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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7년 베스트셀러 표지디자인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편집디자인 전문가와의 
예비 조사를 통해 시각적 구성요소를 분류하였고, 지난해 매출순위 1위인 교보문고의 2017년 연간 베스트셀러 20위의 책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의 대상은 구성요소를 판단할 수 있는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레이아웃은 대비형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언어의 온도’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타이포그래픽에서는 분야와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명조체가 주를 이루었으며 ‘사피엔스’가 
9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미지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9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표지디자인의 시각적 구성요소는 처음 책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책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
므로 베스트셀러의 시각적 구성요소의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마케팅 분야에 활용되어 출판시장
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표지디자인, 시각적 구성요소,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픽, 이미지
Abstract  This study would analyze visual components in the best seller cover design in 2017. The visual 
components were classified through a preliminary review with editorial design experts, and the top 20 best 
sellers at the Kyobo Book Centre, which recorded the top rank in sales in 2017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50 graduates from the design-related departments, who could 
judge the components,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as an analysis. First, most layouts were a 
comparison type, and The Temperature of Language took the highest position at 45.5%. Second, in the 
typography, having a correlation with the section, most were composed of a Serif, and ‘Sapiens’ took the 
highest position at 92.5%. Third, the image is concerned with the illustration, in which The Miracles of the 
Namiya General Store took the highest position at 93.2%. These visual components of the cover design act as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books for readers who first encounter the books.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continue to conduct studies of visual components in best sellers, and hopefully, this study would be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ation market as it is utilized in the marketing field based on th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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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여가시간과 교육에 높은 관

심을 갖게 하면서 독서인구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영

향으로출판시장이확대되어하루에도수많은책들이쏟

아지고 있다. 출판시장이 거대해지면서 책 표지는 책을

보호하거나 보존하는 개념보다 시각언어로써의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책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사람들은 표지를 통해서 책

에내용을어느정도추측하고상상할수있으며, 사람들

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가지게 하여 구매를 유발시키

고있다. 이에따라서책표지의중요성을인식하고다양

한시각적구성요소를통해표지디자인이개발되고있다.

책의구매과정에서표지디자인의역할이더욱더중요하

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표지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

짐에따라책속의내용에만치중하던예전과달리현재

에는 책표지의 꾸밈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소비자의트렌드가빠르게변화되면서책의시각적요소

인책표지디자인을중요시하며, 독자들의책선호에관

한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자들에

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베스트셀러(Best seller)에 특

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표지디자인의필요성과중요성을인식

하며, 표지디자인의시각적구성요소를파악하였다. 2017

년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시각적 구성요소를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표지디자

인 흐름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베스트셀러 표지디자인의 시각적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향후 표지디자인의 효과적인 기준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전년도 국내 주요 서점 매출 1위를 기록한

교보문고의통계자료를참고하였으며, 시간적인범위는

2017년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내에 가장 순위가 높은

종합순위베스트셀러 20위의책을연구대상으로한정하

였으며, 책 띠지(Book Band)를 포함한 앞표지를 설정하

여 분석하였다.

표지디자인의시각적구성요소분석에있어서조사대

상에대한기준을베스트셀러로선정하였다. 베스트셀러

라고해서내용이나표지디자인이우수한것은아니지만

베스트셀러는기획및영업, 저자의인지도, 가격과매스

컴의 보도의 영향을 받아 선정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과 목

적, 연구방법및범위를설정하였다. 제 2장에서는 표지

디자인과베스트셀러관한이론적고찰과문헌연구를통

해개념과기능을살펴보고표지디자인의시각적구성요

소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 3장에서는 2017년 베스트셀러 표지디자인을 시각

적 구성요소에 따라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이미지를

분석한 후분석결과를정리하였으며, 마지막 제 4장에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2. 표지디자인과 베스트셀러의 이론적 
배경

2.1 표지디자인의 개념 
표지디자인은책디자인의외부적구성요소를시각화

[1] 하는 것으로 표지디자인은 모든 시각적 구성요소가

결합되어책의특성과성격을나타낼수있어야한다. 책

의 제작과정에서도 표지는 시각적 내용을 지니며 책의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지디자인은첫째, 효과적인방법으로시각적관심을

유도해야하며둘째, 재미를줌으로써책을보고싶게하

여야 하며 셋째, 내포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표지디자인의기본적인과제는책의내용을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디자이너는 책의 내용을 있

는 그대로의 사실을 상징적으로 재현할 수 있으며, 내용

을내포하는추상적인디자인을할수도있어야한다. 또

한일러스트레이션없이문자만으로도디자인하여큰효

능을얻을수있어야한다. 즉, 이러한표지디자인은독자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책 판매에도 직결된다. 독자들

로하여금표지를보고책을펼치고싶은충동을받지않

으면그책속에말하려고하는의도를발견할수없기때

문이다[3].

