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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웹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조사

A Survey on User Interface Design of University Webzines

이주희*

Joo-Hee Lee
*

요  약  이 논문은 학 웹진 황을 토 로 웹진의 목 과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측면

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해 웹진의 내용  측면과 사용자 심의 콘텐츠 구성과 컬러  내비게이션 디자인 측면

에서 조사해 보았다. 조사를 통해, 향후 효과 인 학 웹진 제작을 해 사용자와 제작자가 어떤 에 유의하고 참고

하여 디자인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웹진 제작자와 사용자의 상호 극 인 커뮤니 이션을 활성화하고 공감하

기 해 웹진이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웹진의 이런 특성을 살려 제작한 학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측면에서도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interface design of a university webzines that to search through an internet portal 
site Naver. It was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university webzines are using a hypertext link to such 
images, text, movie. Second, it could be seen that mainly been using block grid, the module grid, and a 
transformed layout of 2 tier grid. Third, Seoul woman's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Maritime University's webzines found that layout, color, user-friendly access the structure. Fourth, webzine was used 
the text or image a link, search function, site map, icon, favorites, quick menus, navigation bars, and rollover 
menu. Last, university webzines were shown to contribute mere to the enhancement of its value as a promotional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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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잡지는 한 마디로 시 의 표정을 담는 매체다. 잡지의 

형태는 오 라인 매거진과 온라인 웹진으로 분류되는데, 

매거진으로 통용되는 ‘잡지(雜誌)’는 사  의미로 볼 

때, 이것 것 여러 가지를 기록하여 정기 으로 호를 거

듭하여 간행하는 출 물을 지칭한다. 컨  신문을 가

리키는 일간지(日刊紙)는 ‘紙 종이 지’ 자를 쓰나, 잡지는 

‘誌 기록할 지’ 자를 쓴다. ‘기록할 지’자는 무엇을 기록하

여 엮은 책을 가리킬 때 써 왔던 것으로, 같은 뉴스페

이퍼라고 하더라도 책의 형태를 갖추어 제본된 것은 ‘잡

지’로 분류한다. 하지만, 잡지는 발행 기간이 비교  길어 

시간  여유를 갖고 편집·제작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무엇인가 음미하고 숙고할 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웹 매거진’이라 불리는 ‘웹진’은 비종

이 책 자출 의 디스크 책 출  단계에서 비롯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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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된 탈(脫) 인쇄 매체이다. 웹진은 ‘웹상에서 이루어지

는’ 물리 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웹 형태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출 물을 순수 웹진이라고 한다.[1] 한 

학에서 발행되는 웹진을 학 웹진이라 부르며, 학 구

성원간의 커뮤니 이션이나 내외 으로 학 이미지 

형성에 주요 통로가 되며, 학내 소식, 문화 소식, 정치 이

야기, 사회 이야기 등 범 하게 세상과의 작은 소통도 

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포털 사이

트(portal site) 네이버(Naver)에서 검색되는 학 공식 

웹진만을 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 구

성원 간의 활발한 커뮤니 이션을 통해 상호작용을 돕고, 

효율 인 학 홍보를 한 웹진 제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대학 웹진의 특성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1. 대학 웹진의 특성 

가. 웹진의 일반적 특성

웹진이 내용 으로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멀티미디어

성, 하이퍼텍스트(hypertext)성, 상호작용성으로 정의하

다.

첫째, 멀티미디어성은 사운드와 상, 이미지, 텍스트 

모두를 아우르는 것으로 종이 매체의 텍스트 주 특성

과 상 매체의 특징을 모두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하이퍼텍스트성은 인터넷 상의 정보가 다른 웹

사이트와 상호 연결되어 있어, 열려진 세계에서 새로운 

지각 체험과 인식의 지평을 모색 할 가능성을 개한다. 

즉, 웹진은 하이퍼텍스트로 무한의 정보에 링크되고 담

아내는 특징이 있다.

셋째, 상호작용성은 소통 구조가 열려있다는 것으로 

웹진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소통구조가 단선형으로 이

지지 않는다. 일방 인 선형논리를 그 로 빌려와 닫힌 

텍스트 형태로  독자의 개입을 막는 단선  형태도 볼 수 

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양방향성의 특징으로 독자

의 개입이 증가된다. 

