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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연구의 목적은 새 밀레니엄 들어 뉴미디어 환경을 맞이한 한국 

잡지의 현주소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능동적으
로 대응하는 데 적합한 잡지의 형태와 그 발전 방향에 대한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한국 잡지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초고
속망을 매개로 한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상의 웹진, 메일진을 비
롯한 다양한 매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 환경 확산
으로 종래의 잡지 형태가 더 이상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없게 되고 있
다. 큰 범위에서 말하자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을 겪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전의 아날로그 중심 사회에서 디지
털 중심 사회로 급속한 전환을 이룩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오프라인상에서 얻는 정보보다 온라인상에서 얻는 정보가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월등하게 많은 시대가 잡지 분야에도 도래한 것이다. 이를 
배경으로 기존의 잡지들이 크게 변모하고 더불어 웹진이 다수 등장하였
음은 물론, 이른바 전통을 자랑하는 잡지들이 다수 몰락하고 새로운 매
체들이 대두되었다. 이 같은 배후에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취향이 자
리잡고 있다. 이들 세대들은 자율적인 문화에 대한 선호와 함께 즉각성, 
편의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용적 지식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라이선스 잡지 선호에서 보듯 자본의 논리로 무장된 문화 상품
의 노예가 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진단하면서, 스마트미디어 환경 하
에서 잡지는 어떻게 변모해야 하며, 잡지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
구하였다. 스마트미디어 시대를 맞아 장차 한국 잡지는 종이잡지 시장
의 위축되면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온라인 잡지 시장이 크게 개화할 것
으로 예측된다. 문자 텍스트를 벗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발전해 가
는 만큼 그 품질에 대한 검토도 절실히 필요하다. 또 자칫 정보 위주, 
마케팅 위주로 흐르기 쉬운 콘텐츠의 양상에 대한 반성과 바람직한 형
태에 대한 합의의 사회적 도출이 긴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때일
수록 잡지의 본래 기능에 대한 점검 및 사명에 대한 자각이 더욱 요구
된다. 자칫 획일화되고 이미지 소비에 기울기 쉬운 유혹에서 벗어나 바



른 잡지상을 정립할 때 한국 잡지는 한 단계 의미 깊은 성장의 발자취
를 기록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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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사회는 디지털 기반의 미디어 융합시대라 할 수 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기존의 미디어 산업 관점에서 구분되던 4대 미디
어영역도 상당 부분 융합 환경에 맞춰 그 지형이 변형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도 미디어가 지니는 본질적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잡지의 경우 미디어 융합으로 수용
자가 다양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잡지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속성으로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잡지의 경
우 다른 미디어와는 다르게 일정 기간의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에 콘텐
츠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대표적인 지식과 정보 융합 콘
텐츠로 구성된 지식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잡지의 가치를 고려
할 때 잡지 산업은 국가 성장동력 중 핵심인 지식기반사업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잡지는 다양한 집단과 모임의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
원의 체계적 지원시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잡지의 전문성을 논의함에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잡지가 담
고 있는 문화적 가치이다. 잡지의 경우 전문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집
약한 정보를 취급함으로써 일반 신문이나 기타 언론매체가 지향하는 성
격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잡지 산업은 바로 문화산업으로서 정보화
시대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문화적 가치나 파급력
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문, 방
송, 영상산업 등과 같은 일반적인 미디어산업에 비하여 문화와 정보 콘
텐츠 산업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일반 출판물과 잡지를 유사하게 보거나 심지어 그 기능과 성
격을 중복되게 설정함으로써 잡지 산업이 출판 산업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현행 정기간행물법에 따르면 잡
지의 범위를 ‘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본된 간행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주간잡지와 격 주간 잡지는 잡지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간잡지의 많은 수가 실제로는 신문사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점도 잡지의 위상과 역할을 모호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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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잡지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저조한 탓에 인

터넷에 밀려 제5미디어로 전락하게 된 것이 잡지 산업의 현황을 말해주
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미디어 등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잡
지는 판매부수가 감소함에 따라 광고수익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매출 
하락으로 연계되어 위상의 추락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로 많은 분제점이 내재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문제점은 경쟁력
이 약화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잡지도 미
디어의 영역에서 마케팅 효과와 직결될 수 있는 가치체계를 지녀야 했
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냈던 과정이 현재 총체적인 난관으로 굳어진 
것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잡지 출판 분야의 문제이다. 잡지 출판 분야는 투자여력의 부
족 및 마케팅 극복과 변화를 배제한 경영이 만연한 상태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와 온라인 매체 등장 등으로 잡지 광고수익이 감소했
고, 잡지사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잡지사 간 과당경쟁이 원인이 되었다. 
무분별하게 잡지사가 증가하다 보니 잡지사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 경쟁
력이 취약하여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 및 노후화된 제작시스템 개선을 
위한 장기적, 혁신적 투자여력이 어렵게 된 것이다. 잡지 출판의 인력 
또한 다른 출판 영역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악순환이 반
복되고 있다.

또한 특정 분야의 잡지가 흥행하면 유사 잡지를 따라 만드는 위험기
피적 경영판단이 이뤄지면서 동종 잡지 간 과열경쟁이 발생하고 콘텐츠
의 획일화가 초래됨으로써 독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국
내 독자들은 해외잡지에 대한 선호도가 중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자
층의 성향을 파악한 국내 잡지 출판사들은 해외잡지 선호 성향과 해외 
잡지의 풍부한 제작기술, 잡지경영의 노하우 혜택을 얻기 위해 해외잡
지의 판권을 사들여 국내 발행하는 형태가 성행하면서 독창적인 전문잡
지 개발 노력이 쇠퇴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인력의 부재이다. 국내에는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잡지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에는 대학과 잡지업계의 산
학협력과정, 4년제 대학 내 잡지 관련학과 개설 등의 잡지 산업 양성프
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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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잡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잡지 전문인력의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영국 Oxford 
Brooks University, London Institute, Middlesex University, 미국 
Rochester Institute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City 
University 등의 대학에서는 잡지관련학과를 개설하여 잡지분야 전문인
력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국내 환경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잡지 유통 과정의 어지러운 유통질서 문제이다. 여기에는 무리
한 발행부수 경쟁으로 과다 발행된 잡지가 핵심 문제로 위치하고 있다. 
이른바 잉여분 잡지의 보관, 배송, 반품처리 업무가 가중되어 총판의 영
업력이 약화되었고 소형총판의 난립과 유통경로의 중복으로 잡지 유통
비용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이것이 잡지 원가에 반영되어 품질 저하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잡지 독자들의 외면 현상이다. ‘09년 소비자 행태조사 결과, 한 
달에 잡지 1권 이상 읽는 비율은 26%로 신문에 이어 접촉률 5위 (지
상파TV 77%, 인터넷 53%, 케이블TV 36%, 신문 32% 순서)를 기록했
다. 전반적인 독서문화의 침체 기조와 더불어 케이블TV,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매력적인 대체미디어의 등장으로 잡지 독자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잡지사들의 콘텐츠 개발의지 부족으로 잡지콘텐츠의 매력도가 
떨어지며, 해외 잡지업계와 달리 증강현실, QR코드 등의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뉴미디어 기기 사용 독자들의 선택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과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기의 기로에 있는 잡지 산
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에서 강구해야 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국내 잡지 산업의 경
우 독자의 관심 부족과 정책적 지원 결여로 독자적 생존이 어려운 상황
에까지 와있다. 수익구조 역시 판매수익보다는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비
율이 절대적이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잡지
의 자생적인 발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구
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잡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방안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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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잡지는 생활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생활밀착형 미디어로 현대인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심분야 정보제공을 통해 풍요로운 여가생
활에 기여한다. 잡지는 신문보다 흥미롭고, 방송보다 전문적이며 책보다 
신속하고 인터넷보다 신뢰도가 높으며 게임보다 유익한 여가선용 미디
어로 가치가 높은 장점도 있다. 더불어 잡지는 원천적인 문화콘텐츠를 
축적․공급하는 창조적 공간으로 활용되며 방송․인터넷의 ‘시의성’과 서적
의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로서 인터넷 시대의 폭발
적 ‘정보 스모그’ 중에서 정선된 지식콘텐츠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잡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동호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미디어로서 새로운 지식의 유통과 검증, 축적이 이뤄지는 창조적인 공
간이므로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잡지가 지니는 영향력 또한 고려
하여야 한다.  국내 잡지의 품질이 우수해지면 우수잡지의 수출을 통해 
한국 전통음식, 국내 유명 관광지 홍보뿐 아니라 한국 상품구매 및 관
광객 유치 등으로 연관시켜 전반적인 산업 진흥의 효과를 거둘 수 있
다. 특히 잡지 산업 활성화는 국가 브랜드 가치 고양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국가브랜드 가치가 저평가(경제규
모 15위 대비 국가브랜드 가치 33위: ’08년 Anholt 국가브랜드지수)되
어 있어 국제무역,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외국인이 한국 기업 주식을 가치에 비해 저평가하는 것)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잡지는 사회 각 분야의 깊이 있는 정보를 담는 국
가 지성의 척도로 전파됨으로써 국가브랜드 가치를 고양하는 강력한 수
단이 될 수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과학지 <네이
처>, <사이언스>, 시사지 <타임>,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사진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 여성지 <엘르> 등은 인류의 지성과 문화를 대표
하며 발행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잡지의 좋은 예이다.

