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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쇄매체가 영상매체로 재매개 되면서 콘텐츠가 변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가 
생산되고, 기존의 콘텐츠가 새로운 미디어에 흡수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재매개된 미디어의 특성을 파악한
다. 재매개의 이중논리를 적용하여, 인쇄매체가 영상매체로 재매개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매체의 변화
와 변용을 이용한 재매개 방식이 디자인에 방법론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블 코믹스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재매개 되었다. 아날로그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로 재매개되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재매개의 특성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디자인의 범주도 넓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재매개를 이용한 디자인 방법론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재매개, 비매개, 하이퍼매개, 디자인 방법론, 미디어, 매체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of changing content as print media is 
remediation as video media. By applying the dual logic of remediation, we analyze the process of 
remediation analog media(print) into new media(video). Through the results, we present the possibility 
that remediation methods using changes and variations in various media can be applied to the design 
methodology. Marvel Comics has been remediationed as Marvel Cinematic Universe. By understanding 
the phenomenon that analog media is remediation as new media, Design methodologies can be 
presented so that designers can derive the results by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remediation when 
desig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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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현대의 미디어 콘텐츠는 여러 형태의 미디어가 존재하
며,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는 정보를 전
달하기 위한 매체를 말한다. 정보는 인간이 살아감에 있
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한 매체인 미디어 역시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의 범
주는 매우 넓어 고대의 동굴벽화부터 현대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까지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미디어는 없으며, 모든 미디어는 변형의 결
과물이고,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 기존의 미디어가 사라진
다기보다는 새로운 미디어와 공존하면서 진화하거나 적
응하려 한다[1]. 모든 미디어는 끊임없이 다른 미디어에 
영향을 주고받아 변화한다[2]. 다시 말해 미디어는 단독
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미디어와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가 생겨난다고 하
더라도 미디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즉 콘텐츠는 새
로운 것이 아닌 기존 미디어의 콘텐츠를 이용하게 된다. 
이미 생산된 콘텐츠가 기존의 미디어로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면, 새로운 미디어의 발생은 기존의 콘텐츠를 전
혀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게 된다. 새로운 미디
어에 흡수된 콘텐츠는 전달방식이 바뀌는 것 뿐만 아니
라, 콘텐츠 자체도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미디어의 관계
와 방향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한 개념 중 하나가 볼터와 
그루신에 의해 제시된 재매개라는 개념이다. 재매개의 개
념은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가 공존하는 현대의 
미디어 환경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1.2 연구 범위와 목적
본 연구는 인쇄매체가 영상매체로 재매개 되면서 콘텐

츠가 변화되는 과정의 특징을 분석한다. 일반적인 의미에
서 매개란 실제가 재목적화를 통하여 재매개 된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재매개란, 앞서 말한 매개
가 재목적화를 통하여 재매개된 매개를 의미하며, 이로써 
재매개란 매개의 매개라 칭할 수 있다. 볼터와 그루신은 
서양 미술사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미디어에서 새로운 
미디어로 변화하는 과정을 재매개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가 생산되고, 기존의 
미디어에 속한 콘텐츠가 새로운 미디어에 흡수되면서 변
화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재매개된 미디어의 특성을 파악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매개된 콘텐츠가 재매개 되
면서 생기는 다양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북미 만화책 소매유통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코미크론에 의하면, 마블 코믹스는 1990년대부터 현재
까지 북미 만화 유통 시장 점유율 통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3].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이하 MCU)의 대표작
인 어벤져스 시리즈는 세 편 모두가 전 세계 박스오피스 
판매량 순위 10위 안을 차지하며[4], 현대 대중 예술 문
화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산업의 정점에 있다.

