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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잡지사가 운영하는 모바일웹사이트인 모바일웹매거진 종을 정보 요소와 지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인22 . 

터파크 도서의 판매 순위에서 월간 랭킹 연간 랭킹의 리스트에 있는 높은 순위의 매거진으로 차 선별한 후 매거진의 모바일웹, 1 , 

사이트 유무로 차 선별을 하여 총 종을 선정하였다 모바일웹매거진의 지각 요소의 활용 정도에 따라 크게 가지 그룹으로 2 22 . 3

분류하였고 해당 모바일웹매거진의 정보 요소를 함께 분석하였다 수집된 모바일웹매거진에서는 공통적으로 색채와 형태를 , . 

모두 활용하였고 깊이 운동에서는 활용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매거진이 출판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 , , 

제작하고 있다는 특성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모바일웹매거진의 경향을 볼 수 있으며 본 연. , 

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모바일웹매거진의 디자인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22 types of mobile web magazines, which are mobile websites operated by magazine companies, focusing 

on information and perception elements. In the sales ranking of Interpark books, a total of 22 types were selected by selecting 

a magazine with a high ranking in the monthly ranking and annual ranking list, and then secondly selecting the magazine's mobile 

website or not. It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degree of use of the perceptual elements of the mobile web 

magazine, and the information elements of the mobile web magazine were analyzed together. In the collected mobile web 

magazines, both colors and shapes were used in comm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use were found 

in depth and movement, which can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characteristic that the magazine is producing contents 

based on publication. It is the result. The current trend of mobile web magazines can be seen through this study,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future design direction of mobile web magazines.

색인어 : 매거진 모바일웹디자인 지각 요소 정보 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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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Ⅰ

정보 미디어 시대인 현재 모바일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 

다 년대 후반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로 처럼 인터넷. 2000 PC

을 이용하는 것이 자유로워지면서 정보를 통한 소통이 모바일, 

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 

보를 소비하고 있지만 기존의 웹사이트는 의 환경에 맞추어 PC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와 같은 작은 화면에서는 사

용하기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근래에 들어서 모바일에 대한 연구. 

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모바일 환경이나 어플리케이션 위주, 

의 연구가 많은데 반해 모바일웹사이트에 대한 연구는 그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잡지를 발행하는 매거진 관련 모바일. , 

웹사이트에 대한 디자인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이러한 점들로 . 

미루어 볼 때 잡지사가 운영하는 모바일웹사이트인 모바일웹, 

매거진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는 모바일웹사이트 사례 분석을 통해 모바일웹사이, 

트를 지각 요소와 정보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각. 

은 부호화된 감각자료들이 선택되고 조직화되고 해(perception)

석되어 의미를 갖는 과정을 말하며 관계성 맥락 과거 경험 그, , , 

리고 기억 등이 관여되는 심리적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1]. 

년 과 는 사람이 눈으로 받아들이는 지각 1987 Livingstone Hubel

요소에 대해서 색채 형태 운동 깊이 등의 네 가지 요소로 병렬, , , 

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밝혔다[2]. 

본 연구에서는 기사를 다루는 매체인 매거진이 모바일에서 

구현이 될 때 나타나는 디자인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재 

모바일에서의 매거진 동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 Ⅱ

지각 요소2-1 

색채1) 

지각 요소 중에서 형태는 콘텐츠를 실행하는 다양한 디바이 

스의 해상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로 인식되지만 색채는 해, 

상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결론적으로 형태보다는 색상

과 톤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색채는 색이 차지하[3].  , 

는 면적에 따라 사용자에게 다가오는 느낌의 차이가 다를 것이

고 활용 정도에 따라서 정보 제공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의 색채는 디지털 화면과 같은 매체를 이용한

다는 점에서 빛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명도 채도 등을 신중, , 

하게 결정해야 한다 화면의 색 구성을 위해 화면 속의 배경[4]. 

이나 사물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기도 하고 색 필터나 컴퓨터 수, 

정작업을 통해 새로운 색의 효과를 얻어내기도 한다 모바일[5]. 

웹사이트에서는 구성하는 요소의 중요도 가독성 등을 고려하, 

여 색채의 명도나 채도 등의 요소를 조절하게 된다. 