넷째, 웹진은 종이 잡지에 비해 업데이트(update)하는 

것이 자유롭다. 제작 완료와 동시에 독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물론 종이 잡지처럼 바로 펼쳐서 볼 수 없고, 기

기(device)를 켜서 조작하는 비 작업이 필요하므로 독

자의 극 인 구독의사를 필요로 한다.[2] 

나. 대학 웹진의 특성

학 웹진은 와 같은 웹진의 특성을 모두 갖춤과 동

시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독자들이 균질 이다. 학 신문의 독자들은 비

슷한 연령층과 정서, 교육 수 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

들은 유사한 역의 은이들이며, 성 문제, 장래문제, 

이성문제 등과 같은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한 교

수  직원 역시 최고 수 의 교육과 학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비슷한 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학교의 학생, 교수, 직원이라는 소속감이 존재한다. 이러

한 독자의 동질성으로 학 독자의 심이나 취향을 비

교  쉽게 악할 수 있다.

둘째, 웹진에서는 모든 페이지에 책의 제목, 작권, 

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웹 사이트 상의 각 

페이지는 사용자가 보는 유일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으

므로, 독립된 한권의 소책자처럼 취 할 필요가 있다. 그

러므로 매 페이지마다 책의 제목, 작권, 자 등의 정보

가 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 웹진의 제작 주체가 비 문가들이라는 

이다. 학 웹진의 제작 주체는 학부생들인 경우가 부

분이다. 재는 학 웹진의 홍보성 강화로 외 력처

나 홍보처에서 제작되기도 하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주

체는 여 히 학생 기자들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제작자

의 특성은 학 웹진의 기사작성이나 편집에서 서툴고 

어색한 경우로 나타난다. 반면 고정 틀에 빠지지 않고 참

신성, 실험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3]

2.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요소

가. 콘텐츠(Contents)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찾아오는 주된 이유 의 하나

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고 읽으려는 것 때문

이다. 웹 사이트를 지속 으로 찾아오게 하려면 방문객

의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제공하고 구성해야 한다. 한 

제공되는 정보가 독자의 심에 맞고 신뢰할 만한 유용

한 정보로 최신 정보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최신 

정보와 기사를 매월 업그 이드 해 나가는 것은 웹진 사

이트에서 가장 요한 기능이다. 한 웹에서만 보여  

수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는 e-매거진이 추구하는 

 하나의 고유한 역으로 콘텐츠 구성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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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레이아웃(Layout)

웹진에서의 이아웃은 화면 안에 있는 구성요소들이 

정보를 효과 으로 달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으로, 

미 인 조형구성, 가독성 추구, 주목효과의 달성, 체

인 통일과 조화, 기능에 한 이해  사용의 편의성 증

진 등을 이루어내야 한다. 인쇄매체에서와는 달리 웹의 

환경은 독자의 능동  움직임에 의해 정보 달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보여주는 시각  측면뿐만 아니라 독자의 

정보 근과 손쉬운 사용을 뒷받침할만한 기능  디자인

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 컬러(Color)

컬러는 사이트의 성격이나 분 기를 나타내주며 첫인

상을 형성하는 요소다. 기본 인 컬러 조화는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는 최 의 컬러들을 조합하여 체 인 

시각이미지로 형상화시키고, 가독성과 시각  호소력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컬러 계획은 색이 나타내는 

이미지와 상징을 바탕으로 화면에서 갖는 면 과 배색 

효과로 메인 컬러(main color)와 서 (sub color), 액센트 

컬러(accent color)로 컬러 시스템을 결정해 나간다. 사

진, 일러스트(illustrator), 메뉴(menu), 버튼(button), 아

이콘(icon), 바(bar), 애니메이션(animation), 무비(movie) 

요소들과의 연 성과 체 색상과 이들 간의 명도, 채도 

조 과 정보 덩어리로 인식하고 근할 수 있는 인터페

이스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라. 비주얼(Visual)

웹진의 비주얼은 웹진의 분 기, 특징 등을 결정하는 

요한 기능으로 사진이나 일러스트 이션을 통한 다양

한 그래픽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비주얼 요소는 

신뢰감을 느껴지게 하는 실사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러스트나 3D 이미지는 실사 이미지와 함께 사

용하기도 한다.[4]

마. 내비게이션(Navigation)

웹진의 효과 인 인터페이스 개발에 요한 요소  

하나는 원만한 내비게이션을 구 하는 일이다. 사용자는 

한 개의 사이트 안에서 내비게이션 맵(navigation map)

