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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 연구목적 및 방법
잡지가 저널리즘적 매체로서 다른 인쇄 매체들, 이를테면 신문이나 일반 서적(book)스타일
에서 벗어나 잡지 고유의 독특한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은 19세기도 후반인 산업시대에 들
어와서부터이다. 잡지는 금세기의 시작과 함께 비롯된 대중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단지
글만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타 인쇄매체에 비해 더욱 전문적으로 시각적인 체계화
가 요구된 현대적인 출판매체였다.
따라서 잡지는 처음부터 저널리즘적 기본요소로서의 기사작성의 문제 외에 그 내용을 독자
들에게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시키기 위한 여러 시각 요소들 -타이포그래피, 사진, 일러스
트레이션 등- 의 편성문제, 즉 편집디자인의 시각적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실험들
이 수많은 전문 아트디렉터, 출판미술인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잡지에 있어서의 이같은 효율적인 시각체계 및 편성방법에 대한 편집디자인의 개념은 20세
기에 들어와 형성된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예술운동의 여러 개념 및 주의주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었다. 잡지를 비롯한 서적디자인에서 요구된 초기의 핵심적인 사항
은 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란 기능주의에 입각한 불요불굴
의 모더니즘적 사고에 의한 편집개념의 시각화였다.
하지만 시대가 내려오면서 잡지가 점차 읽는 매체에서 보는 매체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1930년대를 지나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대신하여 사진테크닉이 다
양하게

계발되면서

박진감이

넘치는

새로운

도상체계로서

포토

저널리즘(photo

journalism)이란 대형 사진잡지의 출현과정을 거치고1), 1940-50년대에 들어와 유럽을 대
1) 포토 저널리즘 (photo journalism)은 기사보다 사진이 많은 잡지나 신문 등을 일컫는데, 사진
의 내용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923년 오스카 바나크(Oskar Barnack)의 38mm

신하여 미국 상업잡지계가 세계 출판계를 석권하면서 그리고 출판계의 시장이 국제적으로
넓혀지게 되자 독자들의 잡지에 대한 기대치도 크게 변화하여 다양한 변화에 의한 볼거
리들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편집디자인은 30-40년대에 체계화된 아카데믹한
편집개념과 그것을 위한 기능주의적 가구에 더 이상 갇혀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더구나 현대에 들어와 잡지출판이 더욱 세분화, 전문화가 되어감에 따라 상품으로서의 잡
지는 타 잡지와 차별화 된 고유한 포맷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더불어 통일성과 다
양성을 주는 동시에 디자이너의 편집감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잡지체계의 추구는 필연적이
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의 편집 레이아룻 스타일을 살펴보면, 잡지는 이제 읽고 보는차원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출판인과 아트디렉터의 편집개념을 느끼고 감상하게해주는 새로
운 개념적인 종합적 전달매체로서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가는 경향도 부인할 수 없다.
현대 잡지들에 있어 이같은 경향의 징후들은 이미 1950년대 말에 디자인계의 일반적인 추
세였던 탈기능주의, 반모더니즘적 특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노골적인 경향은
60년대 말 70년대 초 당시 상업주의에 물든 기성출판계의 과거를 답습하는 식의 안이한 편
집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을 모색하던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형
성된

세칭

언더그라운드

출판P(underground

press)

혹은

독립적인

출판계

(independent press)의 급진적인 편집물들에서 시대적인 번민과 함께 그 시대를 적절하게
시각적으로 형식화시킬 수 있는 편집스타일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던 것이다. 당시 이들
전위적 잡지들이 전대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던 잡지 편집체제, 인쇄방식,
컬러, 독특한 포맷 형식 등은 80년대 이후 잡지형식으로 받아들여졌고 현대 포스트 모던
(post modern)적인 잡지디자인의 최신 경향의 형성에 튼 영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현대 잡지에 있어 금세기 초부터 대략 1950년대 말까지 확립된 유
럽식의 아카데믹한 모더니즘적 잡지디자인 방식과 그 한계를 알아보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편집 형식 및 스타일을 모색하기 위했던 탈모더니즘적 편집디자인 경향을 본 논문
제 1편 1950-60년대: 편집디자인의 탈모더니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제 2편

70년대 이후: 전위잡지와 현대 편집디자인(4집에 게재될 예정임)에서는 1960-70년대의
미국과 영국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를 배경으로, 당시 상업적이고 몰개성적인
기존의 잡지 스타일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편집개념 마치 스타일을 실험적으로 제시했던

언더그라운드잡지들의 출현과정과 출판 이념, 그리고 그같은 경향의 잡지들의 디자인적
편집요소들을 분석하여 그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대의 잡지디자인의 새로운 경향에 미친 이들 잡지들의역할과 또한 미래의 편집
디자인의 변화해 가는 방향도 가름해 보고자 한다.