형태2) 

형태는 바깥의 외곽을 한정짓는 색상과 명암의 변화에 의해 

둘러싸고 선에 의해 나타나는 시각적으로 지각되며 이와 같[6], 

은 지각을 통해 사용자의 눈에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도록 한다[7]. 

이미지에는 형과 배경이 있다 형은 이미지 안에서 표현된 . 

주체적인 대상의 외양이고 사람은 그 형태를 이미지로 인식하, 

고 기억한다 대상의 특징이 시각적으로 파악이 되면 그 대상이 .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상이 속한 대략적인 범주가 파악이 되고, 

그 범주 안의 어떤 대상으로 인지하며 대상에 대한 주변 지식을 

총동원하여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 인간은 형태와 배경의 상호. 

관계에 있으며 물체와 모양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형태로 보고, , 

그 외 배경부분을 바탕으로 보게 된다[8].

운동3) 

영상에서 움직임을 본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빨리 다음 장면으로 넘어 가면서 움직이는 

것같이 보이는 착시 현상인 잔상 효과로 인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아른하임 은 움직임에 대해 한 [9]. (Arnheim)

시점에서의 대상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정보가 사람의 머리 속

에 저장되고 난 후 이동하거나 변화한 상태를 비교하면서 움직, 

이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대상을 이루고 있[10]. 

는 요소의 위치 변화를 운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그 어. , 

떤 요소이든 위치가 변하면 우리의 눈에는 움직임으로 받아들

인다 따라서 영상이 아닌 한 장의 이미지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 

묘사되어 있는 두 대상이 서로 다른 위치 값을 갖는 요소를 가

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움직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애. 

니메이션 역시 시각의 잔상을 이용한 가현운동 이다’ ‘ [11].

인간의 시선은 움직임 밝은 오브젝트 가장 채도가 높은 오브젝, , 

트 등에 의해 유인되는데 이 중에서도 동적인 에너지를 형성하는 , 

움직임은 시선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 할 수 있다[12].

깊이 요소4) 

깊이는 지각 요소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깊이를 

의미한다 깊이를 지각하는 요인에는 생리적인 요인에 의한 입. 

체감 형성으로 수렴 양안시차 등이 있고 경험적 요인에 의한 , , 

초점조절 운동시차 시야의 크기 공기투시 선원근법 텍스쳐 , , , , , 

경사 그림자 중첩 진출색과 후퇴색 등을 들 수 있다 조지 , , , [13]. 

케페스 는 시각적 깊이를 위한 표현방법을 중첩(Gyorgy Kepes) ‘ ’

과 투명성 으로 집중하였다 이미지가 도출되는 매체는 대‘ ’ [14]. 

개 차원 평면인데 차원의 개념인 깊이가 실제로 있지 않지만 2 , 3

시각적 깊이로 지각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것이 있는 것이다.

정보 요소2-2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로 PC

정보를 전달받았다 의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 전달이 이루어. PC

졌고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고광필과 류시천의 연구,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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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웹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연구로 시각 정보에 대해 정보 전달 

요소 조작 요소 구조 요소 배경 요소로 크게 나누고 정보 전, , , , 

달 요소에서는 정적 요소와 동적 요소로 나누어 각 요소들을 분

류하였다 문자 기호 이미지는 정적 요소 동영상은 동적 요소. , , , 

로 두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Visual information component Detail

Static

character

text shaped, kerning, line spacing

typography
shaped, kerning, line 
spacing, figure

sign

icon figure, Metaphor

Menu 
button

figure, character, Metaphor

image
Illustration Character, diagram, graph

photograph Portrait, landscape, object

dynamic movie

 video
Objects, background, 
movement and distance, 
sound, transition

animation
cartoon, character(person), 
figure, character(letter), 
sound, transition

표 1. 웹 인터페이스의 정보 전달요소로서 시각정보[15]

Table 1. Visual information as an information 
transmission element of the web interface

웹사이트에 비해 모바일웹사이트의 경우 정보를 탐색할 수 , 

있는 화면이 작아지고 조작하는 도구가 마우스에서 손으로 바, 

뀌었다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정보를 다루는 접근 방식이 달

라졌을 뿐 비슷한 정보 요소 구조를 갖고 있다, . 