의 심  모형을 그려 놓고 내비게이트를 한다. 메뉴 버튼

이나 메뉴 바, 이동 아이콘, 검색창  링크를 포함한 각

종 오 젝트 등이 있다. 내비게이션 보조 도구로 링크, 버

튼과 컨트롤, 사이트 맵과 콘텐츠 목록  인덱스, 랜드마

크와 히스토리 추 기능, 키워드와 사이트 검색 엔진 등

의 요소가 활용되고 있다.[5]

Ⅲ. 대학 웹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조사 분석 

1. 대학 웹진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표 1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학 공

식웹진이다. 표에서 웹진명에 별도의 이름이 있는 경우

(ex. 가천 학교[6] ‘바람’, 가톨릭 학교[7] ‘웹진국 가

야’)는 개별 웹진명을 만들어 사용하는 형태이고, 학교명

을 그 로 사용하는 경우(ex. 경북 학교[8], 국민 학교[9]

의 웹진)는 빈 공란으로 제시하 다. 

순

번
학명 사이트주소 웹진명

1 가천 학교 gachon.tistory.com 바람

2 가톨릭 학교 www.cukya.net 웹진국 가 야

3 경북 학교 webzine.knu.ac.kr

4 국민 학교 webzine.kookmin.ac.kr

5 서울여자 학교 www.swuman.com 슈먼닷컴

6 성균 학교 webzine.skku.edu SKKUZine

7 연세 학교 www.yondo.net 연두

8 남 학교 cnutoday.jnc.ac.kr CNU Today

9 한국해양 학교 www.archnuri.com 아치 리

* 학 순번은 ‘가나다’순임.

표 1. 대학 웹진 현황
Table 1. Condition of University Webzines

가. 콘텐츠(Contents)

표 2는 각 학 웹진 기화면에서 제공되는 메인 메

뉴다. 공통 으로 학 뉴스, 공지사항, 캠퍼스 안내, 커

뮤니티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다. 학 홍보에 주

안 을 두었는지, 문 웹진 못지않게 문화, 여성, 사회 

등 각 포커스에 맞춰 발간하는 웹진인지 메뉴에서 알 수 

있었다. 별도의 웹진명을 사용하는 웹진이 사용자의 참

여를 극 으로 유도하는 메뉴명과 콘텐츠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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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면 메뉴

가천
About 바람, 바람직한 학업, 바람직한 문화, 바람직한 우

리, 바람직한 선거

가톨릭 소개, 공지, 커리어, 포커스, 캠퍼스, 문화이야기, Q&A

경북 NEWS, 홍보갤러리, 정기간행물, 홍보요원, 캠퍼스투어

국민
멘토 데이트I, 멘토 데이트II, 커리어 포커스, 코칭타임, 

Gloal 탐방기, 스타트 UP!, 도 ! 모델?!, uniK 이벤트

서울여 슈먼닷컴, 커뮤니티, 슈먼리포트, 슈먼온에어, 슈톡

성균
커버스토리, 성 사람들, 캠퍼스컬쳐, 지식채 S, 미디어

로보기, 함께하는 이야기

연세
신 보도, 원주보도, 심층보도, 사회, 특집, 여론칼럼, 

(구)연두, 강의평가

남 CNU뉴스, 소식나눔, 문화나눔, 상나눔, e-CNU

한국

해양

한국해양 는 지 , 연구실 24시, 동문 네트워크, I♥

KMOU

표 2. 대학 웹진 초기화면의 콘텐츠 구성
Table 2. Contents Composition on First Page of 

University Webzines

나. 레이아웃(Layout)

주로 변형된 2단 그리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서울여
[10], 성균 [11]나 연세 [12]는 1단 그리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콘텐츠 역에서 국민 는 모듈 그리드를 사용

하고 있었다.

기화면

가톨릭 , 

남

A

B C

D

A: 웹진 제목  

   내비게이션 역

B: 콘텐츠 역

C: 로그인, 최신 , 

   뉴스구독신청 등

D: 작권 역

가천 , 

경북

A

B C

D

A: 웹진 제목  

   내비게이션 역

B: 서 메뉴 등 

   내비게이션 역

C: 콘텐츠 역

D: 작권 역

국민 , 

서울여 , 

성균 , 

연세 , 

한국해양

A

B

C

A: 웹진 제목  

   내비게이션 역

B: 콘텐츠 역

C: 작권 역

표 3. 대학 웹진 초기화면의 레이아웃
Table 3. Layout on First Page of University Webzines

다. 컬러(Color)

