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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modern society, magazine is a information communicating media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in assessing the whole of a nation’s cultural standard. More subdivided fields of magazines are
expanding according to the diversified concepts. As the variety of Korean edition of foreign magazines
are increasing, the type of Women’s magazines are also diversifying and expanding. By finding out the
problems and analyzing the visual side of domestic women’s magazines among the intense competition
of the magazines, the design improvement program was requested. The analysis result from the visual
side of domestic women’s magazines tells us that the problem of current domestic women’s magazines is
that their identities are not clear.

The cause can be divided into three reasons:
First, it is the lack of creativity and originality. There is a limitation in arousing the readers’ interests by

designing the magazines with similar layouts.
Second, there are no distinct design concepts in the magazines. It seems as if the uniformity is lacked

as the impression the magazine gives is not clear. The diversification of layouts and the use of design
elements could actually bring about a counter result.

Third, the excessive advertisement pages is another reason. The ads that covers over 35% of the whole
of the magazine can act as a factor that drops the readers’ trust in th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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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대중화에 따라 획일화되어 가는 듯 보이

지만 포스터 모더니즘의 향으로 개개인의 개성이 강

조되고 있다. 모든 예술 형식이 해체되는 불분명한 시

대이며 디자인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철학이 없다. 이

러한 경향은 잡지디자인에도 적용되어 다양한 컨셉에

맞추어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종류의 잡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잡지는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정보전달매체

로써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며 그 시대의 문화와 생

활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에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여성매거진이 늘

어가고 있다. 국내 많은 여성매거진 중에는 그 잡지들

만의 독창성을 유지하고 있는 잡지들도 많은 반면 아

직까지도 그렇지 못하며 디자이너의 즉흥적 발상에 의

하여 꾸며지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쏟아지는 정보

화 사회에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 속에서 살고 있는 우

리로써 현시점에서의 국내 여성매거진은 시각적인 측

면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해외 라이센스 여성매거진이 아

닌 국내 여성매거진의 편집디자인 사례분석을 통해 시

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

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논문에서는 매거진의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려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

한 연구의 방법은 첫째, 연구의 논리적 검증을 위해

매거진의 정의 및 특성을 문헌 연구를 통해 점검하고

둘째, 매거진 디자인의 기획과정 및 매거진 디자인 구

성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셋째, 해외라이센스 여성

매거진을 제외한, 여성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국내 여

성매거진 중 여성중앙과 우먼센스를 선정하여 시각적

인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자한다. 넷째, 위와 같은

비교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국내 매거진 편집디자인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국내 여성매거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1. 매거진의 정의 및 사적고찰

아라비아 언어에서 유래한 잡지(magazine)는 창고

(storehouse)의 의미를 갖는다. 즉, 우리가 읽는 잡

지란 기사와 사진들의 다양한 요소들을 잡지의 고유

한 특성에 근거하여 한곳에 모아 놓은 것이라는 의미

이다.1)

잡지는 일정한 편집방침 아래 편집자가 여러 가지

원고를 수집, 작성, 편집하여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서 주 이상의 간

격으로 발행되는 종이책, 음성책, 화면책 형태 등의 연

속 간행물 중의 하나인 정기적인 출판물이다.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massage)을 잡지언론(sender)이

독자(receiver)에게 전달하는 다리인 것이다.2)

대중 활자 매체는 19세기 중반 경에 나타난 관련 분

야의 기술적 진보에 큰 향을 받았고 이후부터 잡지

는 사회 모든 분야 사람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따라서 잡지는 거의 모든 전문 분야는

물론 취미나 가벼운 호기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까지

도 충족시켜왔다. 그로부터 1백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점점 더 큰 인기를 누리다가 많은 사람들은 TV의 등

장으로 신문, 잡지 등 대중 활자 매체의 종말을 예상

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잡지들이 더욱 다

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지구상의 수십억에 달하는 인구들이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새로운 수단을 통한 정

보 교환 및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있지만 잡지는 이

러한 첨단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수백, 수천의 기존 활자 매체의 잡지를 근간으로 하여

디지털 매체와 병행하여 나가는 온라인 잡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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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형태의 잡지들이 인터넷 환경과 접목하여 발전

하고 있다. 한편 순수한 활자 매체를 유지하는 잡지들

역시 제작 단계에서부터 디지털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

디어의 특성을 채용함으로써 더욱 현대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백 50년 이상 동안 작가, 편집자, 디자이너가

해 왔던 대로 잡지 고유의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특성을 반 해 나갈 것이다.