Fig. 1. World wide Box office Ranking. (2020). 
boxofficemojo. 
http://www.boxofficemojo.com[4]

이와 같은 이유로 마블 코믹스와 MCU는 재매개의 대
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아날로그 미디어의 대표인 
인쇄매체가 새로운 미디어의 대표인 영상매체로 재매개
되는 과정의 예시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아날로그 매체가 새로운 매체로 재매개되는 
과정을 분석하지만, 그 결과를 통해 다양한 매체의 변화
와 변용을 이용한 재매개 방식이 디자인에 방법론에 적
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클라이언트는 실재(實在)하는 무엇을 콘텐츠화하여 사
용자에게 제공하고, 디자이너는 콘텐츠화 작업과 동시에 
전달 방식을 기획하고 표현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은 매개
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의 요
구와 사용자의 니즈를 분석하여 콘텐츠를 매개한다. 볼터
와 그루신은 매개에 선행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매개 행위들이 다른 매개 행위에 의존하기에 매개된 모
든 미디어는 재매개라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디자이너
가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를 재매개로 바
라볼 수 있다. 아날로그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로 재매
개되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디자이너가 디자인 때 재매
개의 특성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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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flow of remediation and design

Fig. 3. The research flow chart 

2. 이론적배경 - 재매개의 조건
(재매개의 이중성)

2.1 비매개
비매개란 수용자가 미디어를 잊고 스스로가 매개 안에 

존재한다고 믿게 하여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다. 이런 경험을 투명성의 비매개 논리라 칭한다. 미디
어의 목적이 감각과 경험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전달하
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상현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미디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상현실의 경우 사용자
가 VR 인터페이스를 착용한 후에 그 안의 세계에 몰입하
게 만든다. 수용자는 미디어 안에서 강렬한 미디어적 현
장성을 느낀다. 궁극적으로는 수용자가 가상현실을 마주
하는 동안 자신이 VR인터페이스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
실을 잊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보이는 이미지 안에 자신
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만든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을 통해 경험을 제공하는 매체가 간소화될수록 매개는 
투명해진다. 매개 과정을 최소화하고, 결국은 인터페이스
가 사라짐으로써 매개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 투명성
의 비매개 논리이다. 가상현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투명성의 비매개 논리가 실현된 예시들이 존재한다. 사진
은 그 자체로 이미 비매개의 산물이다. “다른 예술보다 
사진은 세계에 대한 비매개적 현전을 제공한다”[5].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사진은 그림이 발전한 혹은 그림보다 
좀 나은 무엇이 아니라 진정으로 투명한 그 무엇이다. 선
형 원근법의 연구자들은 선형 원근법이 투명성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선형 원근법이 공간을 계량화
함으로써 세계를 측정할 수 있는 테크닉을 활용한 것이
기 때문이다[6]. 카메라 옵스큐라의 기술은 이러한 선형 
원근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실주의 예술가들
은 사진술의 강력한 표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누
구나 카메라를 통해 3차원 공간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공간 속의 사물은 우리 눈에 실재와 같
이 존재하게 된다. 사진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회
피하였고, 선형 원근법의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산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진은 이미지의 생산자인 예술
가, 즉 매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비매개의 논리를 획득
하였다.

2.2 하이퍼매개
하이퍼매개란 미디어 자체를 강력하게 드러냄으로써, 

수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환상적
인 경험을 제공한다. 미디어에 대한 매혹과 다중적 미디
어의 과감한 접근성을 표상한다. 비매개 논리와는 상반된 
논리로 바라볼 수 있다. 수용자는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적 미디어 요소(이미지, 사운드, 텍스트, 애니메이션, 
비디오 등)를 무차별적으로 경험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미디어에서 하이퍼매개의 논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텍스트의 읽기 방식을 보자. 전통적인 인쇄매체의 
텍스트는 선형적인 방식의 읽기를 제공한다. 텍스트를 읽
을 순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위계를 통한 선형적 읽기
는 인쇄매체의 전형적인 읽기 방식이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읽기 방식은 전혀 다르다. 수용자는 종이와 잉
크가 아닌 화면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인다. 디지털 미디
어에 존재하는 모든 텍스트가 하이퍼텍스트가 될 수 있
다. 연결된 각 텍스트는 수직적인 위계를 가지지 않고 수
용자의 필요에 따라 읽히기도 버려지기도 한다[7]. 수용
자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거의 무한한 정보를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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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 볼 수 있다. 각각의 정보는 화면 안에 창(Windows)
을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되며, 창들은 얼마든지 생성되고 
겹쳐지고 사라진다. 수용자는 미디어를 아주 강력하게 느
끼고 체험하며, 화면 속 디지털 공간 안에서 자유로운 읽
기 경험을 가진다. 텍스트는 수용자의 마음대로 재배열, 
재조합된다. 각각으로 분리된 텍스트는 절대적인 위계를 
가지지 않고 독립되기도, 종속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디
지털 미디어에서만 하이퍼매개가 가능할까? 하이퍼매개
의 관점에서 리처드 해밀턴의 사진몽타주 작품을 본다면, 
수용자는 작품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할지 예상 할 수 있
다. 사진 몽타주는 사진이라는 미디어를 작가가 재배열하
고 재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 확장시킨다. 하이
퍼미디어에서의 확장된 경험은 미디어의 표현뿐만 아니
라, 수용자를 사용자로 확장시킨다.