잡지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는 1억 
5,000만 캐나다달러를 지원하여 우수 잡지를 육성하고 소규모 전문 잡
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덜란드는 방송광고 수익의 
일부로 프레스펀드를 조성하고 잡지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공동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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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지원, 연구 조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총리실 산하
에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잡지에 대한 부가세 및 영업세 면제, 
직접 보조 등을 통해 잡지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 역시 잡지 산업
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정부광고 할당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잡지사 취재비 면세, 우편요금 할인 등의 방법으로 잡지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뚜렷한 잡지 산업 활성화 방안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미
비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잡지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
적 측면, 국가적 측면의 가치를 중심으로 잡지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잡지관련 연구는 대부분 잡지산업이 추진해야 할 
발전 방안에 있었으며 전문적 영역에서 정책과 연계된 지원 방안을 밝
히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잡지 산업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전문
가 견해와 정책 방안을 연계시킴으로써 연구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
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과제는 전통적 4대 미디어 중 하나인 잡지 산업에 대한 것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전통적 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시장 범위가 좁은 
잡지 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환경과 산업적 가치를 시작으로 잡지 산업과 관련된 전체 영역을 산업
구조와 콘텐츠로 크게 나누고 각각에 대해 기술적 요인과 시장요인, 정
책적 요인으로 분류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잡지가 지니는 문화적 가치와 필요성을 모색할 것이
다. 여기에는 현대사회에서 잡지가 지니는 문화적, 사회적 중요성을 중
심으로 잡지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 등이 기술될 것이다. 다음
으로 잡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조망하고 미
래 시장에서 전자출판을 근간으로 하는 웹진이 지니는 역할과 전망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미래의 잡지산업은 현재의 잡지현황의 연장선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잡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오프라인, 온라인 잡지의 성공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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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수행된 후 잡지산업 활성화에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잡지 경영과 수익 기반에 대한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여기에
는 정책 활용성을 중심으로 잡지산업 인프라와 광고 수익 창출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며 이들을 통해 잡지 경영을 위한 주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실질적인 정책 활용성을 기준으로 접근한 내용이 미
비하므로 본 과제 수행 결과는 잡지 산업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실용적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잡지 산업 환경 분석하고 국외 잡
지 선진국의 활성화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미래 잡지 산업의 방향과 국
내 환경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국내 잡지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이론적 체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실행방안의 
형태로 완성함으로써 정책 활용성과 산업적 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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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잡지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
1. 잡지의 문화적 가치와 배경

1) 잡지의 탄생과 변천

신문이외의 정기간행물을 '잡지(magazine)'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
기 시작한 것은 1731년 영국의 케이브가 발행한 'Gentleman's 
magazine'이라는 이름으로 문학, 정치, 전기, 비평 등을 종합적으로 다
루면서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다. 즉, 창고의 의미를 가진 잡지는 내용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흔히 잡지와 신문을 구분
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주기성의 정도는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일주일 단
위로 발행되는 주간신문 혹은 주말신문, 일요신문 등이 있는가 하면, 어
떤 것들은 주간잡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때문에 잡지는 주기성으로 구
분되기 보다는 신문과 다른 내용적 특징에서 차별성을 찾아야 할 것이
다. 실제로 최초의 정기간행물 형태의 잡지로 알려지고 있는 영국의 
'The Review'는 4쪽 분량의 주간지로 당시 신문내용과 거의 유사하였
다. 하지만 당시 신문이 주로 다루었던 국내 뉴스가 아닌 국제정세나 
정책들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어 잡지로 인식되고 있다(오택섭 외, 
2003:83). 이 잡지는 당시 영국왕실에 비판적인 글을 발표해 왔던 다니
엘 데포(Daniel Defoe)가 발행한 것으로 주로 정치비평이 주된 내용이
었다. 이는 잡지는 발행의 주기성보다는 내용의 다양성과 주관성을 특
징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17세기 초 유럽에서 잡지가 급성장한 다른 배경은 이른바 초기 
신문에 대한 왕정국가들의 통제에 대한 반발과 대안에서 찾을 수 있다. 
18세기 전 유럽을 거쳐 급속히 확산된 신문에 대해서 당시 왕정국가들
은 왕실과 궁정관계 보도 등에 대해 강하게 통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리어 잡지를 통한 정치비평이 활성화되게 된다(박유봉 외, 
1974;41-43). 때문에 당시 잡지들은 문학비평에서부터 정치비평에 이
르기까지 크게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잡지는 정치적 성향을 태
생적으로 내포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초기 잡지는 소수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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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가 지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잡지가 여
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의견형 매체로서 발전해왔고, 이는 곧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다양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영역으로 인식
되어 온 것이다.

이 같은 잡지가 오늘날과 같은 대중화된 것은 1800년대 미국에서라
고 할 수 있다. 19세기 미국은 산업혁명, 남북전쟁 등을 거치면서 미국
사회는 끊임없는 사회적 쟁점들이 지속된 시기였다. 여기에 19세기말 
유럽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이주해오면서 미국사회는 다양한 이해들이 
충돌하고 복합되는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 이로 인해 신문, 잡지와 같
은 매체들이 급성장하고 대중화되게 된다. 유럽에서 성장한 정파성 성
향의 '정당신문(party paper)'의 틀을 벗어나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상업
적 대중지 즉, '일전신문(penny paper)'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된다. 마찬
가지로 잡지 역시 유머, 오락, 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넓혀지면서 엘리
트가 아닌 대중을 상대로 한 잡지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사
회에서 1825년 100여개 불과하던 정기잡지가 1890년대 말에는 5,000
여개로 급증하게 된다. 이러한 잡지의 양적 팽창은 또다시  세분화, 전
문화를 촉진하게 된다. 특히 21세기 들어 신문과 잡지 양강체제를 위협
하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의 등장은 잡지의 전문화를 촉진하게 된다. 
기존에 종합지로서 불특정다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 광고수익을 올
렸던 방식에서 탈피해, 세분화된 독자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광고전략으
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서 1960년대를 기점으로 종합
지들은 쇠퇴하고 특정 계층과 전문화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지들
이 주를 이루게 된다.