여성매거진은 여성을 중심으로 편집되며 주로 여성

독자들이 구매한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 일반 대중지

와 다르다. 여성들이 아내이자, 어머니, 나아가서는 한

사회인으로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양분을 제공해 주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

즉,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서부터 미용 건강, 자

녀양육, 시사교양, 취미, 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

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다.3)

2. 매거진의 특성 및 기능

각 매거진의 발행 목적에 따라 매거진의 기능이 다

를 수 있지만 본질적인 기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데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보도기능(to inform)으로 새로운 사건이나 정

보를 전달하는 기능이고

둘째, 지도기능(to guide)으로 논설, 특집 등을 통해

독자를 설득하고 지도하여 어떠한 태도나 행동을 취하

도록 하는 기능이며

셋째, 오락기능(to entertain)으로 독자에게 즐거움

을 주는 기능이며

넷째, 광고기능(to advertise)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다.

매거진은 발행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어떠한 사건에

대한 사실 및 원인 등을 분석, 검토하여 기사를 실을

수 있으며 신문이나 TV와 같은 다른 매스미디어와 달

리 지면이나 시간의 특별한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III. 

1. 매거진디자인의 기획과정

잡지를 제작하는데 있어 그 과정을 크게 기획, 편집,

디자인, 생산의 4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

획은 잡지 제작에 있어 planning 단계로 잡지의 판형

과 제호 디자인, 잡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제반 규정

과 원칙들을 정하여 그 처리규정과 운 방법을 계획하

는 단계이다. 이러한 디자인의 기본 정책은 반드시 편

집의 기본 정책에 따라야 한다. 기획 단계에서 결정해

야 하는 것들은 판형, 라인업, 표지, 목차이다.

1) 판형

잡지 디자인이 이루어질 공간의 형태 및 크기는 판

형이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잡지들은 우편 발송되거나 가판대에서 판매되므로

이러한 배급체제에서 편리하도록 모든 잡지들이 거의

비슷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작된다. 보통 잡지들은 표

준 크기에 맞도록 작업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데, 표준

에서 벗어날수록 이에 따른 인쇄비 상승은 막대하다.

일반적인 판형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

트 디렉터들은 독특한 판형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고 생각한다. 기존 크기 출판물들과 함께 진열될 때

독특한 크기의 출판물들은 두드러지며 그것은 이런 대

안적 출판물이 계속 살아남고 성공하는데 필요한 장점

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상적인 크기보다 큰 판형의

출판물에서는 디자이너가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갖게 된다.

2) 라인업

라인업은 전반적인 잡지의 형식을 결정하고 개성을

확립하는 것으로서 잡지 성격 표현의 물리적인 형태라

고 볼 수 있다. 책의 분할과 배열이라 할 수 있는 라인

업 작업은 편집디자인에 있어 맨 처음의 단계이다. 이

것은 계획된 모든 편집 재료들을 총망라하여 지면 속

에 각각 배당하는 작업이다.

라인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주 편집

지면을 중앙으로 몰고 광고 등은 기사 앞뒤에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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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샌드위치 체제(sandwich format)와 각 기사에 간

섭받지 않는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편집지면과 광고 지

면이 섞어가며 꾸며지는 연속체제(continuous

format)이다.

3) 표지

표지는 편집의 특성과 잡지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

로 보여주는 부분이며, 잡지 발행 부수의 40%에 달하

는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페이지에 해당

된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가판대에 놓여진 많은 잡지

들 중에서 특별히 한 잡지를 선택하도록 이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4)

표지는 잡지의 본문 내용과 성격을 같이 하면서 잡

지의 개성과 특성을 알게 해 준다. 한 잡지의 가격, 바

코드, 통권 번호, 발행월, 잡지명, 해당호의 내용, 특별

부록 등의 기초정보제공 및 이들 전체를 미학적으로

처리하는 기능까지 갖추어야 한다. 즉, 매월 발행을 거

듭하면서 잡지가 하나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일관성 있는 디자인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곧 표지로서 다른 잡지들과 차별 될 수

있는 표지의 기능을 의미한다, 가장 훌륭한 잡지 표지

란 기억되는 표지로서, 잡지를 잘 팔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지는 잡지 디자인에 있어 가장 면 하게

통제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디자이너들의 최대의 번민

거리 이기도 하다.5)