Fig. 4.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 
So Different, So Appealing?’ 
- Richard Hamilton

2.3 재매개
재매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생산된 미디어가 새

로운 형태로 재생산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디어의 재생산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크게 세 가지 방식의 예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OSMU(One source Multi-use)는 하나의 원형 콘텐츠
를 다양한 장르로 변용하여 판매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
는 방법이다. 두 번째, 트랜스 미디어는 원작의 세계관을 
동시다발적으로 확대하여 콘텐츠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다. 트랜스 미디어 콘텐츠는 같은 이야기를 미디어마다 

반복하지 않고 일정한 배경(세계관)만 공유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최대한 존중한다[8]. 세 번째, 
크로스미디어는 원작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발현하여 
스토리의 서사적 변형을 표현한다. 재매개는 매개를 단순
히 다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의 매개라는 점에서 
이러한 재생산의 모든 개념을 포괄할 수 있다. 재매개의 
예시로 사진사실주의 그래픽을 들 수 있다. 사진사실주의
자들은 사진을 모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며, 이렇게 생산
된 이미지들은 사진과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진의 발명 이래로 예술가들이 그들 작업에서 사진을 
도구이자 영감으로 활용하기는 했지만, 사진사실주의자
들은 최초로 당당하게 하나의 미디어가 주는 정보를 다
른 미디어로 옮겨와, 사진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사진에 
대한 그림이기는 한 그런 그림을 만들어냈다.”[9] 사진사
실주의자는 우리가 사진을 실재적인 것으로 규정하도록 
요구하며, 그렇게 사전에 규정된 실재에 얼마나 가깝게 
우리를 근접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그렇지만 
사진사실주의자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림
이 기반하고 있는 사진이 아닌,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이
다. [6] 사진사실주의 그래픽은 환영(사진)의 환영(사진을 
기반으로 한 그래픽)을 재생산함으로써 더욱 강렬한 실
재감을 성취시킨다. 그렇게 관찰자는 투명성의 비매개성
을 확인함과 동시에 매체를 인식하면서 하이퍼매개를 느
낀다. 이로써 사진사실주의 그래픽은 비매개로 완성된다. 
이렇듯 두 가지 모순되는 원리를 재매개의 이중 논리라
고 부른다.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이며, 매개를 통
해 매체화 된 것을 의미한다. 현대에는 새로운 미디어들
이 기존의 미디어를 대체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변화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도 함께 변화하게 
된다. 새로운 미디어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기존의 미디어가 변화하면서 생성된다. 그렇기에 모든 미
디어는 상호보완적이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서로를 표현
하며 재생산한다. 이런 과정은 미디어의 절대적 구성요소
다. 미디어가 미디어로 기능하려면 서로를 필요로 한다
[6]. 미디어는 자체가 실재적이며, 매개는 실재를 재매개
한다. 재매개는 매개의 매개임과 동시에 실재의 매개이기
도 하다. 이는 매개와 실재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모든 매개가 재매개란 의미가 된다. 모든 미디어는 서로 
상호보완적이지만, 결국은 실재적인 것을 재매개 하고 있
다. 매개 자체를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실재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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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t Immediacy Hypermediacy
1. Ignore or deny the existence of 

media.
2. Hiding the process and the 

producers.
3. Transparency
4. incessant
5. Integrated space
6. Single point of view
7. Media disappeared
8. A device that tricks users and 

makes them believe what they 
see through the window.