특히 20세기 후반 정보사회의 도래는 잡지를 비롯한 텍스트형태의 
패키지 매체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의 매체들과는 비교
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정보처리와 저장능력을 가진 정보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올드 매체들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1940
년대 해롤드 이니스(Harold Innis, 1951)가 구분한 '시간지향적 매체'와 
'공간지향적 매체'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두가지 지향성을 모두 소화하
는 인터넷공간을 활용한 매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속보성
을 지향 하는 일간신문들이 매우 큰 위기를 맞고 있고, 이미 많은 일간
신문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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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물론 20세기 들어서면서 신문은 컴팩트화, 무료신문, 목표 수
용자의 특정화, 전문화, 유료화 등의 전략으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왔
다. 그렇지만 인쇄매체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로 분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빌 게이츠는 2006년에 ‘인쇄매체의 수명이 
앞으로 5년 정도 남아있다’고 단언한 적도 있고, 필립 마이어 교수는 
‘지금과 같은 비율로 구독자가 하락한다면 2043년에 신문을 비롯한 인
쇄매체는 멸종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이전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지난 100여년 이상 잡지는 지속적인 새로운 
경쟁매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생존해왔다
는 사실은 향후 인터넷기반의 정보환경에서 어떻게 변모하여 생존할 것
인가는 학문적으로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2) 인터넷미디어 시대의 잡지의 차별화 전략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잡지는 텍스트를 주로 하는 패키지형 매
체이다. <표 1>에서와 같이, 잡지는 콘텐츠 양식측면에서 새로운 뉴미
디어와는 물론이고 같은 전통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 지상파TV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이다. 일예로 지상파방송 조차도 
사운드, 음성, 동영상은 물론이고 텍스트나 그래픽 양식도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전송양식측면에서도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같은 진화된 방
송매체는 물론이고 인터넷, 휴대전화, DMB 같은 융합형 멀티미디어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미디어 특성에서 본다면, 잡지는 다른 
전통형 미디어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상호작용성이나 통
제성은 취약하지만 이동성과 비동시성이 강한 미디어특성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이는 기존 미디어환경에서 잡지가 정보의 재독성과 보관성 
그리고 전문성과 같은 장점으로 생존해 온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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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디어별 서비스 차원에서의 테크놀로지적 특성

구분

전통 미디어 뉴 미디어

신

문

잡

지

라디

오

지상파

TV

CA

TV

위성

방송

인터

넷

휴대

전화

DM

B

IP

TV

콘

텐

츠

양

식

텍스트 ○ ○ ˟ △ △ △ ○ △ △ △

사운드 ˟ ˟ ○ ○ ○ ○ ○ △ ○ ○

음성 ˟ ˟ ○ ○ ○ ○ ○ ○ ○ ○

그래픽 △ △ ˟ △ △ △ ○ △ △ △

동영상 ˟ ˟ ˟ ○ ○ ○ ○ △ ○ ○

미

디

어

특

성

상호 

작용성
˟ ˟ △ ˟ △ △ ○ ○ ˟ ○

이동성 ○ ○ ○ ˟ ˟ ˟ △ ○ ○ △

비동시성 ○ ○ ˟ ˟ ˟ ˟ ○ △ ˟ ○

통제성 ˟ ˟ ˟ ˟ △ △ ○ ○ ○ ○

정보량 ○ ○ ˟ △ ○ ○ ○ ˟ △ ○

주: ○ 강함, △ 중간, ˟ 약함
출처 : 권상희, 박인곤,김위근(2009) 84쪽에서 인용

물론 최근 상용화되고 있는 뉴미디어들은 대부분 상호작용성, 통제성
은 물론이고 잡지가 가지고 있는 이동성과 비동시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때문에 잡지가 모든 특성들을 함께 가지고 뉴미디어들과 경쟁하
는 것은 사실상 무리해 보인다. 다만 상호작용성이나 개인통제성이 상
대적으로 더 강조되는 인터넷, 휴대전화, IPTV와 같은 매체들이 스스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서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
나 이들 매체들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형태가 아닌 다양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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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저장하고 전송 혹은 접근시키는 형태로 운영된다.  실제 미디어
2.0이나 미디어3.0 패러다임에서 플랫폼사업자는 대중매체시대와 달리 
콘텐츠를 분류 저장하는 ‘service provider' 혹은 ’service publisher'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잡지는 콘텐츠의 내용을 가지고 새
로운 매체에 대응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변화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표 2>에서 보듯이, 잡지는 그동안 무수한 사회변화에 맞춰 
변화하면서 다른 매체와 공생해왔다고 할 수 있다. 직업전문화, 자유신
장, 교육확산, 취미활동 등이 늘어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내용
을 전문화하고 고급화하면서 나름대로 고유영역을 확보해 온 것이다. 
물론 동영상이나 음성과 같은 전달양식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질적 
전문화와 세분화가 잡지의 장점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인쇄
매체로서 더욱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신문이 최근 생존전략으로 
모색되고 있는 ‘잡지화 전략’은 이 같은 잡지의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사회변화와 잡지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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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 

요인
잡지의 변화 비고

신문과의 

차별화

속보성과 상관없는 아이템을 

선정해 시골 및 산간벽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함

TV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실상 잡지가 유일한 전국 

광고 매체였음

직업 

전문화

직업에 맞는 전문지식을 담은 

전문지가

출현하기 시작함

회계전문잡지, 

전문 마케팅지 등

자유의 

신장

남성잡지, 여성잡지, 청소년 잡지, 

흑인 잡지 등의 집단별, 계층별, 

인종별 잡지가

발행되기 시작함

여성 참정권 보장, 

여성 전문인력 증가, 

흑인 정치파워 신장

교육의 

확산

교육관련 잡지의 수요에 맞춘 잡지 

발행이 활발히 일어남

고등교육의 확산으로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등장

소비 

능력의 

향상

소비 지향의 잡지가 발행되기 

시작함

소비 능력의 향상으로 

광고주의 광고비 비율이 증가

취미활동

의 증대

여가, 취미 관련 잡지가 발행되기 

시작함

여가시간의 증대로 

취미활동의 시간이 증가함

출처: Servan-Schreiber(1978) The Power to inform, McGraw-Hill,˹한국언론재단˼
(2006) 잡지 경영현황과 발전전략, 205~206쪽 재구성.

강력한 인터넷 기반의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신문사들은 나름대로 새
로운 전략에 고심해오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오프라인의 패키
지형태를 포기하고 인터넷신문과 같은 온라인신문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물론 이 같은 전략은 분명히 나름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
된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온라인 신문으로 전환했거나 병행하지 않는 
신문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전환한 신문이 
더욱 성장하거나 다른 매체들을 압도한 것은 아니다. 도리어 온라인신
문으로 전환한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 같은 경우에는 취재인력을 
대폭 줄이고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는 소규모 형태로 생존방식을 모색하
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중앙일보와 같이 ‘신문의 콤팩트화’, 세계적인 
무가지로 성장한 ‘메트로’ 등이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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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은 결국 온라인신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무가지는 단편적
인 정보제공을 통한 광고지 성격이 강해 기존의 신문이 가지고 있는 저
널리즘적 특성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비교적 성공적인 전략은 인쇄매체의 성격을 고수하면서 내용
전환을 통한 생존전략이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전히 안정적 독자
층과 광고재원을 고수하고 있는 경제지   같은 ‘전문신문화’와 ‘신문의 
잡지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종합일간지의 퇴조와 달리 경제지가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이유로 고종원(2010)은 ‘실용적 목적을 가진 독자의 증
가’ ‘풍부한 정보량’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뉴미디어시대 신문의 전
략으로 이른바 '잡지화'현상을 들고 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의 주말신
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문의 섹션화전략은 잡지화현상을 예고하는 것
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일부 신문에서 프론트 섹션을 가이드형태로 전
환하고   분야별로 지면을 특화해 전문적인 심층정보를 제고하는 형태
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각 면에는 1-2개의 기사만 게재하고 
그래픽과 일러스트레이션, 인포그래픽(inforgraphic)  사용이 급격히 늘
어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신문이 잡지스타일 형태로 변모
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는 스스로 잡지라고 표방하면서 잡지화 전략을 추구한 결과, 지난 10년
간 발행부수가 60만부에서 130만부로 늘어났다. 2007년 순이익은 
2,7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평균구독기간도 8.5년에 이른다. 물론 이 같
은 '이코노미스트'의 잡지화의 성공에는 100여명에 이르는 전문성이 강
한 기자들을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신문의 잡지화는 현실적으로 잡지매체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일간신문들의 잡지화 전략으로 시사잡지들의 
영향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렇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결국 디지
털 다매체 경쟁환경에서 잡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잡지 위상 및 변화 

그렇다면 잡지의 생존영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여러 매체들의 위상을 비교함으로써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 볼 수 있