4) 목차

목차는 독자들에게 잡지 내용에 대해 안내하는 역할

을 한다. 즉, 목차 페이지는 잡지의 구조를 현시(顯示)

하면서, 잡지의 특종기사와 특별히 부각시키고자 하는

편집 부문을 명시하기 위해 명료한 타이포그래피의 운

이 요구되는 지극히 명백한 기능을 갖는 부분이다.6)

2. 매거진 디자인 구성요소

1) 여백

편집 디자인에서 여백은 다른 구성 요소에 비해 형

태가 가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내용의 흐름 상

시각적인 정리 효과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여백은 White space와 Margin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화이트 스페이스는 활자

역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백을 활용함으

로써 여백이 지면의 중요한 조형적 요소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 마진은 활자 역이 있음으로 해서 자연스

럽게 생겨난 공간으로 적극적인 여백이라기보다 지면

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역이다.7)

화이트 스페이스는 지면에서 비워진 흰 공간으로 마

진이 비의도적인데 비해 화이트 스페이스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것으로 인해 활자와 이미

지는 숨을 쉬게 되며 살아있게 된다. 본문과 이미지의

조화에서 화이트 스페이스의 중요성은 일찍이 현대 잡

지 디자인의 필수 불가결한 디자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즉, 2차원적인 평면성의 편집디자인에 입체적 공간성을

부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8)

또한 여백은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만큼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눈에 쉼터를 제공해 주며 본

문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꽉 찬 느낌을 주는 본문

이 더 꽉 차 보이도록 콘트라스트를 이루며 여백이 비

어 있다는 느낌을 꽉 찬 본문이 강조해 주어 서로 상

승작용을 하는 것이다.

2) 그리드

그리드란 지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골격을 말한

다. 이 골격은 책 전체에 시각적인 통일성을 준다. 그

리드에 의해 디자인의 제 요소들, 즉 문안, 사진, 일러

스트레이션, 여백 그리고 색채들은 미적으로 배치된다.

그리드는 마진과 단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것들의 수

평 혹은 수직분할과의 관계와 그 위에 어떻게 디자인

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디자이너의 창조적 열쇠이다.

그리드는 지면을 아주 작은 필드로 나누거나 공간을

아주 작은 부분 면으로 나눈다. 필드나 부분면은 똑같

은 크기일수도, 혹은 서로 다른 크기일수도 있다. 그리

드는 공간의 일정한 넓이를 결정한다. 실질적으로 그

리드 분할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하나의 작업은 그 각각의 요구에 일치하는 독특한

그리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연구되어져야만 할 것이다.9)

요셉 러 브록크맨은“그리드야말로 디자인의 모든

110

A 제8권1호



요소- 즉 타이포그래피,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서로 융화시킬 수 있으며 디자인의 질서를 도입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0)

그리드의 가장 훌륭한 비율은 디자이너 자신의 직관

적 판단력에 달려있거나, 공간분할법칙의 규칙에 지배

받는 디자이너 자신의 철학세계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잡지 디자인에서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장 근

본적인 이유는 그리드를 통해서 잡지 전체를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레이아웃하기 위해서이다. 즉, 평면과

공간을 그리드의 형태로 정리함으로써, 디자이너는 레

이아웃의 구성요소들을 객관적이며 기능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그리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례개념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디자인의 여러 요소들이 서

로 조화를 이루며, 응집되고 통일감을 부여할 수 있도

록 질서를 이끄는 도구’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11)

그리드의 사용은 잡지의 레이아웃을 신속하고 정확

하게 도울 수 있으며, 여러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작업

할 경우 기본입장을 일치시킴으로 통일감을 부여할 수

도 있다. 그리드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레이아웃 하는

데 논리근거로, 그리드에 의한 선을 뛰어넘은 프리의

유연한 작용이야말로 매우 효과적인 편집 다자인을 생

산해낼 수 있다. 이에 디자이너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숙련되고 예리한 감각으로

그리드를 좀더 창조적인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3)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한 장의 사진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은 언어와 이미지

로서 그 속에 수백마디의 말을 요약한 메시지를 가지

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이 된다.