1. Encourage the media to focus 
on what is real

2. Place the process and the 
producers on the front

3. Opacity
4. fragmentary
5. heterogeneous space
6. Mixed point of view
7. Exposed Media
8. A devices that tell us how a 

vision of reality is created

Table 1. Characteristics of Transparent immediacy and 
Hypermediacy[10]

3. 재매개의 사례
3.1 마블 코믹스의 영화화(재생산)

인쇄매체와 영상매체의 차이점은 매체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인쇄매체의 경우 책이라는 물리적 접
촉을 통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영상매체의 경우 
인쇄매체와는 반대로 물리적 접촉 없이 시청각적인 부분
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마샬 맥루한은 ”미디어가 
곧 메시지이다. 같은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하는 것과 신문에 나오는 것, 그리고 TV로 방송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11] 고 말했다. 

재매개의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었던 재생산의 관점에
서 MCU를 보자. OSMU를 이용하여 삽화를 메인으로 구
성된 코믹스(책)를 영화(비디오)라는 다른 장르로 변용하
여 판매하였고, 인쇄시장을 벗어나 마블 브랜드의 부가가
치를 증대시켰다. 그리고 장르의 변용을 넘어 트랜스 미
디어와 크로스미디어의 개념을 접목해 마블 시네마틱 유
니버스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단순히 코믹스
의 내용을 따온 영화가 아닌, 각 캐릭터를 중심으로 새로
운 스토리를 전개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

다. 이는 영화산업내에서도 획기적인 시도였다.[12] 마블
은 코믹스라는 아날로그 미디어를 새로운 미디어로 재생
산했다.

3.2 마블코믹스의 재매개
영화 어벤져스에서 대부분의 전투 장면은 도심에서 벌

어진다. 관객들은 그 장소에서 배우들이 직접 촬영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배우의 움직임을 예상하여 카메라 앵글만 
촬영한 다음, 배우는 다른 장소(크로마키가 씌워진 스튜
디오)에서 촬영하여 합성한다. 관객은 화면에서 주인공이 
날아다니는 장면은 실제가 아닌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환상(가상)이며,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은 합성을 통해 화면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낸다. 관객은 
합성의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화에 몰입되어 매체
를 잊게 된다. 이렇게 관객이 비매개와 하이퍼매개의 이
중적 논리를 모두 느끼게 한다.

Fig. 6. The Avengers: Age of Ultron (2015)(Left),
Avengers shooting scene(Right)

 

MCU는 마블코믹스를 재매개 하였으며, 전통적 영화
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이상적으로 보여준 예이
다. 투명성의 비매개 논리를 추구하는 것은 극단에 도달
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하이퍼매개의 본질인 미디어의 매
혹성과 중첩될 수 밖에 없다. 매체는 사진사실주의적 표
현과 선형원근법을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득하다. 
미장센은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며, 관객은 어디까
지가 컴퓨터 그래픽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에서 촬영된 것
인지 구분할 수 없다.

3.3 코믹스의 영화화 과정에서의 비매개
코믹스는 책이라는 물성을 통해 독자와 접촉하지만, 

내용적 구성은 삽화와 컷, 말풍선 등의 시각 매체에 의존
한다. 독자는 삽화와 컷의 흐름 그리고 레터링 된 효과음
과 말풍선에 타이핑된 대사 등으로 내용을 인지한다. 페
이지의 순서에 따라 선형적 읽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Fig. 5. Avengers comics #1(Left), 
Avengers Endgame Movie 
Poste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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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인물이나 다양한 사건들을 동시에 전달하지 못한
다는 한계를 가진다. 영화가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방
식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익숙하여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3]. “대중들에게 익숙한 
사실 체계가 형상화될 때 자기 통제감 상승효과로 대중
적 몰입을 높인다”[14]. 그래서 영화는 우리가 사는 환경 
안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며, 컴퓨터 그래픽을 매체 안으로 
끌어들여 관객에게 거슬릴만한 부분들을 특수효과를 통
해 매끄럽게 처리해낸다. 관객은 자연스럽게 영화에 몰입
하게 되고 영화 속 세상은 하나의 가상현실이 된다. 매체
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나 효과들은 선형원근법을 기반
으로 한 사진사실주의적 표현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영화
를 보는 동안 관객은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영화가 관객에게 투명하게 보이게 될 경우, 비매개의 원
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6]. 코믹스의 경우 표현적 측
면이 아닌 이야기의 구조적 측면 역시 서사가 단행본 내
부로 한정된다. 캐릭터의 특성이나 배경 스토리는 공유되
지만, 각 단행본의 이야기가 다른 단행본에서 언급되었을 
때 독자는 혼란에 빠진다. MCU의 경우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등의 독립된 영화들의 서사가 진행되면서 동시
에 어벤져스라는 주제로 각 히어로들이 함께 출연하며, 
또 다른 공유 세계가 이어진다. 관객은 본인이 좋아하는 
단편적인 서사와 공유된 세계관 안에서의 복합적인 서사
를 선택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독립된 영화를 하나
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며, 매체의 한계에서 탈출하는 것으
로 비매개의 원리가 다시 한번 작동된다.