- 14 -

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 1>은 기존 매체들의 정보제작기간과 전달범
위라는 2개의 변수를 가지고 매체들의 위상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 기
존의 매체들을 분류해 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정보
제작시간이 몇 시간 이내이고 전달범위도 수십 명을 넘지 않는 이른바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매체 혹은 텔레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이 있다. 여기
에는 직접 대화, 전화, 전보, 문서 등의 있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로 이들 매체에도 정보제작기간이 긴 콘텐츠들도 전달가능하고, 1:1 혹
은 1:소수의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 다수 방식으로 전달되기도 한
다. 두 번째는 정보제작기간이 짧은 신문,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 형태들
이다. 이들 매체들은 오랜 기간 지배적인 위치로 군림해 왔지만 새로운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그위치가 위협받고 있는 매체들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정보제작기간도 매우 길면서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전달되는 매
체들이다. 여기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이른바 올드미디어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즉, 책, 잡지, 공연, 영화와 같은 매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매체들은 가장 오래된 매체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유형의 매체들
과 달리 오랜 제작기간을 통해 전문적이고 예술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는 
매체들이기도 하다.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이들 매체들은 21세기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가장 적응하기 힘든 형태로 보인다. 그렇지만 제작기간
이 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더욱 전문적이고 정제된 정보콘텐츠를 생산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전통적 매체인 잡지가 디지털 
정보화시대 다른 매체들과 차별화되면서 생존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디지털정보시대에 전통매체들의 위상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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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시공간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는 새로운 뉴미디어와 경쟁하
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잡지는 (A) (B) (C) 세 가지 변화전략
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A)의 전략은 기존의 잡지 정보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자를 세분화하는 전략이다. 이는 20세기 
중반 TV가 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전략이다. 그 결과 오늘
날의 잡지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더 독자를 
세분화하기는 경영상 어려운 상황이다. 고가의 유료화전략으로 매우 전
문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고는 그러한 형태의 잡지는 존재하
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절대 독자층이 적은 상태에
서 전문잡지의 존립이 쉽지 않고, 오프라인의 패키지 전송방식을 고집
하려면 최소한 임계독자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 시장규모로 보아 사
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맥그로우 힐(McGrow Hiil)처
럼, 20세기 중반부터 전문서적출판에서 확보된 지적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전문잡지를 성장시켜, 이를 기반으로 S&P와 같은 전문정보회사를 
인수하고 이를 다시 전문 콘테츠화하여 잡지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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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는 비즈니스 우리나라
의 정보수요규모를 감안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다.

다음으로 (B)의 전략으로서 이는 잡지가 정보제작기간을 단축하여 본
격적으로 방송이나 신문사업으로 진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잡지사가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사로 진출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신문이나 방송은 잡지에 비해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편이
다. 방송허가제나 겸영,소유규제 등이 잡지매체의 신문방송진입을 어렵
게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규모면에서 신문사를 소유, 겸영할 만한 
잡지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도리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
서 위상에 더 큰 위협을 느끼는 매체가 속보성을 우선으로 하는 신문이
라는 점에서 신문사들의 잡지진출이 더 많은 편이다(<표 3> 참조).

<표 3> 미국 신문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구분 신문 잡지 도서

레코

드

무선

통신

라디

오

텔레

비전

케이

블

소프

트

정보

검색

뉴스

신디
영화

영상

배급
계

가네트 ˅ ˅ ˅ ˅ ˅ 5

트리뷴 ˅ ˅ ˅ 3

나이트리더 ˅ ˅ ˅ 3

뉴옥타임스 ˅ ˅ ˅ ˅ ˅ ˅ 6

어드밴스퍼블리케이션즈 ˅ ˅ ˅ 3

다우존스 ˅ ˅ ˅ ˅ ˅ ˅ 6

허스트 ˅ ˅ ˅ ˅ ˅ ˅ ˅ ˅ ˅ 9

콕스 ˅ ˅ ˅ ˅ 4

미디어뉴스 ˅ 1

맥클레치 ˅ 1

워싱턴포스트 ˅ ˅ ˅ ˅ 4

E.W스크립스 ˅ ˅ ˅ 3

벨로 ˅ ˅ 2

프리덤커뮤니케이션스 ˅ ˅ ˅ 3

미디어제너럴 ˅ ˅ ˅ ˅ 4

코폴리 ˅ ˅ 2

모르스커뮤니케이션스 ˅ ˅ 2

훌링어인터네셔널 ˅ ˅ 2

저널레지스터 ˅ 1

랜드마크커뮤니케이션스 ˅ ˅ ˅ 3

시애틀타임스 ˅ 1

퓰리처 ˅ ˅ ˅ 3

커뮤니티뉴스페이페 ˅ 1

돈리미디어 ˅ 1

계 24 9 4 1 2 6 12 6 3 2 2 1 1 73

내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문의 방송진출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
는 매체라는 점에서 방송매체나 인터넷과 중첩되는 점이 많으면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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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불리한 상태이다. 하지만 잡지는 본질적으로 속보성 보다는 전
문성이나 예술성과 같은 내용적 차별성이 높다는 점에서 (B)의 전략은 
잡지의 속성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 전략은 본질적으로 
잡지매체의 생존전략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매체환
경에서 잡지의 경영전략은 (A) (B)가 아닌 제3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의 잡지 제작기간을 좀 더 다원화해 다양한 
뉴미디어들과 경쟁하고, 동시에 지금보다 수용자 층을 좀 더 세분화하
고 전문화하는 두 가지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중앙에 위치한 그레이 존(grey zone)은 일종의 전통
미디어들이 아직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
역은 잡지와 같은 대인매체와 대중매체 모두 목표수용자로 특화하기 어
려운 부분이다. 그러므로 (C)의 전술이 잡지에게는 새로운 공략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적지 않은 출판`잡지사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전문정보나 지식, 지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몇 
천에서 몇 만 이하의 고가의 정보수용자를 개발하고 구축해 나가고 있
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문정보 뿐만 아니라 가치있는 정보를 컴팩트화
하여 실시간 혹은 단기간에 인터넷 공간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많은 잡지사들이 이 같은 두전략을 동시에 추구하
면서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슬레이트 그룹
(The Slate Group)을 들 수 있다. 슬레이트 그룹은 슬레이트라는 온라
인 잡지와 추가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뉴스와 정치, 
현대 문화 등을 분석하는 기사를 핵심 콘텐츠로 구성하며 매일 추가 기
사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콘텐츠 취재는 독립 기자 이외에 
자체 편집국 기자들이 담당한다. 슬레이트 그룹은 온라인 비디오 잡지
인 ⌞Slate V⌝와 흑인 및 흑인 문화에 초점을 집중하는 온라인 잡지인 
⌜The Root⌟, 세계 시사, 비즈니스 정책 뉴스를 분석하는 기사들을 바
탕으로 인쇄잡지와 웹 사이트인 ⌜Foreign Policy⌟를 출판하고 있다. 
특히 ⌜Foreign Policy⌟는 매년 외교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한다. 
이를위해 The Slate 그룹은 다양한 웹 사이트를 위해 콘텐츠를 편집하
거나 제작하는 85명의 상근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맥그로우 힐(Mc Graw Hill)사를 들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맥그로우 힐사는 출판사로서 확보한 전문인력네트워크



- 18 -

를 바탕으로 1929년 비즈니스 위크를 창간에 잡지사업에 진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출판기업으로 확장해 가다가 1966년 S&P를 인수하
면서 전문컨설팅정보기업과 출판, 사업을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
시켜왔다. 그러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맞춤형 출판 및 정보서비스 제
공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2000년대 이후 종합금융컨설팅 사
업과 온라인을 통해 B2B 비즈니스 컨설팅 및 비즈니스위크를 TV를 통
해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으로 진화시켜왔다.

<그림 2> 맥그로우 힐(MaGraw Hill)사의 출판잡지 비즈니스 확장 추이

출처 : 심상민(2008)에서 인용

결론적으로 디지털융합시대에 대응하는 잡지사업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다수의 이질적 대중을 상대로 하여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잡지에서 전문화된 고가의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
규모의 동질적 수용자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수용자 집단
(consumer community)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다채널 
플랫폼이 지향하고 있는 '부케채널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종합지 
성격의 잡지를 축으로 하여 다양한 전문정보들을 다각적으로 제공하는 
전략이다. 최근의 미디어 사업은 콘텐츠를 수용자에게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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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rovider가 아니라 consumer aggregator형태로 변모되고 있
다. 그러므로 잡지사업 역시 전통적인 content creator 혹은 content 
aggregator의 역할을 벗어나 consumer aggregator로 변화되어야 할 것
이다.