사진은 잡지의 특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

다. 시각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얻는 사진은 그래픽

디자이너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것이다. 사진

은 본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게 만들거나,

혹은 서로 어내거나 동조하게 하던가 하여 사건의

연속성이 창출되도록 조합해야한다.12)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은 점차 분위기와 내

용을 묘사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현대잡지 디자인에

있어서는 본문과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을 서로 보완

적으로 본다. 즉 본문내용에 강한 개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13)

4)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란 본래의 활판인쇄술을 말하 고, 볼록

판 전성기에는 인쇄술전반을 뜻하기도 하 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활판만이 아니라 문자에 관한 서체, 디자인,

가독성을 포함하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조형적 상황까지

도 통틀어서 말하고 있으며, 활자, 사식 등의 문자에 의

한 커뮤니케이션의 조형적인 표현을 가리킨다.14)

그러므로 타이포그래피는 편집디자인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타이포그래피에서 가

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당연히 활자이다. 이러한 활자를

사용할 때 디자인이 뛰어나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들을 잘 선택하여 그 주제와 내용

에 알맞은 구성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그러

므로 여기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가독성

과 심미성인 것이다.

대부분의 잡지는 이미지 통일을 위하여 평범한 타이

포그래피를 사용한다. 활자는 모든 페이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므로 각 페이지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자체는 동일한 활자군내에서

선택되어져야한다. 본문용과 표제용의 활자체의 통일은

잡지의 인상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통일성을 유지

시켜 디자인이 잘되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동일한

활자군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활자체가 있으므로 편집

자는 활자의 크기, 무게(농도), 강조를 다르게 해서 낱말

의 상대적 중요성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15)

즉, 활자군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으로 인해 잡지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잡지전체의 개

성이 돋보이도록 해야 하며, 잡지에 활기를 줄 수 있

는 것이다. 편집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타이포

그래피에 대해서는 문자의 크기, 줄길이, 줄사이,

띄어쓰기, 조판의 형태, 문자꼴 등이 한 덩어리로 어울

려 타이포그래피에 의한 조판의 미를 이루며 이것은

레이아웃의 질과 연결되며 가독성과도 연결된다.16)

타이포그래피의 스타일링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

나 악센트를 주면서 잡지의 표준적 체계를 만든다. 또

한 잡지 포맷을 형성하는 한 일면이 되기도 한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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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그래피와 관련된 아트디렉션에는 이야기를 연결시

키는 그 이상의 일이 내포되어있다. 단어와 상들을

결합시키면서 어떤 고정된 포맷에 따라 혹은 포맷 없

이 편집내용을 주관적인 해석 하에 그 의미를 전달하

던가 또는 단순히 주제에 따른 변화를 주기 위해 자

체의 의미론적인 특질을 탐색하기도 하는 것이다.17)

5) 색상

매거진디자인에 있어서 색상의 선택은 큰 의미를 갖

는다. 그 기능으로

첫째, 주의를 끈다.

둘째, 심리적 효과를 일으킨다.

셋째, 연상을 나타낸다.

넷째, 기억력을 확립시킨다.

다섯째, 미적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창조한다.18)

IV.

1. 분석방법 및 분석 범위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해외 라이센스 여성매거진을

제외한 여성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국내 여성매거진으

로 2003년 12월에 개재한 여성중앙, 우먼센스로 선정

하 다.

선정된 국내 여성매거진의 시각적 측면에서 시각적

구성요소인 그리드, 타이포그래피, 사진 및 일러스트레

이션, 색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1) 여성중앙

여성중앙은 국내 30-40대 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여성지로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이다. Opening,

Fashion&Beauty, Issue&People, Interior, Cooking

구분으로 5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섹션별

로 다른 느낌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 전체 페이지

는 675페이지로 기사 431페이지와 광고 241페이지로

구성되었다. 광고 페이지가 잡지 전체의 35.7%로 상

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타이포그래피

본문 체: 전체적으로 주로 명조체를 본문서체로 사

용하 으며 Opening, Fashion & Beauty, Cooking,

섹션에서는 고딕체를 사용하 다. 서체의 크기는 9pt-

10pt의 명조체와 8pt-9pt의 고딕체를 사용하 다. 타

이틀 체에 비해 서체의 크기와 종류의 사용이 한정되

어 있다. 따라서 가독성을 고려하여 여백의 활용, 행간

및 자간의 변화를 주지 않고 최대한 통일하 다.