모바일웹매거진 연구. Ⅲ

모바일웹사이트의 지각 요소 분석3-1 

모바일웹사이트에서의 색채 요소1) 

모바일웹사이트에서 색채가 반영되는 요소로는 웹페이지의 

배경 웹사이트명 메뉴바 버튼 이미지 등이 있다 배경의 경우, , , , . , 

색이 강하면 텍스트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체

로 시각적으로 편한 흰색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필. 

기할 때나 그릴 때 활용하는 종이의 색이 대체로 흰색인 것과 같

은 이치이다 웹사이트에서 다루는 콘텐츠가 사용자가 얻고자하. 

는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은 콘, 

텐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배경색에는 흰색 외에. 

도 경우에 따라 검정색이나 회색 등의 무채색을 활용하기도 한다.

웹사이트명은 텍스트를 기본으로 디자인된 이미지이다 웹. 

사이트명은 일반적으로 웹페이지 상단에 위치하는데 메뉴페, 

이지 버튼이 활용된 모바일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웹사이트명이 

메뉴페이지 버튼과 함께 나란히 배치된다 메뉴바가 활용된 모. 

바일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웹사이트명이 메뉴바 위에 배치된다. 

대개 웹페이지의 배경이 흰색이므로 웹사이트명은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이 들어가게 되는데 검정색을 활용한 경우가 많지만 회, 

색이나 유채색을 활용하기도 한다 웹사이트명은 메뉴페이지 . 

버튼이나 메뉴바와 함께 박스 처리하여 배치되기도 하는데 이, 

러한 경우 박스에는 배경과 다른 별도의 색이 들어가기도 한다.

웹사이트명 메뉴페이지나 메뉴바 버튼 등은 무채색을 활용, , 

하는 경우와 유채색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무채색인 . 

경우는 색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진 그림 등의 이미지에 영, 

향을 덜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채색인 경우 색은 대체. , 

로 해당 모바일웹사이트의 주조색을 활용하고 있다.

이미지는 흑백 이미지와 컬러 이미지가 대부분이지만 흑백 , 

이미지라 하더라도 유채색인 텍스트를 넣은 경우도 있다.

모바일웹사이트에서의 형태 요소2) 

모바일웹사이트에서는 공간 활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간

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데 모바일 기기에 맞게 좁고 길게 펼, 

쳐지는 공간이나 화면 밖에 숨겨져 있다가 특정 인터랙션에 의

해 펼쳐지는 웹페이지의 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모바일 기기의 작은 크기의 화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러한 점은 화면 밖의 공간을 활용. ,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화면 안의 레이아웃에도 영향을 미친다, . 

모바일웹사이트는 의 화면과 다른 모바일 화면에 맞춰져 디PC

자인되기 때문에 를 기준으로 제작된 웹사이트와 레이아웃PC

의 차이가 있다 웹사이트의 경우에도 페이지의 길이가 길. PC 

면 마우스 휠로 컨트롤하여 아래 숨겨진 나머지 내용을 보게 되

지만 모바일은 보다 화면이 더 작고 주로 사용하는 화면의 , PC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스마트폰과 의 . PC

차이는 매우 분명하다 따라서 모바일웹사이트는 레이아웃에 .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웹페. , 

이지의 세로 길이를 통해 내용의 분량을 조절하거나 페이지 수

를 늘리고 페이지의 내용을 나누는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둘째. , 

작은 화면에서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 배치하고 부가적인 요소나 웹사이트를 제어하는 

요소 등은 화면 밖에 두어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셋째. , 

슬라이드쇼와 같이 웹페이지 안에 별도로 구현되는 공간을 두

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주변 틀은 유지되고 별도로 제시. 

된 공간에서의 장면 전환을 통해 링크를 통한 웹페이지 자체의 

넘김이나 스크롤 이동 없이 즉각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웹사이트에서의 운동 요소3) 

모바일웹사이트에서 운동 요소는 슬라이드쇼를 통해 흔히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슬라이드쇼의 개념에 대해 하나 이. 