표지디자인은 책의 내용을 함축해 강한 시각언어로

나타내게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책의 내용을 느끼고 관

심을 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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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지디자인의 기능
일반적으로표지디자인의기능적인면에서하나의포

스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표지디자인이란 제책 (製冊)[4] 단계가 끝나 제작된

책을보호하고책의내용을시각적으로강하게어필함으

로써 광고효과를 높이며, 표지의 미적 기능 또는 내용과

의 통일된 시각언어 전달을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의개념을가진다[5]. 표지디자인의기능을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Fig. 1] Function of cover design

2.2.1 미적 기능
미적 기능이란 아름답게 꾸민다는 뜻으로 시각적인

미의 효과를 높이는 장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표지디

자인의 시각적 구성요소로 디자인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 독자들의 시각적 자극으로

지적, 정책반응을일으키며, 미의기능은시각커뮤니케

이션으로서의 역할을 이행 했다고 볼 수 있다.

표지디자인은 본 책의 내용을 어떠하다고 이야기해

주는것이아니라, 우리로하여금어떻다고느끼게해주

는것이라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표지디자인은책의

내용을 상징적, 개성적으로 표현하여 독자로 하여금 아

름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2.2.2 포장 기능
포장 기능이란 책이 출판되고 판매되어 독자들에게

읽혀질때까지포장되어운반, 보관, 보존하는것이일련

의 행동이다. 포장은 책의 보호와 보존라는 표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6]. 현대에 와서 표지디자인의 포장

기능은더욱확대되어출판사와독자들을연결시켜주는

촉매제가 되어야 하며, 독자들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심미성을 가져야 한다[7].

표지디자인의시각적구성요소를통하여독자로하여

금 강한 상징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지식보다

는 감정으로 전달되며 어떤 감정이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미지가 바로 책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5].

2.2.3 광고 기능
광고 기능이란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로 사적인 이윤

추구가 극대화 되면서 기업은 생산한 상품을 팔기 위해

서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

개하고 선전하는 광고활동을 필수로 하게 된다. 또한 정

보화시대로인한뉴미디어의발전은표지디자인에있어

광고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표지디자인은판매가목적인상업수단으로소수의독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표지는 많은 독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며, 판매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독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책의 수명은 길어질 수

없다. 이러한 결과 경쟁이 치열해 질 수 밖에 없게 되고

독자에게책을소개하고선전하는광고활동은필수가되

었다[6].

2.3 베스트셀러의 개념
베스트셀러란 일정기간 독자들에게 판매된 책 중 판

매가 가장 많이 된 책을 말한다.

문예비평지 ‘북맨 (Bookman)’은 1895년 미국에서 창

간되어 '베스트셀링북스(Best selling books)'라는목록

을 만들어 실은 것이 그 시초 되었다.

하지만 사전에 게재된 것은 좀 더 사람들에게 알려진

후가될것이다. 새영어사전이나오고그것이독일에보

급되면서부터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실리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처음 사전에 실리기 시작한 시기이다. 1920년대

부터국제적으로널리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베스트셀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8].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온․오프라인 서점의 수가 많아

지고베스트셀러목록에오르는책의수도점차증가하

였다. 현재에는책을소설, 시/에세이, 인문, 자기계발, 경

제/경영으로 분야를 나누어 목록을 분류 하고 있다.

소냐마야시(Sonja Marjasch)는 베스트셀러란일정한

기간, 일정한판로를갖고있는비슷한종류의다른책들

에 비해서 가장 많이 팔린 대량출판물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베스트셀러는 예술적인 성공과 상업적인 성공으로

보기도 한다. 심미적인 기준과 판매량의 기준에 따라 정

의하기도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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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는출판문화의발달과유통시장의확대라

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4 표지디자인의 시각적 구성요소 
표지디자인에있어서시각적구성요소란출판되어지

는과정의한부분으로서서로간에사용방법을결정하

여 적절히 표현함으로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표지디자인을 구성하

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시각적 요소인 레이아웃, 타이포

그래피, 이미지에 대해 연구 하였다.

[Fig. 2] Visual Components

2.4.1 레이아웃
표지디자인에서의 레이아웃이란 타이포그래피와 이

미지 등 시각적 구성요소의 정보 전달을 위해 효율적으

로정리하고배치하는일을말한다. 레이아웃은표제, 저

자명, 출판사명, 이미지 등의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였는

가에 따라 표지에 대한 가독성, 주목성, 조형성, 창조성,

명쾌성등의기본조건이충분히고려되어디자인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구성력도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통일된

질서감각과 각 구성요소들의 독자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9]. 레이아웃은크게분산형, 집중형, 대비형으로분

류할수있으며, 제한된공간속에서요소들을각기 여

러 가지 변화를 주어 배열하고 구성함으로써 보이고, 읽

히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10].

