	 과정을	 실험하여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대응하는	 디자인	 방법
론	 개발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체의	 계보학적	 변이를	 주도해온	 재매개의	 논리는	 디지털	 매거진	 양식,	 
을	 기존	 매체	 경험 즉	 인쇄	 잡지로부터	 획득한	 경험의	 비매개적	 연속성과	 하이퍼,	 
매개적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이중적	 태도의	 실천적	 결과로서	 설명한다.	 

둘째 이러한	 비매개성과	 하이퍼매개성의	 공존은	 그	 본래	 의도의	 대립적	 성격,	 
으로	 인해	 사용자의	 인지	 불일치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며 특히	 경험의	 외적	 요,	 
인에	 의존하여	 그	 가시적	 반영에	 주목하는	 하이퍼	 인터페이스	 전략은	 비일관적	 경
험	 체계를	 강조하여	 매체	 본연의	 태생적	 정체성은	 물론	 독자적	 양식으로의	 진화	 가
능성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셋째 매체	 본연의	 태생적	 의도에	 대응하는	 경험적	 원형은	 기술	 환경적	 변화를	 ,	 
관통하며	 매체의	 사회적	 수용과	 존속을	 좌우하는 내적	 품질	 요인이며 기술	 환경이	 	 ,	 
제공하는	 차별적	 유용성과의	 합리적	 접점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매체	 진화가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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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술	 환경적	 확장의	 양식적	 범위를	 막론하고	 잡지	 매체의	 경험을	 일관되,	 
게	 관통하는	 본질적	 특성은	 크게	 정보	 기능적	 측면과	 구조	 형식적	 측면 그리고	 심,	 
리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정보의	 제공과	 사회	 심리적	 여론	 조성을	 위해	 특정	 주제‘
와	 편집의	 방향성에	 따라	 취합 편집된	 기사	 및	 광고물이	 대중적	 유통망을	 통해	 정,	 
기적으로	 배포되는	 간행물로서 선형적	 접근과	 비선형적	 접근의	 맥락적	 선택이	 요,	 
구되는	 정보단위가	 도입 메시지 결합체	 등의	 일관된	 구조적	 스키마를	 통해	 구성,	 ,	 
된다 표 참조’.	 (< 6>	 )	 

다섯째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	 잡지	 매체의	 경험적	 원형이	 디지털	 매거진의	 ,	 
내적	 품질	 요인으로서	 실체화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표지와	 인쇄정보 편집자	 .	 ,	 
주 목차를	 포함하는	 콘텐츠	 목록은	 그	 내용적	 범위와	 전개방식에	 따라	 특정	 카테,	 
고리들로	 분류하여	 전체	 콘텐츠의	 구조를	 오프닝 메인 엔딩의	 단계적	 개념의	 형,	 ,	 
태로	 삼분하였다 목차는	 하이퍼링크	 내비게이션으로서	 역할을	 부여받았고	 기사를	 .	 
그	 중요도와	 분량에	 따라	 각기	 다른	 크기를	 지닌	 타일	 형태로	 배열하여	 애플리케이
션의	 메인	 페이지로	 제공하여	 내용적	 명시성과	 콘텐츠	 접근의	 신속성을	 확보하였
다 콘텐츠로의	 접근은	 단계의	 구조적	 레벨을	 거쳐	 접근된다 첫	 번째	 레벨은	 기.	 3 .	 
사	 표제의	 형태로	 콘텐츠에	 대한	 내용적	 단서와	 흐름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두	 .	 
번째	 레벨로	 제공되는	 공간은	 요약본의	 역할을	 하며	 첫	 번째	 레벨의	 공간을	 유지한	 
채	 접근됨으로써	 정보습득	 경로에	 대한	 공간적	 깊이감을	 상쇄하였다 마지막	 세	 번.	 
쩨	 레벨은	 상세	 콘텐츠	 페이지로인데 복수의	 분절된	 페이지의	 합으로	 구성되지	 않,	 
고	 윈도우	 양식이	 적용되어	 스크롤	 조작에	 의한	 단일	 페이지의	 이동으로	 접근된다.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한	 작품	 연구의	 결과	 잡지	 매체의	 경험적	 원형은 특히	 구	 
조	 형식적	 측면에서	 유효성을	 가지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오늘날의	 매체	 환경이	 영.	 
역	 간	 경계의	 불명확성을	 가속화시키고	 기능적 양식적	 통합의	 양상을	 전개함에	 따,	 
라	 더	 이상	 매체	 본연의	 차별적	 의도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정
보	 단위의	 분절 결합 연계가	 혼재하고	 선형적	 내러티브와	 비선형적	 내러티브	 사,	 ,	 
이의	 차별적	 맥락이	 공존하는	 독특한	 속성은	 여타의	 매체	 양식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으며 디지털	 환경의	 기술적	 지원에	 의해	 더욱	 부각되어	 디지털	 매거진의	 주요한	 ,	 
내적	 품질	 요인으로	 활용될	 여지를	 높인다.	 	 	 	 