상의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노출시키

는 동적 정보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슬라이드쇼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활용되는 장

면전환 기법이 반영되는데 흔히 가로방향의 와이프나 컷 디졸, , 

브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웹사이트에서는 와이프. , 

가  슬라이드쇼의 유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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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웹사이트에서의 깊이 요소4) 

모바일웹사이트에서는 시각적 깊이로 지각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중에서 중첩 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 와 같‘ ’ . (Naver)

은 포털사이트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메인페이지 안에서 검색

을 할 때 검색한 내용 중 한 항목을 열면 그에 해당하는 웹페이, 

지가 열리되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닌 화면 왼쪽 상단이 

잘린 형태의 브라우저로 열린다 즉 화면을 모두 채우지 않고 . , 

일부를 남겨두어 이전 페이지를 시각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다 따라서 두 개의 페이지가 중첩이 되고 이전페이지보다 현재 . 

페이지가 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깊이감이 생기게 된다 팝. 

업창 또한 현재 페이지 위에 띄워진 창이므로 중첩을 활용한 ,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크기변화 를 활용하기도 한다‘ ’ . 

포털사이트 다음 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메인페이지에(Daum)

서 메뉴항목페이지로의 이동에 있어서 크기와 위치의 변화를 

활용하고 있다 이전페이지인 메인페이지가 오른쪽 가장자리. 

로 이동하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다 또한 이전페이지로 전. , 

환되면서 불투명도 의 변화도 나타난다 이렇듯 페이지 (opacity) . 

이동시에는 움직임의 변화에서 깊이가 느껴지지만 이동이 완, 

료된 후에 배치된 상황에서는 메뉴항목페이지와 이전페이지 

간의 중첩의 표현이 약하여 시각적으로 깊이가 잘 느껴지지 않

는다 깊이는 거의 배제하고 불투명도와 크기 및 위치의 차이로 . 

페이지간의 중요 수준을 시각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모바일웹매거진 분석 방법3-2 

대상 선정 및 분석 방법1) 

모바일웹사이트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각 요소

를 활용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콘텐츠를 구성하는 매개체로서, 

의 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정보를 제. 

공하는 요소 즉 정보 요소로 구분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웹사이트의 정보 구성 요소를 조작 요

소인 입력 인터랙션과 정보 내용 요소로 구분하고 정보 내용은 , 

정적 정보와 동적 정보로 분류하였다 정적 정보에는 언어 정보. 

인 텍스트와 시각 정보인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이미지가 , 

포함되고 동적 정보에는 슬라이드쇼와 동영상이 포함된다, .

그림 1. 모바일웹사이트의 정보 요소

Fig. 1. Information elements on mobile website

모바일웹사이트 중 정기적으로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

는 네이버 다음 과 같은 포털사이트가 있고 매거(Naver), (Daum) , 

진의 웹사이트인 모바일웹매거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 

일웹매거진을 지각 요소 및 정보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매거진은 매거진의 특성상 기사 를 위해 특정 주제에 (article)

관한 이미지와 텍스트 등의 정적인 정보 요소가 들어가게 된다. 

또한 모바일웹사이트로 구현되기 때문에 동작이 구현되는 슬

라이드쇼나 동영상 등 동적 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모바. 

일웹사이트를 정적인 정보 요소와 동적인 정보 요소로 크게 분

류하여 파악하기로 하였다.

분석할 모바일웹사이트의 사례로서 대상은 총 종을 선정, 22

하였다 인터파크 도서의 판매 순위에서 월간 랭킹 연간 랭킹. , 

의 리스트에 있는 높은 순위의 매거진으로 차 선별한 후 매거1 , 

진의 모바일웹사이트 유무로 차 선별을 하였다 선별된 매거2 . 

진은 쎄씨 마리끌레르 보그걸(Ceci), (Marie Claire), (Vogue Girl), 

우먼센스 더블유 그라치아 퍼스트(Woman Sense), (W), (Grazia), 

룩 더뮤지컬 레시피팩토리(1st Look), (The Musical), (Recipe 

더셀러브리티 아레나 멘즈헬스Factory), (The Celebrity), (Arena), 

까사 월간커피 자동차생활(Men’s Health), (Casa), (Coffee), (Car 

럭셔리 텐아시아 맥심코리아Life), (Luxury), (10 asia), (Maxim 

지큐 얼루어 엘르코리아 레이Korea), (GQ), (Allure), (Elle Korea), 

디경향 등이다 모바일 웹매거진의 메인페이지는 그 매거진을 . 