Ⅱ.2차대전후: 모더니즘
그래픽디자인 개념의 해체
1.잡지디자인에 있어 전대의 경향
라이카 카메라의 등장 이후, 제 1,2차 세계대전 동안 포토 저널리즘에 입각한 잡지들이 많이
발간되었는데, 독일의 <시그널(Signsl)>지, 미국의 <라이프(Life)>지, 소련의 <건설 중의 소
련(USSR in Construction)>지 등이 특히 유명했다.

19세기말부터 1950년대까지 잡지디자인의 내용과 형식을 지배했던 것은 20세기초엽에 형
성된 모더니즘 디자인 방식이었다. 이 모더니즘적 그래픽디자인 개념의 핵심은 기능주
의에 있는 석으로, 그것은 산업사회의 현대 대중전달에 있어 최고의 융통성과 경쾌함
을 바탕으로 매스 프로덕션과 매스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각언어의
무수한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계시대에 들어와 사진, 타이포그
래피가 갖는 명료하고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자동화된 인쇄기술에 힘입어 단순히 종이뭉
치의 조화나 기념비적이 정체가 아닌, 현대사회의 변화와 움직임에 대한 엄청난 정보의 양
을 능률적으로 편제해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간의 균형을 획득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편집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그리드(grid)를 활용
하여 기능적인 그래픽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으며, 내용의 전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주관
적인 요소나 스타일은 배제되었다.
따라서. 향후 40년간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잡지를 비롯한 현대 인쇄물디자인의 기능과 형
식문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드리우고 있는 20세기 전반에 활약한 이들 모더니스트들의 편집
디자인과 관련된 주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고 현대디자인의 발전적 추세에 따른 그 양식적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전후로 해서 현대 산업디자인의 개념 및 형식문제에 크세 기여를 한
엘 리시츠키(E1 M. Lissitzky)는 그의 실험적인 서적인 <대상(Veshch/ Gegenstand/
Object)>과<미술사조(The Isms Of Art)> 외에 소련의 근대화과정에서 국가의 정치, 경제
적인 이념을 서방세계에 널리 선전하기 위한 잡지였던 <건설 중의 소련(SSSR Na
Stroike:USSR in Construction)>(?1) 등을 통해 자신의 독창적인 편집개념을 시각화시켰
다.2) 그는 포토 몽타쥬(photo montags)와 타이포그래피가 갖는 명료하고 즉각적인 커뮤니
케이션에 대한 속성에 눈을 뜨고, 3차원적인 볼륨의 인쇄물에 있어서의 페이지의 흐름에 따
른 선적(??)인연속성(sequence)에 대한 개념을 자각했다. 특히 타이포그래피에, 단어의 의미
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과 페이지에 미적인 표현을 위한 구조적인 재료라는 두 가지 기능을
부여하여 지면의 여백의 활용과 함께 현대 서적디자인의 한 표준을 제시하였다.
엘 리시츠키의 서적 편집디자인에 대한 이같은 사고는 1920년대 후반 독일과 스위스를 중
심으로 활동했던 dis 치홀트(Jan Tscholt)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1928년에 저술한 <
뉴 타이포그래피(New Typography)>를 통해 텍스트에서의 전달에 대한 지극히 기능주의적
인 방법론을 피력했다. 그는 텍스트 디자인의 최종적인 기능을 전달이라고 강조하면서

언어가치,내용의 논리적인 유용을 가장 염두에 두고 디자인할 것을 주장했다. 또
345678한 텍스트들의 각 부분의 논리적 순서와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해서 활자들 간의 크기
와 굵기 및 상호관련이 정해져야 하며, 그것에 따라 내용의 일관된 전달과 명쾌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근본적인 개념인 뉴 타이포그래피에 의한 디자인
방식은, 차후 지면상에서 전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불필요한 장식들을 추방하게 했고 비
대칭적인 레이아웃 형식과 글자체로는 산 세리프체를 발달시켰다.(?2) 이같은 사고는 동시
대의 바우하우스에서도 발안되었다. 기능적인 구조형식을 가진 바우하우스 계간지(?3)가
1927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 잡지를 기획한 라즐로 모홀리 나기는 일찍이 수평 수직의 그
리드 구조를 탐색했다. 그는 그리드를 그래픽 상의 스토리보드(storyboard)로써 공간과 시간
2) ????. 엘 리시츠키 디자인의 모더니즘 요소 연구,. 월간 <코스마>지, 1992년 7월