학 웹진의 컬러는 학의 상징 인 의미를 나타내

고자 하거나 이아웃에서 다른 요소나 정보의 흐름을 

재하는 역할이나 각 요소들을 의도한 정보 덩어리로 

인식하게 하여 페이지 내에서 가독성과 주목성을 변하

는 역할을 한다. 메인 컬러는 화면에서 사용 비율이 지배

인 컬러로 상징 인 의미로 사용하거나 학 

UI(University Identity)에 근거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었

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기화면

가톨릭

메인컬러 #FFFFFF

서 컬러 #F2F2F2 #A4A4A4

#75C3EE

액센트컬러 #323232 #CB0001

가천

메인컬러 #FFFFFF

서 컬러 #0291DD

액센트컬러 #292929

경북

메인컬러 #FFFFFF

서 컬러 #EAE8EB

액센트컬러 #D3161D

국민

메인컬러 #0F5D6A

서 컬러 #FFFFFF #292929

액센트컬러 #FF9948

서울여

메인컬러 #FFFFFF

서 컬러 #DBDBDB

액센트컬러 #A53033

성균

메인컬러 #FCFCFC

서 컬러 #9A9A9A

액센트컬러 #72B967

연세

메인컬러 #FFFFFF

서 컬러 #F8F8F8

액센트컬러 #43495E

남

메인컬러 #FFFFFF

서 컬러 #F4F4F4

액센트컬러 #149538

한국

해양

메인컬러 #FFFFFF

서 컬러 #E8ECED #1F6F90

액센트컬러 #CB011B

표 4. 대학 웹진 초기화면의 컬러 배색
Table 4. Color on First Page of University Webzines

라. 비주얼(Visual)

많은 학 웹진에서 학 내의 정보를 교외로 알리거

나 학내 소식 달에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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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화면

가톨릭

 

가천

경북

국민  

서울여

성균

연세

남

표 6. 대학 웹진 초기화면의 내비게이션 유형
Table 6. Navigation Type on First Page of University 

Webzines

인해 사용되는 이미지도 신뢰감을 부여하는 실사 이미지

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국민 , 경북 , 서울여  등은 사

용자를 고려한 이아웃과 구성으로 디자인함을 알 수 

있었다.

기화면

가톨릭

가천

경북

국민

서울여

성균

연세

남

한국

해양

표 5. 대학 웹진 초기화면의 비주얼
Table 5. Visual on First Page of University Webzines 

마. 내비게이션(Navigation)

표 6은 학 웹진에 사용된 주요 내비게이션이다. 롤

오버가 되는 메뉴 바, 입력 폼과 검색 기능, 이미지나 텍

스트, 무비에 링크된 내비게이션, 아이콘 등을 볼 수 있었

다. 국민 와 서울여  등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사용

한 아이콘과 디자인에 세심한 배려를 하 고, 가천 와 

경북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고려한 정리된 메

뉴 구조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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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

Ⅳ. 결론 및 제언

학 웹진 황을 토 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를 통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웹진을 통해 교직원과 동문, 학생들에게 학교 근

황과 이슈, 캠퍼스 투어 메뉴를 통해 학 홍보 기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둘째, 웹진의 내용  측면에서 

하이퍼텍스트성은 잘 사용하고 있었으나, 가톨릭 , 경북

, 남 [13]는 멀티미디어성이 우수했고, 서울여 와 

국민 는 학생들의 심에 을 맞춘 콘텐츠 구성과 

문화된 기사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아웃은 변형된 2단 그리드와 1단 그리드, 모듈그리드

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컬러 사용은 

학 UI에 바탕을 두어 아이덴티티 확립에 근한 흔

은 볼 수 있었지만, 경북 , 국민 , 서울여 , 한국해양
[14]는 이아웃, 컬러, 사이트 구조 등 좀 더 사용자 

심의 디자인에 근한 웹진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내

비게이션은 텍스트나 이미지 링크 외에 검색기능, 사이

트 맵, 아이콘, 즐겨찾기, 빠른 메뉴, 롤 오버 메뉴 바 등 

웹진 특성에 맞게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북 , 국민 , 서울여 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을 

고려한 텍스트와 이미지 아이콘, 빠른 메뉴 등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웹진 제작자와 사용자의 상호 극 인 커

뮤니 이션을 활성화하고 공감하기 해 학 자체 홈페

이지와 연동성을 가지면서 내외 으로 학 홍보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웹진의 특성을 살려 제작

한 학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측면에서도 우수

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 웹진의 효과에 한 

좀 더 자세한 연구가 이 지기 바라며, 사용자 인터페이

스 측면과 학의 성격을 확실하게 변하는 웹진 제작

에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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