두 번째 전략은 전통적인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되 온라인영역에서 
속보성과 비주얼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매체가 개인화, 양방향화 되면서 모든 미디어에게 속보성은 절대 중요
한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잡지와 같이 전송속도보다 내
용을 강조하는 매체들의 경우에 속보성에는 분명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속보성을 외면하게 되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생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매스 미디어는 물론이고 인터넷기반
의 뉴스매체들과 속도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내용의 질을 담보하면서 속보성과 시청각적 요인들을 강화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해야만 한다. 아직 활발하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전자출판과 
전자잡지를 통한 잡지사들의 전략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다. 특히 시사성과 정보성이 강한 시사 잡지들의 경우에는 잡지화 전략
을 추구하고 있는 일간 신문사들과 인터넷 공간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
황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속보성과 수용자 접근성확보 
전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미디어2.0, 3.0시대의 잡지 생존 전략 

이러한 디지털미디어시대의 잡지 위상은 <그림 1>의 그레이존(grey 
zone)에서 모든 매체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디어2.0과 미디어3.0시대 잡지라는 매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3.0이란 이른바 오픈 플랫
폼(open platform)에서 1:1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1:다수의 매
스미디어까지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현상이 공존하는 형태를 의미
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급
속히 줄어들면서 이른바 ‘수용자 분화’ 내지는 ‘수용자의 군집화’ 현상이 
심화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전문화된 잡지 영역이 향후 모든 매체들
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잡지 미디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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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의 접근/노출가능성을 제고하고 속보성과 시청각 요소를 강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흔히 웹2.0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미디어 시대는 이른바 ‘개방’ ‘참여’ 
‘공유’라는 세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 한마디로 웹2.0이란 매체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웹2.0의 추세는 
인터넷매체를 넘어서 다시 미디어 2.0이라는 현상으로 확대 응용되고 
있다.  미디어 2.0이란 시청자의 선택성을 극대화해서 제한적인 형태이
지만 양방향 초기단계에 접어든 형태를 의미한다. 기존의 매스미디어 
패러다임을 벗어나 시청자가 미디어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미
디어행태인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2.0 시대에 방송을 비롯한 매스미디
어 역시 본질적인 성격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미디어2.0시대에 방송을 
비롯한 매스미디어는 소수 독점적 매체 형태에서 다채널 개인형 매체로 
변화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 2.0  시대란 다양한 양방향 매체들
과 기존 매스미디어들이 참여형 형태로 재구조화된 형태라고 보면 될 
것이다. 

반면 미디어 3.0개념은 미국의 IT 칼럼니스트 트로이 영(Troy 
Young)이 주장한 바와 같이 “매체의 권위에 관계없이 플랫폼과 이용자
가 주축이 된 새로운 미디어환경”을 의미한다. 즉, 미디어 3.0시대의 미
디어는 기존 매스미디어와 달리 무엇을 제공하는 채널의 개념이 아니라 
광장으로서의 플랫폼 개념이 된다. 이 플랫폼 공간에서 사회구성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미
디어 3.0시대를 지배하는 미디어는 매체 접근성이 극대화된 미디어들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급자가 주도하던 기존 미디어들이 멀티 플
랫폼 형태의 개인화된 매체형태들을 수용하는 형태도 있을 것이다. 그
래서 일부 학자들은 미디어 3.0은 미디어 1.0, 2.0과 다른 전혀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미디어1.0, 미디어 2.0형태를 포함한 완전한 광장형태의 
양방향 미디어들이 공존하는 형태로 보기도  한다.

때문에 미디어 3.0시대의 시청자 주권과 참여라는 개념을 좀 더 면
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던 대중사회에
서 시청자 주권이란 공급하는 주체 즉,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 실현 가능했던 문제였다. 하지만 미디어 3.0시대의 시청자 참여나 
주권은 정착적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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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에 의해 운영되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쩌면, 미디어 3.0
에서 수용자 주권이란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표 4>는 
이 같은 미디어 진화형태와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미디어 진화단계별 속성 비교
미디어 1.0 미디어2.0 미디어3.0

미디어 

형식

소수의 신문,방송, 잡지

등 전통적인 대중매체

인터넷미디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툴 

(카페, 메신저)

오픈 플랫폼으로서

 인터넷

1인미디어

UCC

의사소통

방식
일방향 정보전달

양방향 소통 시작

(댓글 등 콘텐츠 종속성)

양방향성 극대화

집단 지성 활성화

이용자의

정보소비

형태

획일적 정보소비

집중적 관심

관심과 기호에 따른

능동적이고 분산된

소비와 선택

콘텐츠 소비자

중개자(펌)

생산자의 모든 역할 

수행

콘텐츠 

유형

프로페셔널 콘텐츠

(뉴스, 오락 등 모든 

영역)

프로페셔널 콘텐츠의 

정보화

틈새 콘텐츠의 등장

수용자 참여형

콘텐츠 본격화

이러한 미디어 성격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미디어3.0은 미디어1.0과 
미디어 2.0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궁극으로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공존하는 오픈 플랫폼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신문, TV와 같은 매체들이 인터넷기반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이들보다 규모는 작지만 전문화되고 분산된 형태의 수용자를 
상대로 하는 잡지, 출판, 전문사이트 들도 공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최
근 스마트미디어의 활성화로 1:1 혹은 다수:다수의 퍼스널 커뮤니케이
션들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
이션이나 인터넷기반의 전문사이트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다
면, 미디어3.0 플랫폼에서도 미디어2.0형태의 콘텐츠가 앞으로 상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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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자기영역을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에서 보듯이, 
미디어3.0은 결국 미디어1.0, 미디어2.0, 미디어3.0형태가 각축하면서 
서로 융합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승패는 신문, 방송과 
같이 전송속도에 맞출 것인지, 잡지, 영화, 서적처럼 콘텐츠 질에 초점
을 둘 것인지 아니면 양방향미디어와 같이 참여와 공유를 지향할 것인
지 차별화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미디어3.0시대의 잡지전략은 콘텐츠의 질적 완성도 혹
은 심미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결국 디지털미디어시대의 잡지
의 위상은 콘텐츠영역의 중심에 있어야 할것이다. 그렇지만 인터넷공간의 
특성상, 잡지의 질적 우수성이나 예술적·문화적 심미성, 정보의 정확성만 
가지고는 최소한의 임계수용자(critical mass)를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
이 높다. 그러므로 잡지 또한 최소한의 임계수용자를 확보하기위한 전략
이 필요하다. 그 전략으로 트로이 (Troy Young)은 브랜드 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 그는 “미디어 1.0시대는 brand > content > market > place 
> community 순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면, 미디어 2.0시대, 3.0시대
는 platform > community > market place > content > brand 순으로 
비중이 변화되게 된다”고 주장한다. <표 5>에서와 같이 미디어2.0시대
의 유통구조는 다채널복수 유통구조로서, 권위형브랜드보다는 개인형 브
랜드가 중요해지고, 전문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공급되는 이른바 롱테일 상품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그림 1>에서의 그레이 존(grey zone) 즉, 새
로운 잡지영역으로 전망한 부분과 같은 영역이라 할수 있다.