대표하는 페이지로서 브랜드의 특성이 가장 잘 표현되었을 것이

라 판단하여 메인페이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모바일 웹매거진의 지각 요소 및 정보 요소 분석2) 

분석 대상인 모바일 웹매거진 총 종을 유형별로 분류하였22

더니 지각 요소의 활용 정도에 따라 크게 가지로 도출되었다, 3 . 

다양한 쪽으로 분류된 것은 지각 요소 가지가 활용된 것이고4 , 

중간으로 분류된 것은 가지가 활용된 것 심플로 분류된 것은 3 , 

가지 이하로 활용된 것이다 색채 요소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2 .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미지는 대체로 색. 

상이 들어가므로 색채 요소 분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lassification Mobile website

Variety
(Use of four 
elements)

W, Luxury, Recipe Factory, CeCi, Woman 
Sense, Elle Korea, Car Life

Middle level
(Use of the 
three elements)

Casa, Grazia, The Musical, The Celebrity, 
Maxim Korea, Arena, Ivy Line, Men's Health, 
First Look

simple
(Use less than 2 
elements)

Lady, Marie Claire, Vogue Girl, Allure, GQ, Ten 
Asia

표 2. 요소 활용 정도에 따른 모바일 웹매거진 분류 총 종( 22 )

Table 2. Classification of mobile web magazin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use of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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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웹매거진 사례 분석3-3 

다양한 지각 요소를 활용한 모바일 웹매거진1) 

더블유의 경우 전반적으로 빨강 계열의 색을 카테고리명이, 

나 슬라이드쇼의 페이지 컨트롤에 적용하여 포인트로 활용하

였다 이미지를 크게 활용하고 이미지 안에 기사를 배치하였다. . 

이미지들은 단 구성으로 배치되어있고 이미지 크기는 규격화1 , 

되어있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로 방향의 움직임을 . 

찾아볼 수 있고 메뉴페이지 실행을 통해 깊이감을 확인할 수 , 

있다 슬라이드쇼에는 페이지 컨트롤과 탐색버튼이 함께 적용. 

되어 있다 페이지 컨트롤은 회색으로 처리하되 현재페이지 항. , 

목만 빨강색 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메뉴페이지는 아래 방향으. 

로 내려가면서 열리도록 되어 있다.

그림 2. 더블유의 모바일 화면 및 레이아웃

Fig. 2. W's mobile screen and layout

럭셔리는 슬라이드쇼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기사들 모두 이

미지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목만으로 기사를 소개. 

하고 있고 텍스트가 많지 않다 이미지는 사물 위주로 다양하, . 

게 구성되어 있으며 규격화된 크기의 이미지로 단으로 구성, 2

하여 배치되어 있다 웹사이트명과 메뉴페이지의 버튼을 제외. 

하면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메뉴페이지는 메인페이지. 

에서 메뉴버튼을 눌러야 구현할 수 있는 페이지이므로 첫 화면, 

을 놓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색상이 들어간 부분은 웹사이트

명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슬라이드쇼는 수동으로 적용되어 있으. 

며 손으로 터치하여 움직일 시에는 가로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 

다 페이지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면에 가득 찰 정도의 큰 . ,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럭셔리의 모바일 화면 및 레이아웃

Fig. 3. Luxury's mobile screen and layout

엘르코리아는 페이지 상단에 자동 슬라이드쇼가 배치되어 

있다 그 밑에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단 구성으로 배치되어 있. 2

으며 리드의 경우 텍스트 굵기가 비교적 굵은 편이다 동영상 , . 

카테고리를 따로 두고 개의 영상이 올려져 있다 메뉴페이지3 . 

는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으며 메뉴페이지가 , 

열리면 메인페이지는 어둡게 처리된다. 

그림 4. 엘르코리아의 모바일 화면 및 레이아웃

Fig. 4. Elle Korea's mobile screen and layout

지각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한 웹사이트의 분석한 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W

Perceptual element Information element

Color

-Main screen 
background: white
-Menu page 
background: white
-Icons and buttons: 
black
-Article: Black text in a 
white translucent box
-Category: white text 
in red box

text

-For articles, 
placed at the 
bottom inside the 
image
-Consists of 
category, title, and 
lead

form

-1 column 
composition
-Consists of large 
images that fill the 
screen
-Evenly spaced each 
item
-Mostly leave spaces 
on the left and right 
edges (excluding 
slideshows)

image

-Various 
conf i gu ra t ions 
such as human 
objects
-The size of 
various rectangles 
with the same 
aspect ratio but 
different vertical 
lengths
-Various aspect 
ratios

motion -Horizontal movement
Slidesh
ow

-Manually driven
-Use of swipe (6 
images)
-Approximately 
1.5:1 aspect ratio
-Place your text in 
white

depth

-The menu page is 
open
-Reflecting depth with 
shadow expression at 
the edge of the main 
page

video
-Use (play after 
moving page)