2.4.2 타이포그래피
표지디자인에서의 타이포그래피란 활자 서체의 배열

을말하며문자또는활판적인기호를 2차원적으로표현

한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서체 디자인, 서체 포인트 등

문자를가독성있게배치하고구성하는작업의일환이다.

이타이포그래피속에는자간, 행간, 활자체및크기의설

정, 공간내의레이아웃등이포함되는데이것역시정보

전달기능과밀접한관련이있다. 즉문자의크기나형태

를 좀 더 기능적으로 변화 시키거나 조형함으로써 전달

기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11]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서체유형은 글꼴의 형태에 따

라고딕체, 명조체, 장식체로분류하였다. 또한서체의크

기변화와 다양성을 파악하고, 표기 방향은 가독성과 관

련성이 있어 표제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9].

<Table 1> Efficiency of the delivery of typography[12] 

Universality

The range of the application of visual
information by shape is very broad,
regardless of the diversity, such as
language/cultural background, educational
level and age.

Speed of
delivery

Visual information can make people
understand the intended contents in a
moment shorter than the expression by
letter can.

Amount of delivery
Visual information delivers more situations
and contents than information on letters
does.

2.4.3 이미지 
표지디자인에서의 이미지는 독자에게 시각적으로 호

소하는 수단으로써 독특한 표현효과로 다른 구성요소들

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이러한책표지의이미지는독

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이미지로 하여 책의 내용도 확실

히 전달해야 한다[9].

책표지에서이미지는실물의형상을그대로나타내는

사진, 어떤 의미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그려진삽화나도안은일러스트레이션, 시각적인형상을

컴퓨터를통해작업것이그래픽표현양식이있다. 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어떤

대상과 개념을 이미지로 발전시켜 표현 할 수 있다.

3. 표지디자인의 시각적 구성요소 분석
3.1 구성요소 도출
시각적 구성요소 도출을 위한 조사표는 크게 레이아

웃, 타이포그래피, 이미지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구성

요소에 관련된 용어는 디자인 책과 관련 논문에서 추출

하여 합당한 용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지디자

인과 관련된 용어를 편집디자인 전문가(실무경력 10년

이상) 3인과 예비 조사를 통해 분류하였다. 이렇게 추출

된 요소들로 구성된 조사표는 다음과 같다.



2017년 베스트셀러 표지디자인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489
<Table 2> Table of investigation on visual components

Type of
composition

Component Detail

Layout

Dispersing
type

Layout in which the elements
are divided and scattered in
multiple directions

Centralized
type

Layout in which the elements
concentrate in the center

Comparison
type

Layout in which the elements
are confronted and compared
to reveal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attributes

Typography

Sanseri
Letter style in which the fonts
have the same thickness of
lines or strokes

Serif
Letter style that has thin
horizontal strokes and thick
vertical strokes

Italic Handwritten style, not printed

Image

Photo
Image that shows the shapes
of the real things as they are

Illustration
Artwork or design used to
deliver certain meanings or
contents visually

Graphic
Product of work with visual
forms through the computer

3.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지난해국내서점의매출이큰폭성장한것으로조사

되었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의 박익순 소장은 2016년

12월 27일 ‘2016년 출판시장 통계' 연구보고서를 발표하

였다. 이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감사보고서를

공시한 6대대형소매서점과주요출판사 71개사의 2016

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나온 자료이다[13].

<Table 3> Rankings of sales in the major domestic 
bookstores in 2016

Ranking Publisher Sales
Business
profits

1 Kyobo Book Centre 5255 81

2 Yes 24 4085 40

3 Aladin 2849 146

4 Interpark Books 1767 -57

5 Youngpoong Books 1333 41

6 Seoul Books 1170 25

이에 지난해 매출순위 1위인 교보문고의 2017년 (집

계기준 : 2017.01.01~2017.12.03) 연간 베스트셀러 20위를

분석대상으로선정하고시각적구성요소를레이아웃, 타

이포그래피, 이미지의 특성과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설문의 대상은 편집디자인 구성요소를 판단할 수 있

는디자인관련학과졸업생 5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통계, 평균 비교분석을 통해 통계 자

료를산출하였으며, 표지디자인에나타난시각적구성요

소를 찾아내기 위하여 5점 척도인 1~5단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로 작

성하였다.

3.3 구성요소 분석 및 결과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이미지의 각각 비교 분석표

를 얻기 위하여 시각적 구성요소별 유형을 분리하여 설

문하였다.

추출된 결과로 각각의 방사형 차트를 제작하여 요소

간의 연관성을 도출하였다.