<표 5> 미디어1.0과 미디어2.0
미디어 1.0 미디어 2.0

생산주체 생산자 +수용자 생산자 <-> 수용자

유통 일방향 단일 유통 다채널 복수 유통

브랜드 권위형 브랜드 개인형 브랜드

흐름 정보 집중 정보분배, 공유

콘텐츠 성격 권위적, 범용적, 종합적, 객관적 즉흥적, 전문적, 단편적, 주관적

정보노출 종합편집, 편성 단품 개별 노출

광고 규격화, 정형화 롱테일* 광고

출처 : 전자정보센터(2007).미디어 2.0개념과 새로운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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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히트 상품보다는 많은 수의 소규모 거래들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개념

이 같은 잡지의 전략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을 가진 <타임> <이코노미스트> 
<내셔널 지오그래픽> <플레이보이>와 같은 잡지들은 오랫동안 구축
해온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10여년 전부터 다양한 생존전략을 모색해
왔다. <타임>은 세계최초의 국제적인 시가주간지로 ‘정확성’ ‘권위’ ‘균
형잡힌 저널리즘’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Tungate, 2007). 
주된 독자는 35-45세의 지식층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크로스 프
로모션 마케팅(cross promotion marketing)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타
임워너로 통합된 이후 CNN과 긴밀히 연계되어 전문잡지기자들을 방송
보도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비즈니스 잡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지적인 엄격함’ ‘독립성’ ‘도발성’ ‘국제
적 시각의 엘리트주의’를 지향하는 브랜드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주 독자층은 30대의 CEO들이 주를 이루고,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 관심
이 많은 전문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잡지이지만 
신문과 유사한 기사마감시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속보성이 강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임팩트 강한 빨간색 광고시리즈는 사실상 브
랜드화되어 다양한 마케팅전략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Economist 
Brand Shop>은 다양한 전문서적과 사무용품들까지 판매하고 있다.

<National Geographic>은 1888년 설립된 후 현재는 24개국 900만
부 이상을 발행하고 있는 전통있는 잡지다. 이 잡지는 다양한 자연 및 
사회현상에 대한 품위, 정확성, 열정을 브랜드 특성화하고 있다. 편집장
인 빌 앨런은 “우리의 주요 특성은 정확성으로 우리 주변세계에 대해 
완벽하리만큼 생생하고 공평하고 진실한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선언하
고 있다(턴케이트,2007:273).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브랜드를 가지고 케이블TV, 영화, 다큐멘터리와 
같은 여러 매체에 진출해 있고, <adventure> <traveler>와 같은 자매
지, 각종 지도, 문구, 비디오, 액세서리 등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성인잡지 <playboy>는 전통적인 청교도적 억압에 
대한 저항과 자유, 해방, 낭만 등을 브랜드사업화하여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TV와 온라인 비디오서비스 진출을 통한 ‘on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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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use’전략에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플레이보이>를 상징하는 토
끼머리 로고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성인용품에 활용하고 인터넷에서 
사이버클럽 등을 형성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처럼 20세기 오프라인 잡지를 주도해온 대형 잡지들도 기존에 형
성된 브랜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다각화 및 연관사업 수익에 전념하
고 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진출에 기존에 구
축된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전통잡지
들은 확고한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 브랜드를 
바탕으로 연관부대사업 및 신규미디어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례도 아직
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표 6> 세계적 잡지의 브랜드 특성
잡지명 타임 이코노미스트 내셔널 

지오그래픽 플레이보이
창간 
연도 1923년 1843년 1888년 1953년

창간자 헨리 루스,
브리튼 헤이든 제임스 윌슨 가디너 그린 

허버드 휴 헤프너
브랜드 
개성 정확성, 권위 지적임, 독립성,

엘리트주의
품위, 정확성, 

열정
해방, 자유, 

낭만
고객 
타깃

35~45세,
부유하고 교양 

있는 사람
경제에 관심 있는
30~55세 CEO

38~50세,
교육수준이 

높은층
18~34세,

개방적인 남성
브랜드 

홍보전략
크로스 

프로모션
브랜드 숍, 지식 

사업
다매체 

브랜드전략
TV와 온라인 

확장
출처 : 윤홍근(2009:273)에서 인용

2.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잡지의 역할
현재 생존하고 있는 매체 중에 가장 오래된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잡

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를 정
착시키는 계몽적인 도구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대변하는 이른
바 정치,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상징적 역할, 그리고 한편에
서는 사회적 저항과 비판의 도구로 또는 소수문화의 온실로서의 역할 
등 다양하다. 때문에 잡지에 대한 일반인들은 사회적 다양성과 전문적 



- 25 -

취향, 정치적 자유와 같은 측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같은 잡지의 역할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시공간적 

요소를 모두 갖춘 인터넷 기반의 매체환경에서 그 입지가 약화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본래의 잡지 역할은 물론이고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잡지매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조차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
다. 실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통적인 잡지들의 폐간되거나 동영상서
비스로 전환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적 전송
수단 측면에서 잡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양방향 매체들
과 더 이상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경쟁하기 위해 
속보성이나 양방향성 그리고 편재성(ubiquity)를 지향하다 보면, 전통적
인 잡지의 속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른 매체와 차별화되
지 않고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잡지에 수행해왔던 역할
을 재검토해보고,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맞는 잡지의 역할에 대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새로운 매체들과 
비교해 기술적으로 상대적 우위점이 거의 없는 잡지가 현실적으로 생존
할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기술적 약점을 극복
하기 위한 과감한 온라인화, 속보성, 양방향성 등의 속성을 추구하게 되
면, 자칫 잡지매체의 영역을 벗어나 버릴 수 있다. 때문에 잡지라는 전
송방식과 내용적 차별성이라는 전통적 속성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다른 
뉴미디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전통적 잡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500여 년 전 근대적 형태의 잡지등장 이후 꾸준히 기술적으로 우월
한 많은 매체들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잡지는 나름대로 시대적 역할
을 부여받으면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영역을 확보해 왔다. 그러한 잡지
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잡지의 긍정적인   역할
에 대해서는 많은 점들이 지적해왔다. 윌슬리는 잡지의 긍정적인 사회
적 기능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잡지는 광고카피를 
통하여 인간의 보람된 삶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② 잡지는 상품
의 대량 소비와 함께 대량 생산을 이끌도록 공헌한다. ③ 잡지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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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의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④ 잡지는 대중적인 교육자료를 
통하여 대중에게 더 나은 정보를 창조해 낸다. ⑤ 잡지는 새로운 아이
디어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유통시킨다. ⑥ 잡지는 모든 국가적 위기, 
즉 전쟁, 불경기, 홍수와 같은 재난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 그렇지만 그는 잡지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는 언급하고 있다. ① 잡지는 대중이 원하는 것에 너무 영합하고 있다. 
② 잡지는 광고로 일반 독자 수준의 수입으로는 살 수 없는 상품에 대
한 욕망을 자극한다. ③ 잡지는 단순히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관점만 
보도한다. ④ 잡지는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갈 자신의 지도적 의무를 저
버리고 있다. ⑤ 잡지는 독자들의 여가를 값있게 보낼 수 없도록 시간
을 분산·소모시킨다. ⑥ 잡지는 광고주의 수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
다(전영표, 1987, 41∼44 쪽 재인용).

이 같은 규범적이고 관념적인 측면에서 잡지의 역할은 디지털미디어
시대가 되었다고 크게 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리어 이 같은 윤리적 
측면의 역할은 현재에 들어 더욱 중요해  질수도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잡지의 윤리적 책무가 변화된 매체환경에서 과연 그대로 부여받을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도리어 잡지가 해왔던 사회적  책무들을 다른 새로
운 매체들이 더욱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잡지들이 수행해온 구체적인 
내용적 역할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콤페인 등(Compaine et al., 1982, 한국언론연구원 1995, 250∼251 
재인용)은 잡지의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사상과 의견, 그리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개
시장의 역할’ ‘여론 선도 및 대중계몽의 역할’ ‘대중문화의 선구자 및 전
달자 역할’ ‘폭넓은 형태의 오락물을 제공역할’ ’일상생활의 가이드 역할
‘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들이  과연 디지털미디어시대에서 잡
지에게 그대로 부여될 수 있고, 또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비
판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잡지는 사상과 의견 그리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교환하고 토론
할 수 있는 공개시장의 역할을 한다. 특히 잡지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진입장벽이 용이함으로 인해 가능한 다양성 때문에 다른 매체에 비해 