	 	 	 	 	 	 
본	 연구는	 기술	 환경적	 요인이	 매체의	 이해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날이	 

확대되는	 오늘날 침체된	 디지털	 매거진	 시장의	 원인과	 해결	 방안의	 모색을	 다분히	 ,	 
인문학적	 관점으로부터	 접근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태생적으로	 인쇄	 잡지	 매.	 
체로부터	 파생하여	 재매개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디지털	 매거진이	 그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진화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이해와	 지속적	 사용의도를	 확보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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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비매개성과	 하이퍼매개성이	 발휘하는	 모순적	 효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
으로	 그	 사이의	 관계적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적	 균형은	 기.	 
존	 매체	 경험의	 맹목적	 답습이나	 거부	 또는	 결합과	 같은	 피상적	 수준을	 넘어	 새로
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매체가	 변이를	 거듭하며	 그	 외형과	 성격을	 바꾸더라도	 매.	 
체	 범주의	 경험적	 본질로서	 내제된	 원형이	 유지된다면	 매체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
와	 수용을	 효과적으로	 견인하리라는	 구상은	 잡지의	 근본적	 매체	 특질에	 대한	 조망
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발견된	 경험적	 원형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	 환경적	 특성과	 ,	 
결합하는	 매체	 양식으로	 재구성을	 시도하여	 디지털	 매거진	 디자인의	 방법론의	 일례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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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6-2.	 

본	 연구는	 재매개	 전략이	 발생시키는	 인지적	 문제점들과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모순적	 효력에	 대응하는	 피상적	 디자인	 방법론을	 디지털	 매거진의	 침체를	 설명하는	 
주요	 인자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매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험적	 원형이라는	 개.	 
념을	 도출하였고 그것을	 재매개	 전략의	 다양한	 양상이	 전개하는	 매체	 양식적	 효력,	 
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향상된	 만족도와	 지속적	 사용의도를	 담보하는	 내적	 품질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매체의	 경험적	 원형을	 재매개적	 산물과는	 .	 
개념적으로	 별개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로	 본	 연구의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매체의	 경험적	 원형으
로	 도출된	 요소들은	 경우에	 따라	 매체	 양식의	 비매개적	 전략을	 수행하기도	 하고	 하
이퍼매개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매체의	 경험적	 원형의	 유지라는	 개념	 자.	 
체가	 기존	 매체	 양식의	 비매개적	 의도를	 의미하는	 바와	 다름	 아닌	 사실은	 매체의	 
경험적	 원형에	 부여하고자	 했던	 불가침적	 가치를	 훼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든	 매체의	 탄생이	 나름의	 목적과	 의도를	 동반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
재하는	 매체의	 본질적	 특질을	 같은	 범주에서	 이해한다면	 매체의	 존재	 의미로서	 작
용하는	 경험적	 원형의	 일관된	 가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품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한계점은	 매체	 경험의	 비차별성이다 애초에	 본	 .	 
연구의	 의도가	 매체의	 경험적	 원형의	 제시에	 주목하고자	 했던	 바 기존에	 없던	 새,	 
로운	 매체	 경험의	 제공이	 우선적	 지향점은	 아니었으나	 매체를	 구성하는	 형식과	 소
통	 방법에	 있어서	 여타의	 디지털	 매체	 양식과의	 사이에서	 두드러진	 차별성을	 보이
지	 못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는	 경험적	 원형의	 재구성	 과정이	 방법론적으.	 	 
로	 다분히	 비매개적	 전략의	 효력을	 발휘한	 것에	 기인한	 바가	 클	 것이다 따라서	 향.	 
후의	 후속	 연구는	 연구의	 방향을	 더욱	 심화시킬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	 

용으로	 제작된	 디지털	 신문이나	 스마트	 폰에	 특화된	 만화	 콘텐츠	 등	 다양한	 유TV
형과	 환경의	 매체	 양식에서	 각기	 다른	 경험적	 원형을	 발견하고	 기술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	 안에서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가를	 비교하는	 연구도	 매체	 환경에	 대한	 이
해를	 다중적으로	 넓히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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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volution	 of	 
Digital	 Magazine	 Design	 for	 Tablet	 PC	 Application	 