표 3. 지각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한 모바일웹매거진

Table 3. Mobile web magazine using various perceptual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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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준의 양으로 지각 요소를 활용한 모바일 웹매거진2) 

맥심코리아는 페이지 상단에 동영상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밑, 

으로 텍스트 위주의 기사 이미지와 텍스트가 비슷한 비중으로 , 

들어간 이벤트란과 월간지 소개란이 있고 그 밑에 자동 슬라이, 

드쇼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메인페이지가 화면에 처음 노출될 . 

때 슬라이드쇼는 보이지 않고 영상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 

그림 5. 맥심코리아의 모바일 화면 및 레이아웃

Fig. 5. Maxim Korea's mobile screen and layout

더셀러브리티는 메인페이지 상단에 슬라이드쇼가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모바일웹사이트의 슬라이드쇼와 달리 비교, , 

적 작은 사이즈의 슬라이드쇼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 

여백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웹페이지 하단에 페이스북, 

공간을 별도로 두고 있다(Facebook) . 

그림 6. 더셀러브리티의 모바일 화면 및 레이아웃

Fig. 6. The Celebrity's mobile screen and layout

더뮤지컬은 초 간격으로 자동으로 이미지가 전환되는 슬라5

이드쇼로 된 이미지가 있고 슬라이드쇼 밑에는 슬라이드쇼의 , 

미리보기를 위한 개의 썸네일 이미지가 배치되어4 (thumbnail) 

있다 썸네일 하나를 탭하면 해당 이미지로 이미지가 전환된다. . 

그 밑에는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영역 이미지와 텍스트의 단 , 2

구성으로 이루어진 영역 공연 포스터 이미지와 제목으로 단 , 2

구성으로 이루어진 영역 단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와 텍, 4

스트 영역 등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림 7. 더뮤지컬의 모바일 화면 및 레이아웃

Fig. 7. The Musical's mobile screen and layout

L u x
ury

Color

-Main screen 
background: white
-Menu page 
background: gray
-Icons and buttons: 
black
-Article: Black

text

-For articles, 
placed at the top 
left of the image
-Introduction of 
articles by title only 
(no lead)

form

-2 column 
composition
-Place each item at 
regular intervals
-Mostly leave spaces 
on the left and right 
edges (excluding 
slideshows)

image

-Variously 
composed of 
things
-S tanda rd i zed 
size
-Position of 
images of 
constant size in 
square and 
rectangular frames

motion -Horizontal movement
Slidesh
ow

-Manually driven
-Use of swipe (4 
images)
-Placed largely on 
the main screen 
with a full feeling
-Aspect ratio of 
about 1:1.5
-Place your text in 
white

depth
-The menu page is 
open
-Very weak

video -Not used

El le 
Ko r
ea

Color

-Main screen 
background: white
-Icons and buttons: 
Black, dark gray, 
achromatic colors only
-Article: Black

text

-For articles, 
place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Composed of 
title and lead

form

-1 column 
composition using only 
text and 2 column 
composition when 
using images
-Place each item at 
regular intervals
-Leave margins on the 
left and right edges

image

-People-oriented 
composition
-S tanda rd i zed 
size
-About 1:1 aspect 
ratio

motio
n

-Horizontal movement
-Image dwell time: 3 
seconds
-Repeat play

Slidesh
ow

-Automat i cal l y 
driven
-Image switching 
by swiping (5)
-Approximately 
1.5:1 aspect ratio
-Place your text in 
white

depth

-The menu page is 
open
-The main page is 
darkened to reflect the 
sense of depth

video

-uses
-Separate video 
categories
-Consists of 3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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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요소를 적당하게 활용한 웹사이트의 분석한 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은 양의 지각 요소를  활용한 모바일 웹매거진3) 

텐아시아는 페이지 상단에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사용된 

수동 슬라이드쇼가 배치되어있다 그 밑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를 위아래로 배치하여 단으로 구성된 기사들과 이미지와 텍스3

트를 나란히 배치한 기사들이 있다.