- 27 -

적은 비용으로 토론장과 교환시장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인터넷기반의 매체들은 진입비용도 매우 적고, 기술적으로 한계를 가지
고 있지 않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개인 블로그나 트위터와 같은 소
셜미디어들을 통한 1인 미디어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때문에 잡지만이 
의견의 다양성과 공개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현재 각종 인터넷언론이나 1인 미디어들이 제공하는 뉴스나 정보들은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정제된 것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도리어 
각종 인터넷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양식이 합리적이지 못한 감성적 
표현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여론다양성과 관련해 잡지의 존재양식은 다양성 그 자체가 아니라 정제
된 합리적 사회적 토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잡지가 전통적으로 수행해왔던 여론 선도 혹은 대중계몽 역할
과 관련된 것이다. 잡지가 급성장하였던 19세기 중·후반 폭로저널리즘
(muckraking journalism)시대에서와 같이, 잡지는 사회의 쟁점과 문제
점을 주도적이면서 비판적으로 파고들면서 진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거세게 몰아닥쳤던 폭로저널리즘의 열풍은 잡지들
로 하여금 흑백 인종차별의 문제나 풍요 속의 절대빈곤의 문제, 도시의 
타락, 월남전, 정치인 부패 등의 문제를 매우 비판적이고 특정 시각을 
가지고 다루게 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은 초기에 한정된 독자층을 지닌 
소규모 잡지들에 의해 먼저 취급되고, 그 후에 대규모 잡지에 의해서 
다루어져 쟁점화된 경우가 많았다. 결국 잡지는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특정 시각을 가지고 사실에 접근하는 특정을 가지고 있고 이는 다시 정
치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더이상 이 같이 주관적의견을 가진 대안언론(alternative journalism)을 
잡지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고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리어 이미 언
론이 아닌 통신서비스로 간주된 온라인 매체들이 훨씬 더 대안언론적 
성격이 용이할 수도 있다. 도리어 최근 인터넷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일간 신문이나 방송들이 따라서 보도하는 형태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
다. 다만 인터넷 언론들의 폭로성 저널리즘들이 취재의 전문성이 결여
되었거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서 사회적 문제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잡지에게 그러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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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인터넷매체들의 난립을 막고 여론을 정
화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오랫동안 잡지는 대중문화의 선구자 및 전달자 역할을 해온 것
이 사실이다. 실제로 패션잡지나 대중문화 잡지는 오랫동안 문화형식과 
유행어를 창출해 왔다. 지금도 영화나 패션잡지들은 여전히 첨단 대중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들어 많은 영역에서 더욱 세분화
되고 전문화된 인터넷 매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연예, 영화, 공연예술 등과 같은 영역에서 잡지수요는 여
전히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 잡지는 모든 문화영역을 아우르는 형태
가 아니라 잡지적 형태에 걸맞는 특정화된 문화영역을 개발하고 더욱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연예, 영화, 공연예술 등에서 
잡지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이들 영역이 종합장르이고 문화적 비평 즉 
심미성이 내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잡지의 생존방향을 가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넷째, 매우 폭넓은 형태의 오락물을 제공해 주는 역할이다. 잡지는 
내용측면에서 본다면 성적인 도피주의에서부터 우주계획에 관한 정보까
지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오락영역은 이제 잡지 영역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오락콘텐츠는 비주얼화되면서 급속히 인쇄매체에서 탈출하고 있다. 도
리어 방송사나 예능오락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시청각 오락콘텐츠를 바탕
으로 정지화상이나 인쇄매체로 그 영역을 확대해오고 있어 잡지의 역할
을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다만 연예오락분야에 대한 비평 등에 대한 
잡지 수요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잡지가 수행해온 일상생활의 가이드 역할이다. 즉, 요리
제조법이라든지, 생활의 지혜를 제공해준 잡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었다. 전통적인 생활정보잡지들이 여전히 적지 않게 남아있고, 독
자들의 수요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생활정보가 즉시성과 접
근성이 높아야 유용하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다양한 정보원들이 상당히 
침투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터넷 포털들의 지능형검색기능
들이 강화되면서 생활정보제공 기능은 점차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
다. 더구나 편재성과 휴대성이 강화된 무선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이 
크게 보급되면서 잡지매체의 생활정보기능은 더욱 크게 위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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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어 생활정보를 제공해 주던 잡지자들이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
리케이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경영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기존 역할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몇 가지 향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잡지가 인터넷매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는 전송수단이라는 기술적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결국 잡지의 전략은 전달내용 특히 콘텐츠의 질적 우위성에서 찾아
야 할 것이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터넷공간에서의 정보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질적으로 충실한 완성도 높은 콘텐츠 전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잡지는 속보성 정보나 컴팩트
화와는 무관하게 궁극적으로는 비평적이고 심미적  영역으로 발전해 가
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역할변화 에서도 논의했던 것처럼, 이제 독자들
은 잡지에게 모든 영역의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자들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잡지
매체의 장르는 생활정보, 연예·영화정보, 영화, 공연예술과 같은 비평이
나 시각이 수반되는 분야들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음악, 오락종합, 드라
마와 같은 영역에 대한 수요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잡지가 이제는 정보차원을 넘어서 심미적·전문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잡지는 기존
에 시공간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새로운 플랫폼이나 매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존 매체
들처럼 콘텐츠 생산과 제공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전통적 플랫폼형태가 
아니라 콘텐츠생산에 집중되면서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들에게 접근하는 
매체로 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7> 잡지의 중요성별 선호 콘텐츠 장르(다중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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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인적으로 더 중요함 사회적으로 더 중요함
순위 콘텐츠

장르 빈도 % 순위 콘텐츠
장르 빈도 % 순위 콘텐츠 

장르 빈도 %

1 생활정보 112 38.2 1 연예∙영화
정보쇼 22 40.7 1 생활정보 53 38.7

2 연예∙영화
정보쇼 104 35.5 2 생활정보 18 33.3 2 연예∙영화 

정보쇼 46 33.6
3 영화 74 25.3 3 공연예술 17 31.5 3 정보종합 32 23.4
4 공연예술 73 24.9 4 정보종합 15 27.8 4 영화 32 23.4
5 정보종합 71 24.2 5 영화 14 25.9 5 공연예술 32 23.4
6 정보 기타 45 15.4 6 정보 기타 8 14.8 6 정보 기타 24 17.5
7 시사 38 13.0 7 시사 7 13.0 7 시사 22 16.1
8 음악(쇼) 38 13.0 8 뉴스 6 11.1 8 음악(쇼) 17 12.4
9 오락종합 32 10.9 8 보도종합 6 11.1 9 오락종합 14 10.2
10 드라마 및 

영화 기타 24 8.2 8 오락종합 6 11.1 10 오락 기타 11 8.0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대로 간다면 잡지산업은 인터넷 기반 혹
은 방송매체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무수한 정보원의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잡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예술적 심미
성 등을 감안한다면, 잡지는 예술, 문화, 문학 영역등의 전문가 그룹과 
콘텐츠사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잡지
영역은 다른 매체와의 경쟁 열세에 빠져 신규 매체에 수렴되거나 소멸
될 매체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영역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2) 디지털미디어시대 잡지의 역할