상으로 전혀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로 연결짓는 기본구조로 이용하였다. 그는 바우하우스
에서 사진 및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많은 실험들을 통해 얻은 선입관에 의한 미적 관념이 배
제된 시간전달의 절대적 명료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 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했던 타이포그래
피 수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표명하고 있다.타이포그래피는 가장 생생한 형태
로서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분명함이야말로 현대 인쇄매체 디자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3)
바우하우스에서의 이같은 급진적인 시각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당시 새로 신설된 타이포그
래피 및 그래픽디자인 수업에 참여하게 된 허버트 바이어(Herbert Bayer)에 의해 더욱 공교
해졌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에

주로 산세리프체만을 활용하는 한편 더욱 선명하고 합리적

이면서 간결한 서체인 유니버설(univeral)체를 만들어냈다. 그는 텍스트의 가독성을 위해 심
지어는 그의 작품에서 대문자를 생략해버린 적도 있었으며., 내용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있어 이처럼 확고한 모더니즘적 시각에서 발아된 초창기 편
집이론들은 1930-40년대의 세계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출판 디자인 계에 선 정작 꽃을
피울 수가 없었다.
유럽의 디자이너들은 전쟁을 피해 미국이란 거대시장으로 망명을 했다. 그들 중에는 바우
하우스의 교수를 역임했던 현대디자인의 거두 모홀리 나기를 비롯하여 허버트 매터(Herbert
Matter), 허버트 바이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영향에 의해 글과 그림의 종합물 이자
페이지의 흐름에 따른 시간적인 연속성(sequence)을 지닌 3차원적인 인쇄매체로서의 잡지의
현대적인 포맷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인 기초가 닦일 수 있게 되었다. 그 영향을 받은 대표
적인 인물들이 당시 40년대의 미국의 잡지 디자인 계를 선도해 간 메헤메드 페미 아가
(Mehemed Fehmy Agha, 1896-1978, 터키계 러이사인), 알렉세이 브로도비치(Alexey
Brodovich, 1898-1971, 역시 러시아인으로서 프랑스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이주함) 그리고 알
렉산더 리버만(Alexander Liberman)인데, 그들이 아트디렉터로서 지두지휘하여 제작했던 잡
지들이 당시 미국에서도 최고의 발간부수를 자랑하던 <보오그(Vogue)>(?4)와 <포츈
(fortune)>지 그리고 <베니티페어(Vanity Fair)>(?5,6), <하퍼즈 바자 (Harper' Bazaar)>지
(?7)들이었다. 이 잡지들에서 그들이 제시했던 새로운 편집디자인의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간추려질 수 있다.
그들은, 편집디자인의 기초단위로서 펼침 페이지 디자인(spread design) 방식을 제시했고,
마치 영화처럼 페이지들이 장면 장면 연속성을 가져야 할 것을 주장했으며, 다양한 현대적
인 일러스트레이션 기법들을 잡지에 적극 활용했다. 그리고 이 시대 처음으로 사진이 일러
스트레이션보다 더 우월한 기법으로 활용되었는데 그들은 독특한 트리밍(trimming)과 블리
드(bleed) 방식에 의한 사지 활용방법들을 일깨워 당시의 그라비아 인쇄방법을 통해 수많은