Soonjae	 Hwang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s	 digital	 environment	 has	 become	 the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traditional	 
viewpoint	 of	 media,	 and	 proposed	 new	 dimension	 to	 the	 roles	 and	 means	 of	 printed	 media.	 
Magazine	 has	 attracted	 attention	 as	 the	 protagonist	 of	 the	 evolution	 that	 overcomes	 the	 
limits	 of	 the	 traditional	 media	 environment	 due	 to	 its	 inherent	 attribute	 of	 multimedia	 
integration.	 However,	 unlike	 the	 initial	 positive	 response,	 digital	 magazine	 market	 has	 
quickly	 entered	 a	 recession	 suggesting	 that	 the	 social	 acceptance	 and	 survival	 of	 new	 media	 
are	 dependent	 on	 the	 internal	 quality	 of	 media	 in	 response	 to	 the	 intrinsic	 intent	 of	 the	 
media	 prior	 to	 external	 factors	 such	 as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change.

In	 order	 to	 revitalize	 the	 stagnated	 digital	 magazine	 market,	 this	 study	 has	 
proposed	 a	 visual	 methodology	 to	 explore	 the	 desirable	 aspects	 of	 media	 evolution	 
where	 the	 empirical	 essence	 of	 the	 media	 secures	 the	 user	 's	 continuos	 intention	 
to	 use.	 First,	 the	 genealogical	 relationship	 from	 traditional	 printing	 magazines	 has	 
been	 analyzed	 to	 examine	 the	 evolutionary	 feasibility	 of	 current	 digital	 magazine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tylistic	 variation	 of	 the	 digital	 magazine	 had	 been	 
the	 practical	 result	 of	 the	 dual	 attitude	 to	 secure	 both	 the	 immediacy	 and	 the	 
hypermediacy	 of	 the	 user	 experience	 obtained	 from	 existing	 media.

The	 study	 also	 conducted	 a	 case	 study	 using	 the	 concepts	 of	 metaphor	 and	 
mental	 model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ategic	 implications	 and	 empirical	 
effects	 of	 these	 aspects	 of	 remediation	 in	 user	 interface	 environment.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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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hyper-interface	 strategy	 focusing	 on	 the	 external	 form	 of	 experience	 
emphasizes	 inefficiency	 such	 as	 user	 's	 cognitive	 discrepancy	 by	 the	 contradictory	 
effect	 due	 to	 its	 conflicting	 nature	 has	 been	 diagnosed.

The	 assumption	 that	 securing	 the	 internal	 quality	 clearly	 corresponding	 to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medium	 will	 maintain	 the	 user's	 continuos	 intention	 to	 
accept	 the	 medium	 led	 to	 the	 idea	 of	 the	 empirical	 essence	 of	 the	 medium	 and	 
the	 review	 of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magazines.	 The	 empirical	 essence	 
of	 the	 medium	 has	 been	 derived	 and	 classified	 from	 the	 side	 of	 information	 
function,	 structural	 form,	 and	 psychological	 influence,	 and	 its	 feasibility	 as	 a	 
methodological	 tool	 for	 digital	 magazine	 design	 has	 been	 examined	 by	 eliminat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print	 magazines	 and	 reconstituting	 with	 discriminative	 
usability	 of	 the	 tablet	 PC	 environment.

As	 a	 research	 subject,	 the	 study	 have	 calculated	 a	 virtual	 magazine	 composed	 
of	 information	 on	 the	 subject	 of	 design.	 The	 prior	 task	 is	 to	 provide	 information	 
organized	 in	 the	 form	 of	 multimedia	 combination.	 The	 content	 structure	 consists	 
of	 three	 levels	 of	 access	 paths	 leading	 to	 detail	 page	 of	 a	 article	 as	 well	 as	 a	 
step-by-step	 sequence	 divided	 into	 opening,	 main,	 and	 ending,	 and	 requires	 
contextual	 choice	 between	 them.	 

This	 study	 seeks	 the	 reason	 of	 the	 stagnated	 digital	 magazine	 market	 and	 the	 
solution	 for	 it	 from	 the	 humanistic	 point	 of	 view	 when	 technological	 factors	 are	 
increasingly	 influencing	 the	 media.	 The	 way	 digital	 magazines	 gain	 user's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in	 the	 process	 of	 evolving	 their	 identity	 is	 to	 find	 a	 
relational	 balance	 between	 immediacy	 and	 hypermediacy	 with	 a	 clear	 recognition	 
of	 the	 contradictory	 effects	 they	 exert.	 The	 study	 may	 have	 significance	 in	 its	 
attempt	 to	 equalize	 a	 relational	 balance	 between	 immediacy	 and	 hypermediacy	 to	 
the	 logical	 contact	 between	 empirical	 prototypes	 of	 medium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ablet	 PC,	 and	 thus	 presented	 an	 example	 of	 the	 methodology	 
for	 digital	 magazin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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