방사형차트의도서명은순위로표기하였으며, 베스트

셀러의 시각적 구성요소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3.1 레이아웃
레이아웃의 통계 결과 분산형은 ‘7. 보노보노처럼 살

다니다행이야’가 46.5%로가장높게났으며, 집중형에서

는 ‘6. 말의품격’이 45.6%로가장높게나타난반면분산

형에서는 18.2%로가장낮게나타났다. 대비형은순위권

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구성요소로 ‘1. 언어의 온도’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5> Table of comprehensive analysis of 
layout components

Dispersing type Centralized type Comparison type

46.5 45.6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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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ng Cover Book Name Section

Layout Typography Image

Dispersi

ng type

Centraliz

ed type

Compari

son type
Sanseri Serif Italic Photo Illustration Graphic

1 The Temperature of Language
Economics/

Business
30.2 24.3 45.5 1.3 70.5 28.2 0.0 23.6 76.4

2 Kim Ji-young born in 1982 Novel 27.1 32.4 40.5 0.5 87.2 12.3 2.1 79.6 18.3

3 Self-esteem Lesson Novel 19.4 42.1 38.5 8.2 84.1 7.7 24.8 36.5 38.7

4
The Miracles of the Namiya

General Store
Novel 35.2 30.5 34.3 10.1 19.7 70.2 0.0 93.2 6.8

5 I decided to live as who I am Novel 23.4 40.1 36.5 7.6 6.8 85.6 0.1 43.5 56.4

6 Dignity of Words Novel 18.2 45.6 36.2 10.5 86.5 3.0 0.0 20.3 79.7

7 I am glad you lived like BonoBono Novel 46.5 19.2 34.3 13.9 15.3 70.8 0.5 92.1 7.4

8 Killing Commendatore 1 Poetry 37.6 34.3 28.1 14.2 82.6 3.2 5.2 90.3 4.5

9 Memoir of a Murderer Essay 26.1 36.6 37.3 10.2 84.2 5.6 40.5 19.0 40.5

10
Seol Min-seok’s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Essay 25.3 39.5 35.2 87.9 5.6 6.5 15.4 4.3 80.3

11 What is a Country? Essay 29.8 38.9 31.3 90.4 5.4 4.2 43.5 0.2 56.3

12 How to live
History/

Culture
37.6 27.6 34.8 8.2 86.5 5.3 20.1 5.4 74.5

13 Only Two People Humanities 24.8 37.6 37.6 12.2 87.1 0.7 0.2 89.5 10.3

14
May the Stars carry your Sadness

away
Humanities 38.9 29.5 31.6 3.4 4.5 92.1 0.0 20.5 79.5

15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umanities 43.2 17.6 39.2 10.7 87.1 2.2 95.0 0.1 4.9

16
Spacious and Shallow Knowledge

for Intellectual Conversation
Humanities 25.2 35.4 39.4 10.2 87.6 2.2 0.3 40.5 59.2

17 Courage of being hated Humanities 34.3 28.6 37.1 10.6 86.5 2.9 3.5 69.5 27

18 Homo Deus Humanities 27.9 34.6 37.5 1.6 88.6 9.8 60.2 2.6 37.2

19 Sleep 1 Humanities 34.9 28.6 36.5 2.6 8.2 89.2 1.2 78.6 20.2

20 Sapiens Humanities 43.5 28.6 27.9 6.7 92.5 0.8 50.1 38.2 11.7

<Table 4> Result of analysis of the best seller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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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타이포그래픽
타이포그래픽의 통계 결과 고딕체는 ‘11. 국가란무엇

인가’가 90.4%, 명조체는 ‘20. 사피엔스’가 92.5%, 필기체

는 ‘14.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가

92.1%롤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6> Table of comprehensive analysis of 
typography components

3.3.3 이미지
이미지의 통계 결과 사진은 15. ‘제4차 산업혁명’이

95%, 일러스트는 ‘4.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93.2%, 그

래픽은 ‘10.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이 80.3%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Table 7> Table of comprehensive analysis of 
image components

Photo Illustration Graphic

46.5 45.6 45.5

4. 결론 
본연구는표지디자인의필요성과중요성을인식하고

시각적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2017년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시각적 구성요소를 레이아

웃, 타이포그래피, 이미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레이아웃은 대비형이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는표지와띠지사이의강한대비를느껴평가

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타이포그래픽에서는작가의창조적인서술인소

설은명조체가주를이루었으며, 유연한에세이, 시의경

우 필기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딕체의 경우 타

이틀 사용이 거의 없으나, 서브타이틀은 저자명 표기에

사용되어 명조체, 필기체와 조화를 이루며 사용되었다.

즉, 타이포그래픽은 분야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이미지사용을살펴보면사진보다는일러스트레

이션, 그래픽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표지디자인에나타난시각적구성요소를활용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 분야의 특성을 숙

지하여야한다. 시대에맞는독자의요구를수용할수있

어야하며그러기위해서는표지디자인의시각적구성요

소를 더욱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객관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출판시장

의 발전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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