볼거리들을 창안해냈다. 그러면서도 잡지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
지나 잡지의 기사내용을 시각적으로 질서 있게 만들고 그 전달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시
지각의 동태를 분석하여 이루어진 가구, 다시 말하면 그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잡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 시대의 잡지 출판가. 디자이
너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했던 것은 잡지체제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문제였고 여러 디자
인방법이 제시되었어도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분명한 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가시체계를
3) William Owen, <Magazine Design>.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1991. p.25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잡지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도 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편집 인쇄물에 있어 이같은 모더니즘적인 주의 주장이 절정에 달한 것은 당시 유럽전쟁의
폐해에서 비교적 안전했던 스위스를 중심으로 1950년대에 형성된 타이포그래피의 국제주의
파(Swiss Internationa Style)의 활동 및 그 영향에 의해서이다. 국제적 타이포그래피 양식으
로도 불리운 이 디자인 방식은 전 세계를 통해 그 객관적인 명료성으로써 수많은 그래픽디
자이너들을 매료시켰다. 요셉 뮐러 브로크만(Josep Muller Brockmann), 막스 빌(Max Bill,
1908- ), 리차드 P. 로제(Richard P. Lohse),카를로 L. 비바렐리(Carlo L. Vivarelli),한스 노
이부르크(hans Neuburg), 카를 게르스트너(Karl Gerstner)가 스위스파의 중심인물들인데, 그
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교통시켜 주는 생생한 수단4)으로서 모더니즘에 입각한 기능적이
고 합리적인 그래픽체계를 대단히 확고히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막스 빌, 뮐러 브로크만과
같은 이들은 그래픽디자인을 그리드 내에서 체계화되고 건축 적으로 설계되는 것이라고 보
고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사진과 산세리프 타이포그래피의 적극적인 활용과 장식의 배
제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을 기초로 한 엄격한 화면구성을 그들 디자인의 주여 특징으로 했
다.(?8)
그들은 대부분의 광고선전물에서 흔히 보이는 과장적인 수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시각적 언어적 정보의 전달을 디자인의 이상으로 보고 산세리프체가 현
세대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며 수학적 그리드야말로 정보를 구성하기 쉬한 가장 알기 쉽고
조화로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년대 국제 타이포그래피 양식을 살펴보는데 빠져서
는 안되는 것이 이들에 의한 현대적인 산세리프서체 이다. 즉, 1954년 스위스의 디자이너 아
드리안 푸르티거(Adrian Frutiger)가 제작한 유니버스(Universe)체와 1961년 독일의 스템펠
사(D. Stempel, AG)에서 개발된 헬베티카(Helvetice)체는 그 정확한 형태와 가독성으로서
향후 4반세기 동안 세계 그래픽 디자인 계를 사로잡았다.
이같은 서적디자인에 있어서의 유럽의 합리적인 전통은 훗날 1960년대에 들어와 유럽이 전
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경제적 사회적인 기반을 다시 갖추게 되면서 잡지 편집계에도 이러
한 냉철하고 이성적인 객관적 편집스타일이 일견 맹위를 떨치는 듯이 보였다. 이를테면 오
토 스토크(Otto Stoch)의

<맥컬즈(McCall's)>지(?9)나

헨리 볼프(Henry Wolf)가 아트디

렉션한 잡지<에스콰이어>와 ,<쇼우 (Show)>지 ,빌리 플랙하우스(Willy Fleckhaus)의

<트

벤(Twen)>지가 이러한 견지에서 대단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여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외형
상으로 모더니즘을 단호하게 표방했던 <엘르(Elle)>지(?10) (아트디렉터는 스위스 디자이너
인 피터 냅 (Peter Knapp)>는 지적으로나 시각적으로 가장 선두를 지켰다. 특히 이 시대
미국에서 발간된 <룩(Look)>지(?11)는 앨렌 헐버트(Allen Herlburt,1910-1983)가 그 편집체
계를 만들었는데 철골 같은 3단 그리드의 지극히 모듈화된 포맷으로써 사각으로 정확하게
구획된

사진들을 마치 건축구조물처럼 배치하고 있어 아폴론적인 모더니즘적 편집디자인의

가장 극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2.기능주의적 가구로부터의 이탈
미국과 유럽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계에 확산되어 있던 학고부동한 모더니즘적 성격은
1950년대부터 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출판환경 및 디
4) 필립 B. 맥스, 월간디자인 편집부역,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1992, pp. 379-397