그림 8. 텐아시아의 모바일 화면 및 레이아웃

Fig. 8. Ten Asia's mobile screen and layout

보그걸의 경우 정적 요소로는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관계를 , 

통일하여 균일하게 배치하였다 왼쪽에는 이미지 오른쪽에는 . , 

기사의 카테고리와 제목 리드 등을 표기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의 비중을 비슷하게 두었다 페이지 하단에는 기사를 더 볼 수 있. 

도록 버튼이 배치되어 있다 동적 요소로 활용된 부분은 없었다. .

그림 9. 보그걸의 모바일 화면 및 레이아웃

Fig. 9. Voggirl's mobile screen and layout

레이디경향은 페이지 상단에 상하로 이미지와 텍스트가 구

성된 기사가 단 구성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밑에는 단 구성2 . 1

으로 텍스트로만 기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분석한 내용을 표로 ,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ax
i m 
Ko r
ea

Perceptual element Information element

Color

-Main screen 
background: gray
-Icons and buttons: 
achromatic, red color
-Article: Black

text

-In the case of 
articles, place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box
-Left 
m e a s u r e m e n t 
column
-Composed only 
by title

form

-1 column 
composition
-Place each item at 
regular intervals
-Leave margins on 
the left and right 
edges

image

-People-oriented
-Standa rd i zed 
size
-Aspect ratio of 
about 1:1.5

motio
n

-Horizontal 
movement

Slidesh
ow

-Automat ica l l y 
driven (5)
-Approximately 
3:1 aspect ratio
-Place white text 
on a black 
background

depth -none video -uses

The 
C e l
ebri
ty

Color

-Main screen 
background: white
-Menu page 
background: white
-Icons and buttons: 
Various colors such 
as achromatic, 
orange, blue, etc.
-Article: Achromatic, 
Orange, Blue

text

-For articles, 
placed both inside 
the image and at 
the bottom of the 
image
-Organized by 
category and title

form

-Mostly 1 column 
composition
-The spacing of each 
item is uniform
-Leave margins on 
the left and right 
edges

image

-Various people, 
objects, etc.
-Standa rd i zed 
size
-Mostly about 7:5 
aspect ratio

motion

-Horizontal 
movement
-Image staying time: 
6 seconds
-Repeat play

Slidesh
ow

-Automat ica l l y 
driven
-Image switching 
by swiping (2)
-Aspect ratio of 
about 6:4
-Place white text

depth -none video -uses

The 
Mus
ical

Color

-Main screen 
background: white
-Menu page 
background: Magenta 
series
-Icons and buttons: 
magenta, white
-Article: Gray

text

-For articles, 
centered at the 
bottom of the 
image
-Composed of 
title and lead

표 4. 보통 수준의 양으로 지각 요소를 활용한 모바일 웹매거진

Table 4. Mobile web magazine using perceptual 
elements in moderate amounts

form

-1 column 
composition
-Place each item at 
regular intervals
-Use of left and right 
margins

image

-People-oriented 
composition
-Standa rd i zed 
size

motio
n

-Horizontal 
movement
-Image staying time: 
5 seconds
-Repeat play

Slidesh
ow

-Automat ica l l y 
driven slide
-Image switching 
by swiping (4)
-Approximately 
3:1 aspect ratio

depth -none video -Not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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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레이디경향의 모바일 화면 및 레이아웃

Fig. 10. Lady's Mobile Screen and Layout

지각 요소를 심플하게 활용한 웹사이트의 분석한 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논의3-4 

사례분석 결과 지각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한 웹사이트는 색, 

채 형태 요소는 모든 웹사이트에서 적용되었고 깊이 운동 요, , , 

소에서 활용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색채의 경우 유채색이 한 가지라도 . 