3.4 코믹스의 영화화 과정에서의 하이퍼매개
극단적인 비매개성은 어떠한 경우엔 모순적으로 하이

퍼매개와 중첩된다. 영화 속에서 초능력을 사용하는 히어
로를 보았을 때, 비매개성을 가진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현실이라고 믿지 않는다. 영화는 오히려 컴퓨터 그
래픽을 강렬하게 표현하여 관객이 매체를 더욱 직접적으
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외계 생명체나 레이저 빔은 
사진사실주의적 기법으로 표현되지만, 현실엔 실제로 존
재한 적 없던 요소들이다. 관객은 자신의 인식 범주에 근
거해 영화적 표현을 받아들인다. 전통적 기법으로 촬영된 
카메라 모션과 컴퓨터 그래픽의 표현의 조합은 관객의 
상상력과 합쳐져 감각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실사 촬
영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 그래픽의 중첩을 통해 완성
된 비디오는 관객에게 매체의 하이퍼매개적 표현을 인식
시킨다. 수용자는 자신이 인식하는 것이 대상의 표상이며 
중간에 개입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미디어 그 자체에 대해서 
매혹을 느끼며 미디어의 표상 내용과 함께 매개 과정 그 
자체도 배우게 되는 것이다[15].

Fig. 7. Remediation Structure of Comics and MCU

4. 결론 - 재매개를 이용한 디자인 방법론의 
가능성.

마블 코믹스와 MCU를 예로 들어 인쇄매체에서 영상
매체로 재매개 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디자인과 
미디어는 현대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사용자는 
디자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
체의 다양성과 접근성의 증대로 인해 사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의 사용자는 
완전히 새롭거나, 기존과 다르게 변용되어 사용성이 바뀐 
매체에도 쉽게 적응한다. 재매개의 디자인적 가능성은 매
체의 확장과 사용자의 인식 한계에 대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 Fig. 2. 도판을 보았을 때 매개는 곧 디자인이며 매
체는 곧 디자인 된(디자인 될) 콘텐츠이다.

디자인과 매체가 재매개의 방법론으로 이르는 과정은 
첫 번째, 비매개성의 확장을 통한 하이퍼매개의 획득이
다. 매체의 확장을 통해 사용자가 디자인을 인식하지 않
고 콘텐츠를 콘텐츠 자체로 직접 받아들일 때 디자인은 
비매개성을 획득한다. 사용자는 디자인(매개)에 의하여 
콘텐츠(매체) 안으로 빨려들어가 마치 가상현실에 들어
온 것처럼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성을 누릴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콘텐츠(매체) 안으로 빨려 들어간 사용자는 디자
인(매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얻게 됨으로써 디자인(매개)은 하이퍼매개성을 획득한다. 
두 번째, 하이퍼매개성의 확장을 통한 비매개성의 발현이
다. 매체의 표현 방식에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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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한다. 매체에 매혹된 사용자는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매체 자체를 수용
하며 투명성의 비매개 논리를 획득한다. 본 연구는 뉴미
디어가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반응하여, 뉴미디어의 
재매개적 관점을 통해 디자인을 다시 바라본다. 디자인이 
가진 재매개성을 활용하여 매체의 확장과 디자인 방법론
의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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