타이틀 체: 타이틀 서체로 섹션별로 다른 서체를 사

용하 다. 본문서체는 통일함으로써 잡지의 전체적 통

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타이틀, 사진설명 등에 서

체의 차별을 주어 시각적으로 정리하 다. 고딕계열의

타이틀 서체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서체의 크기의 변

화, 행간 및 자간의 변화 등을 통해 잡지 전체에 다양

한 변화를 주었다. 서체의 크기는 10pt-14pt까지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하나의 타이틀 안에서도 서

체 크기의 변화, 색상의 변화를 주고 있다.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용보다 사진의 사용으로 전체

적인 책이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섹션별로 사용되는 사진의 종류와 크기의 차

이가 있다. Issue & People 섹션과 같은 기사위주의

페이지에서는 인물 위주의 사진이 사용되고 있다. 작

은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기보다는 전 면적을 인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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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으로 사용하여 시원시원한 지면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1) Cooking, Fashion & Beauty 섹션에서의 공

통되는 특징은 큰 사진들보다는 작고 다양한 사진들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그림 2)

실제의 제품이나 음식의 디테일 사진들이 사용되어

기사 내용의 이해도를 높 으며 다양한 컬러의 사진들

이 사용되었다.

컬러

잡지 전체적으로 브라운(Brown)계열이나 블루

(Blue)계열의 저 채도 색상이 사용되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고 채도 색상도 사용되고 있다. Cooking,

Fashion & Beauty 섹션에는 밝은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섹션에 비해 채도가 높은 오렌지

(Orange)계열이나 퍼플(Purple)계열의 색상들이 사용

되었다. 고 채도와 고 명도 색상의 선택은 칼럼의 특

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반면에 Issue & People,

Interior 섹션에는 저 채도와 저 명도의 색상이 사용되

어 차분한 느낌을 표현하고자하는 의도를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같은 섹션 안에서 채도와 명도의 차이가

많은 색상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잡지

전체의 통일된 뚜렷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에는 미흡

하다고 볼 수 있다.

레이아웃

섹션별로 다른 레이아웃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위

2cm, 아래 2cm, 안 2cm, 밖 2cm 마진을 사용하고 있

으며 섹션별로 단의 수, 단의 폭이 조절 되었다. 기사위

주로 구성되어 있는 Issue & People 섹션에는 2단 편

집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으며<그림 3> 단의 간격은

0.7cm로 되어 있으며 레이아웃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단의 폭을 조절하며 1단 편집으로 구성되어있다.(그림

4) 통일감을 주기위해 가로·세로 그리드를 유지하면서

디자인 요소들을 크기·위치 등과 같은 변화만 주어 디

자인되었다.(그림 5) Cooking, Fashion & Beauty 섹

션에서는 뚜렷한 통일된 그리드 없이 그리드를 유지하

지 않은 레이아웃으로 디자인 되었다.(그림 6, 7)

잡지 전체적으로 여백(White Space)이 고려되지

않고 잡지의 디자인 면적 전체에 사진과 타이포그래피

로 빽빽하게 레이아웃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 구성요소들인 타이포그래피, 사진, 일러스트,

컬러 등을 균형, 비례, 조화, 대조와 강조, 리듬, 통일

등의 디자인 원칙을 고려하여 크기, 위치 등과 같은

변화를 주어 디자인되었다.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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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작고 다양한 사진 사용

<그림 3>  2단편집

<그림 4>  단의 폭이 조절된 1단 편집



성은 있으나 매거진의 레이아웃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

본요소 중 하나인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창의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잡지 전체의 개성이 뚜렷하지 못하

기 때문에 이 잡지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결

여되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우먼센스

우먼센스 역시 매달 발행되는 여성 월간지로 전체 페

이지는 752페이지로 기사 448페이지와 광고 304페이지

로 구성되어있다. 광고 페이지가 잡지 전체의 40.4%로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의 내용들은

패션광고에서 약품, 가구 광고까지 다양한 광고가 수록

되어있으며 잡지의 섹션 내용과 무관하게 삽입되어 있

어 독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혼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

본문 체: 대부분의 본문 서체로 명조체가 사용되었

으나 같은 섹션에서도 경우에 따라 고딕계열의 서체가

사용되었다. 서체의 크기는 9pt-10pt의 명조체와

9pt-10pt의 고딕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Fashion

이나 Beauty 섹션에서 잡지 전체의 본문 서체보다 크

기가 작은 고딕계열의 서체를 사용하여 모던한 감각을

표현하는 시도를 하 다.