활용이 되었다면 으로 표기하였고 무채색 계열만 활용하였, ●

다면 으로 표기하였다 형태의 경우 단을 다양하게 구성하거. ◯

나 단 이상으로 구성하였다면 으로 표기하였고 단 구성이2 , 1●

라면 으로 표기하였다 운동이나 깊이의 경우 활용이 되었다. ◯

면 으로 표기하였고 활용되지 않았다면 으로 표기하였다, . ● ◯

              
magazine

Perceptual 
element

W
Lu x
ury

Elle 
Ko r
ea

Max
i m 
Ko r
ea

The 
C e l
ebri
ty

The 
Mus
ical

Ten 
A s i
a

Vog
u e 
Girl

Lady

Color ● ○ ○ ● ● ● ○ ● ●

form ○ ● ● ○ ○ ○ ● ○ ●

motion ● ● ● ● ● ● ○ ○ ○

depth ● ● ● ○ ○ ○ ○ ○ ○

표 6. 지각요소 활용에 대한 모바일웹매거진의 특징

Table 6. Characteristics of mobile web magazines for the 
use of perceptual elements

모바일웹매거진은 가지 지각 요소 중 색채 형태 등의 요소4 , 

는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뿐 모두 활용하고 있지만 운동 깊, , 

이 등과 같은 요소의 활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모바일 . 

매체에서 웹으로 구현되는 모바일웹매거진으로 볼 때 운동 깊, , 

이 등의 요소는 충분히 활용할 환경은 되어 있지만 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정보 요소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매거진이 아직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Ten 
Asia

Perceptual element Information element

Color

-Main screen 
background: white
-Drop-down menu: 
white
-Icons and buttons: 
not utilized
-Article: Point with 
achromatic color and 
pink color

text

-For articles, 
centered at the 
bottom of the 
image
-Composed of 
title and lead

form

-Mixing 1 column and 
3 column 
configurations
-Usually use small 
sized images
-Place each item at 
regular intervals
-Leave margins on the 
left and right edges

image

-People-oriented 
composition
-Use of image 
boxes of various 
sizes with different 
aspect ratios and 
tax rates

motion -none
Slidesh
ow

-Not used

depth -none video -Not used

Vog
u e 
Girl

Color

-Main screen 
background: white
-Menu page 
background: gray
-Icons and buttons: 
black, white, light pink
-Article: Achromatic 
colors

text

-For articles, 
place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Consists of 
category, article 
title, and lead
-Category is 
treated as white 
text in a black box

form

-2 column 
configurations
-Place each item at 
regular intervals
-Leave margins on the 
left and right edges

image

-Portrait-oriented 
image
-Standa rd i zed 
size
-About 1:1 aspect 
ratio

motion -none
Slidesh
ow

-Not used

표 5. 적은 양의 지각 요소를 활용한 모바일 웹매거진

Table 5. Mobile web magazine using a small amount of 
perceptual elements

depth -none video -Not used

Lady

Color

-Main screen 
background: white
-Menu bar: purple type
-Article: Achromatic 
colors

text

-For articles, 
arranged in center 
alignment at the 
bottom of the 
image
-Composed of 
title and lead

form

-Use of 1 column 
configurations and 
2column 
configurations(image).
-Use an image of a 
fixed size
-Place each item at 
regular intervals
-Leave margins on the 
left and right edges

image

-Composed of 
only characters
-Put the image in 
a box with a width 
ratio and tax rate 
of 1:1

motion -none
Slidesh
ow

-Not used

depth -none video -Not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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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Ⅳ

본 연구는 모바일 시대에 정보를 수용함에 있어서 활용되는 

모바일웹매거진을 구성하는 색채 형태 운동 공간 등의 지각 , , , 

요소와 텍스트 이미지 슬라이드쇼 동영상 등의 정보 요소를 , , ,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지각 요소의 활용 정도에 따라 가지 . 3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 

되 각 사례에 적용되고 있는 정보 요소도 함께 분석하였다, .

모바일웹매거진은 색채 형태 등의 요소는 모두 활용하고 있, 

지만 운동 깊이 등과 같은 요소의 활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 , 

었다 유투브 등의 영상매체와 가 활발한 현재의 문화에 발. SNS

맞추어 볼 때 운동의 요소는 사용자에게 매우 익숙한 환경이, 

며 모바일웹매거진의 지각 요소로 활용하는데 있어 적극적으, 

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크게는 각 지각 요소가 모바. 

일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이론을 마련하였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작게는 매거진이 모바일, 

에서 활용되었을 때 어떤 동향으로 디자인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매거진 업계에 앞으로 모바일 시장에서 발행되는 매거진의 

디자인 방향을 정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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