자인 계의 몇 가지 내부적인 변화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세계 디자인 계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억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을 온 수 많은 유럽 출신의 디자이너들은 철옹성과 같이 디자이너의 개
인적인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몰개성적인 스타일의 모더니즘 방식이 그들 자신이 처한 세계
를 감성적으로 표현 해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더불어 그들은 국제 혹은 국
가주의적인 방대한 대중을 위해 공헌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소규모의 지역사회와 그 삶의
방식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을 시각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게 되었
다.
특히 잡지디자인의 경우는 그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서 국제적인 출판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미국의 상업주의적인 잡지출판계는 유럽의 고고한 아카데믹한 현대디
자인 원리대신 상업, 상업, 그리고 패션, 스포츠, 요리, 섹스와 같은 대중적인 낙천적 주제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기업들은 잡지 산업부문에 강력한 스폰서가 됨과 동
시에 그들의 상업주의적인 입맛에 적합한 것이라면 어떠한 스타일도 용납했다. 그래픽디자
인의 역사가인 로레인 와일드(Loraine Wild)는 당시 그러한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
하고 있다.현대 그래픽디자인의 정치적 이념적인 측면은 미국에서의 산업(industry)과 사
업(business)을 기반으로 한 상업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사라졌다. 현대디자인에 있어 정치
성이 사라진미래주의는 대부분 미국인 사업가들의 낙천주의적인 기질과 또한 당시의 사
회적인 수요에 적합했다.5)
50년대 미국의 잡지 편집디자인의 제 경향을 이끌어간 <맥컬즈>지의 위대한 아트디렉터
오토 스토크와 <포츈>지 및 제약관계의 잡지인 <스코프(Scope)를 디자인한 빌 부르틴(Bill
Burtin)

그리고

<인스피레이션즈(Inspirations)>와

10대들의

잡지인

<마드모아젤

(Mademoiselle)>지의 아트디렉터 브래드버리 톰슨(Bradbury Tompson), 레스터 비얼(Lester
Bell)과 같은 인물들은 동시대의 유럽인들을 번민케 했던 독단적인 타이포그래피에 노예처
럼 집착하지도 않았고 한 가지 스타일에 맹목적으로 사로잡히지도 않았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잡지에 어울리는 과학적인제원칙 들을 스스로 터득하여 정립시켜 활용하였
다.(?12)
하지만 이들도 잡지에 있어서의 기능적인 모더니즘적인 틀들 순식간에 벗어날 수는 없었
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지나치게 조직화된 편집디자인 방식에 식상을 하고 정신적인 면과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된 페이지 연출방법에 갈증을 느꼈다. 이를테면 50년대의 브로도비치
는 상업잡지인 <하퍼즈바자>지의 아트디렉터로 내내 종사를 하면서 잡지가 아닌 자신의 비
상업적인 실험적 인쇄물인

<포트폴리오(pORTFOLIO)>(?13)를 통해 기능적인 모더니즘의

정서적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 현대 미술과 전통적인 서예
(caligraphy),광고사진 등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잡지에 있어 기능적인 형
태들이 표현력을 결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불평하기도 했다. 인쇄물은 좀처럼 조형적인
창조물로 취급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디자인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계적
인 요소들에는 감정과 미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6)
결국 잡지가 시대적인 흐름을 글과 그림으로써 당대의 정서를 대변하는 종합적인 인쇄물인
한, 일체의 개인적인 감수성을 용납하지 않았던 유토피아적으로 천편일률적인 1920-30년대
의 모더니즘적인 편집 틀은 철사슬로 연결된 갑옷과 다름없었다. 이 투구를 벗기 위해 노력
5) Willian Owen, <Modern Magazine Design>, p.48
6) Willian Owen, <Modern Magazine Design>, p.66

했던 50년대의 말미의 그래픽디자인 계는 그 시대를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스타일의 모색으
로 일견 혼란스럽기조차 했다. 새로운 시대양식의 모색은 디자인 계에 장식적이고 전산업적
인 형태들과 함께 사진대신 주관성이 강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취향을 일깨워 잡지 계에
도 이 같은 복고주의적인 경향이 일대 풍미하게 되었다.

3.역사주의적 절충 스타일의 대두
당시의 복고적이고 절충주의 적인 경향은, 1954년 미국 뉴욕에서 창립한 이래 세계 그래픽
디자인 계에 새로운 시각언어의 개념을 일깨운 푸쉬 핀 스튜디오(Push-pin Studio)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그래픽디자이너들 - 일명 푸쉬 핀 하라고도 하는데 - 의 일련의 그
래픽 작품들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그간 20세기에 들어와 모던 디자인 경향이 없애버린
과거의 표현들을 재 발굴하여 그것들의 비근한 일상성과 장식성이 갖는 커뮤니케이션의 효
과를 디자인 세계에 재적용 시키려고 했다. 밀턴 글레이져(Milton Glaser),세이모어 퀘스트
(Seymour Chwast), 레이놀즈 러핀스(Reynolds Ruffins), 에드워드 소렐(Edward Sorel)로
대표되는 푸쉬 핀파는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의 창구를

동서

양, 전후 역사시대 어디에서고 찾았다. 소위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로부터 만화책에 이르기까
지 역사적인 자료은행으로부터 자신들의 예술에 필요한 모든 형태, 시각적 이미지들을 끌어
와 자유롭게