타이틀 체: 우먼센스 역시 여성중앙과 마찬가지로

타이틀서체로 다양한 크기, 다양한 종류의 서체를 사

용하 다. 차이점이라면 여성중앙의 경우는 같은 섹션

안에서는 동일한 서체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우먼센스

는 같은 섹션 안에서도 내용에 따라 서체의 종류 변화

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일러스트레이션

사진·일러스트레이션의 사용은 본문 내용의 이해

를 돕고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또

한 독자의 시선을 끌어 흥미를 유발시키는 목적을 갖

고 있기도 하다. 여성 매거진에서의 사진·일러스트레

이션의 기능은 무엇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여

성 매거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먼센스의 경우도 인

물위주, 제품위주의 사진들이 잡지의 대부분에 사용되

고 있기 때문에 책 전체로 본다면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 한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을 생각하기에 앞서 많은 정보와 사진을 보여주

기 위해 작고 많은 사진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잡지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광고 페이지에서

사용되는 섹션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사진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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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리드가 유지되지 않은 레이아웃

<그림 7>  그리드가 유지되지 않은 레이아웃

<그림 5>  가로,세로 그리드가 유지된 레이아웃



잡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컬러

본문 서체와 타이틀 서체가 대부분 검정색으로 사용

되어 가독성이 고려되었다. 잡지 왼쪽 위편에 위치한

꼭지의 색상은 눈에 잘 띠는 검정이나 빨강색으로 사

용하 다. 잡지 전체적으로 무난한 저 채도, 저 명도의

브라운(Brown)계열과 그린(Green)계열의 색상이 사용

되었으며 기사내용에 따라 파스텔 계통의 색상도 사용

되고 있어 책 전체에서 느껴지는 색상이 뚜렷하지 않

다. 잡지의 아이덴티티를 확립시켜줄 수 있는 색상의

사용이 뚜렷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레이아웃

잡지 전체에 위 2cm, 아래 2.5cm, 안 2.5cm, 밖

2cm의 마진이 사용되고 있으나 통일된 그리드가 없고

<그림 8> 여백이 고려되지 않고 다양한 단의 폭, 단의

수로 다양한 방법으로 레이아웃 되었다.(그림 9) 다양

한 레이아웃은 오히려 잡지 전체의 통일된 이미지가

없어 보이므로 독자들이 그 잡지에 대해 떠올릴 수 있

는 이미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과다한 디자인 요소

들의 변화는 흥미유발을 시키기보다 잡지 전체의 통일

감이 없어 보이는 역효과를 나타낸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국내 여성매거진의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

현 국내 여성매거진의 문제점은 그 잡지만의 아이덴티

티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원인을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창의성, 독창성 결여이다. 잡지마다 비슷한 레

이아웃으로 디자인됨으로써 그 잡지가 갖고 있는 뚜렷

한 특징이 없다는 것이다. 잡지마다 사용되는 서체나

사진들의 선택이 비슷하고 디자인요소들의 변화 만으

로의 디자이너의 즉흥적인 표현은 독자들의 흥미를 유

발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잡지 전체의 뚜렷한 디자인 컨셉이 없다. 뚜렷

한 디자인 컨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

때의 기사내용에만 치중하여 잡지에서 주는 통일된 이

미지는 고려치 않고 디자인 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컨셉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섹션 안에서도 통

일된 컨셉이 아닌 다양한 레이아웃과 색상을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잡지 전체에서 주는 느낌은 뚜렷하지

않고 개성이 결여되게 된다.

셋째, 과다한 광고페이지이다. 잡지 전체 페이지의

약 3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페이지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잡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물론 잡지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이 있겠지만

미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역 효과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섹션의 내용 및 디자인과 전혀 무관한 광

고 페이지의 삽입은 잡지 전체의 이미지와 의 흐름

을 깨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잡지 디자인에 있어서 뚜렷한 디자인 컨셉 아래 다

른 잡지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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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통일된 그리드 없이 다양한 방법의 레이아웃

<그림 9>  여백이 고려되지 않은 레이아웃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VI.

현대 사회에서 잡지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 전반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써의 정보전달매체이다. 다양

한 컨셉에 맞춰 더욱 세분화된 분야의 잡지가 날로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외 여성매거진의 한국판의

종류가 증가함으로써 여성 매거진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여성매거진

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

다. 타 잡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 없이 기사내용에 따라

디자이너의 즉흥적인 표현으로 디자인되는 경우가 있

고 어느 여성매거진과 동일한 사진 및 디자인 요소의

선택은 창의성, 독창성이 결여되는 요인이 된다. 의

내용과 디자인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과다한 광고 페

이지 역시 잡지 아이덴티티 결여 요인 중 하나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여성매거진의 경쟁력을 갖

기 위해서는 그 잡지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질 수 있는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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