전의 시켰다. 잠깐동안에 전통적 형태 - 원시회화, 빅토리안 스타일, 아르누

보, 아르 데코 등 - 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절충주의 적으로 그래픽 영감을 위한 신선한
원천으로써 활용되기 시작했다. 밀톤 글레이져가 아트디렉션한 잡지 <뉴욕>과 <에스콰이어
>지를 보면(?14) 그 같은 경향이 매우 잘 나타나 있다. 이 잡지들의 편집디자인의 주 요소
는

수 공예 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대칭적인 균형감에 의한 타이포그래피이며, 장식 그리고

괘선들(rules)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모던디자인에 있어 통합(synthesis)이란 개념
이 결렬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잡지들에는 설명적인 일러스트레이션(narrative illustra tion)
스타일도 재등장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초기 산업시대에 사진이 그래픽디자인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이전 텍스트의 내용을 사실적, 문학적으로 표현했던 한 방법이다.
년대에

예를 들면 1940

노만 로크웰(Norman Rockwell)이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Saterday Evening

Post>지를 위해 제작했던 일련의 일러스트레이션들이 그 가장 대표적인 경향의 자규
들이라고 할 수 있다. (?15)그런데 뮐러 브로크만 같은 모더니스트들은 사진가 포토몽타쥬
를 객관적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서 적극 찬양하면서, 설명적인 경향의 일러스트레이션
이 편집, 광고에 있어 문학적이고 비상상적인 태도라 하여 과거시대의 센티멘탈한 스타일로
치부하여 완전 폐기 처분했던 것이다.
이 시기,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그래픽디자인계는 종전의 모더
니즘적인 타이포그래피 방식의 교조주의적 경전과 다를 바 없었던 얀 치홀트의 뉴 타이포
그래피에서 주장하던 합목적이고 기능주의적인 타이포그래피의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이
제 시각적으로 그다지 기능적이지는 못해도 일견 장식적이고 대칭적인 스타일을 더욱 즐겨
쓰는 듯한 경향이 대두했다 . 더구나 개념적인 그래픽디자인의 회화적 선적 이미지들이 이
같은 타이포그래피와 재결합하면서 심지어는 지난 시대의 19세게 목판 스타일의 글자체와
타이프라이터의 활자체들도 생생한 시각언어로서 재활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Ⅲ. 결 론
1950년대 말, 60년대 초의 잡지디자인계는 위에서 말한 여러 새로운 경향의 출현 외에되
각국의 지방적인 특색의 강조와 함께 잡지의 전문화, 세분화 추세에 부응하는 적적한 잡지
체제의 확립을 위한 출판인, 아트디렉터들의 노력 및 상호경쟁으로서 가히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방불케 했다. 그러함에도 이 시기- 제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를
보통 서구 자지디자인계의 황금기7)라고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잡지 스타일에 대한 다
양한 모색은 그만큼 역량 있는 편집 디자이너들의 출현을 부추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 시대 편집 디자이너들이 요구했던 직권, 급료, 그리고 편집예산은 어느 시대
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적정에 달했었다.
그러나 그같은 낙관주의는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주제인 편집디자인의
모더니즘으로부터의 본격적인 이탈은 지금까지 완만하게 있어 온 부분적인 디자인 계 내부
의 형식문제로서가 아니라 잡지라고 하는 매체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궤도 변경의 문제들
로서 60년대를 지나면서 디자인계의 밖에서 한꺼번에 급진적으로 돌출했던 것이다. (현대
잡지디자인의 주요경향 연구 2.70년대 이후: 전위잡지와 현대 편집디자인는 4집에 수록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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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dse of this study is in vestigate the trends of modern magazine, especially the
trend of editorial design in 1950-60's.
And this study also aims at the investigation of modernistic magazine design method,
which established in Europe from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to 1950, together with
limits of modernistic design methods and trials of new design method intended to
eliminate its limits.
Functional design, which is firmly based on Modernism, can be specialized by precise
visualization of information to be transferred. But at the present, contemporary
7) Willian Owen,

<Modern Magazinne Design>, p.56

magazine should have discriminated format

and met visual wants of readers, as

magazine publication and wants of readers diversifies, and magazine shanges its function
into synthetic communication media.
So, this study performs the analysis of several editorial designers, who intended to
pursue the new style of magazine design, and their backgrounds in 1950-60', and the
changes of function and future prospects of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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