결국 전통적인 잡지의 역할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할 수 있다. 특히 장기간의 제작기간과 패키
지형 전송수단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잡지가 
가지고 있는 전달내용적 측면은 디지털 미디어시대에도 여전히 나름대
로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잡지가 사회
적 다양성을 대변하는 상징적`실질적 역할을 해왔고, 이 같은 역할은 잡
지매체의 낮은 진입장벽, 비평과 평론 등의 다양한 의견제시가 허용되어 
왔다는 역사적 전통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과 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무한히 허용되는 인터넷공간에서 잡지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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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낮은 진입장벽이나 물리적 한계와 같은 입지를 고수 하기는 힘들 
것 이다. 결과적으로  잡지의 역할은 물리적 차이가 아닌 내용적인 측면
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디지털미디
어시대 잡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① 합리적 여론조성 및 숙의민주주의 
신장 ② 사회`문화적 다양성 제고 ③ 고품질 문화산업 선도 ④ 미디어
3.0시대 균형적 콘텐츠 산업 기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합리적 여론 조성 및 숙의민주주의 신장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지면서, 새로운 양방향 정보통신기술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민주주의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제기되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체험적 전망 둘째, 인터넷의 개방성
과 양방향성이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참여를 가능하게 해 주
었다는 점 셋째, 대의민주주의의 고비용`비효율의 정치과정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황근, 2001; 
208-209). 실제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와 선거캠페인 등이 많이 활성
화된 것이 사실이고, 몇 번의 선거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미디어들이 강
력한 위력을 발휘했던 사례도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과 같은 스마트미디어들을 활용한 정치토론과 참여, 선거캠페인 등이 급
증하면서 본격적인 전자민주주의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물론 이 같은 기대감은 주로 새로운 양방향 혹은 개인형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장점에 기초한 기술결정론적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
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한 전자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가 되
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란 ‘어떤 이슈에 대해 결정
을 내리기 전에 구성원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그 이슈에 대해 생각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달성되는 민주주의'라고 정의된다(박승관, 
2000;163). 즉,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효율성보다는 의견의 교환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중시여기는 민주주의형태라 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아이디어는 하버마스(Habermas, 1984)의 ’합리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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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지배하는 이상적 발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에서 시작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버마스가 지향하는 ‘공공영역(public sphere)'이 
곧 숙의민주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물론 이 공간은 접
근의 공개성, 표현의 자유, 상업적 이해로부터의 독립’ ‘자발적 참여’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
치사회적 담론들이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을 수반하고 있
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
한 많은 나라들이 법제도적 규제1), 자율적 정화운동 등을 통해 인터넷 
공론장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
유’문제와 관련되어  별다른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는 인터넷 공간이 숙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하기위한 기본
적인 윤리적 조건들의 문제로 귀착된다. 박승관(2000,176-178)은 ‘숙
의민주주의는 숙의과정에서 개인성과 시민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숙
의의 결과가 개별 인간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개인성과 시민
성을 계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성’이란 ‘자기 자신의 의견의 단순한 표현 또는 
반복’으로, ‘시민성’은 ‘쟁점에 대한 양면성 고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개인성이 ‘말하기 모형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시민성은 ‘듣기 모형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Fishkin(1995)은 숙의가 일어나기 위
한 조건으로 ① 정치나 공공문제에 관해 상세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
어야 하고 ② 지속적인 성찰과 토론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타당성을 견줄 수 있는 논증에 근거
한 정보가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숙의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개방된 토론공간이 제공될 수 있고, 또 그 공간에서 공공선을 추
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게시판실명제가 도입되고 있지만,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보통신관련법 개정노력이 난관에 봉착되어 있고, 미국역시 클린턴 정부시절 2번에 걸

친 정보품위법이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이 본질적으로 개인의 표

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보호를 전제로 하는 텔리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는 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 인터넷공간이 1:1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

으로 하는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스미디어와 같은 내용규제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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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인터넷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익명의 커뮤니케이션구조’ ‘개
방성’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같은 요인들은 합리적 공간을 어렵게 만들
고 있다(황근, 2001:221-223). 실제로 인터넷 담론에서 개인들의 윤리
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시민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 개인성 
역시 무절제한 게시판 등으로 인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문
제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하는 언론들조차 이 같은 합리적 
공론장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매체로 출발한 매체들은 본질적
으로 정파성과 특정이념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에서 
주목받기 위한 선정적 헤드라인, 상업적 이익을 위한 오락적 정보의 범
람 등으로 올바른 공론장형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경
쟁이 심화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된 기존의 신문`방송들
조차 상업화 및 객관성 위축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때문에 여
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은 어느 것이 정확한 정보이고 가
치있는 정보인가에 대한 판단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각 개인이 
이 같은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면 문제없겠지만, 실제 그런 수용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여전히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여론형성을 가능하
게 하는 고품질 정보매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잡지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합리적 여론형성과 숙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잡지가 정론을 추구
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전통
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제공자로서 위치할 필요가 있다. 우드(James 
P. Wood) ‘국가적인 대중의 의견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중요한 세 가지 
힘의 하나로 신문, 라디오와 더불어 잡지는 대중이 좋아하는 여론을 제
일 먼저 창조한다'고 보았다. 그는 잡지가 다른 어떤 매체보다 중요하고 
항상적이고 주의 깊게 읽을 수 있는 매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
사 잡지는 다루는 내용과 주제의 시사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여론을 형
성하고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기도 하고, 사
회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같은 전
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디어들이 홍수처럼 등장하고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융합 환경에서 잡지가 수행해온 전통적인 올바른 여론형성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잡지학자 월슬리(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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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ley, 1966)는 ‘잡지는 민주 사회에서 인간에게 사실의 공정한 표
현, 정직한 의견의 수용, 그리고 진실한 광고를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
닌 저널리즘의 하나’로 정의한다. 어쩌면 이 같은 잡지의 역할은 어느 
시대에서든지 잡지가 사회적으로 수행해야 할 저널리즘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도 잡지의 저널리즘적 역할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선별하고 고품질 정
보를 제공해 줄 잡지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광재
(1994)는 잡지는 사회의 도덕적 척도이며 따라서 잡지가 그 책임과 역
할을 다하려면 사회적 목표를 앞장서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형식
을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잡지의 첨단적 역할이 요구되는데, 잡지는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른 언론 매체에 비해 풍부하고 심도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허용되기 때문에 잡지는 독자 대중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더 나은 정
보’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잡지가 전문화·세분화해 
가는 오늘날의 추세에 맞추어 각 전문 분야별로 실력있고 의식있는 편
집자가 대량으로 배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잡지가 전문적인 교
육과 훈련은 물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 자율성, 소명감, 책임
감이 투철한, 다시 말해 윤리적 자기 통제가 철저한 전문 편집자에 의
해 기획, 관리, 경영되어야만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물론 잡지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잡지 저널리즘의 위상을 재정립하
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특히 최근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인터넷 언론들로 
인해 전통적인 ‘직업으로서의 기자’가 아닌 다양한 자기목소리를 내는 
‘역할로서의 기자’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오마이뉴스>처럼 
‘모든 시민이 기자’인 형태의 인터넷언론이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과 
구별되지 않은 체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직업으로서의 
기자’와 ‘역할로서의 기자’가 혼재된 언론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언론과 기자의 역할은 단순히 보고 들은 것을 전
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을 파악하고 의미를 도출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의 강도를 파악하는 것은 기
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을 통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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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는 뉴스들은 객관적으로 사회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의미를 제공하
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이해관계 속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이른
바 ‘역할로서의 기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
로 인터넷 언론이 지배하는 현재 언론환경에서 전통적인 잡지저널리즘
이 확보해온 심도깊고 고품질의 의견기사들은 이른바 정치적 숙의와 여
론형성을 도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잡지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별 전문성은 이 같은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잡지매체는 비교적 오랫동안 형성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
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합리적 여론형성과 숙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차별화된 정치사회적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디어의 산업적 효과와 함
께 이른바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국가에
서 올바른 정치란 시민의 뜻, 즉, 여론은 정확히 파악하고 수렴하여 이
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할 때 가능해진다. 이때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
들의 반응은 여론이라는 집단적 의견으로 수렴되어 표출된다. 이러한 
여론은 정부권력과 언론과 시민 세 주체가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면
서 형성하는 하나의 결과물(안동근, 2005;52-53)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올바른 여론이란 결국 의견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 온바와 같이, 다양성은 방송규제정책의 
최상의 목표이고, 다른 목표들의 상위에 존재하는 우산꼭지와 같은 역
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여론다양성 기능은 시
청자 선택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때문에 의견의 다양성이란 ‘다양
하고 대립적인 소스로부터 나온 정보의 광범위한 전파’로 정의되고, 최
근 들어 언론의 의견다양성 문제는 매스 미디어 등장 초기에 형성되었
던 '사상의 공개시장 원리'로 회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는 Holmes 판사가 말한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가’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정보원 존재여부
는 민주주의에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매스미디어의 다양성 문제는 밀턴이나 제퍼슨
이 주장했던 것처럼, '진실은 사상의 자유로운 공개시장에서 다양한 의
견과 정보가 상호 교류되고 충돌할 때 얻어질 수 있다'는 믿음과 맥락
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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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여론형성 주체로서 주어진 쟁점에 대해 공통적
인 관심을 갖는 집단 즉, 공중(pubic)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슈에 관
심을 갖는 상당수의 사람들 즉, 여론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관심
을 가져야 한다. 셋째, 공동의 관심사이거나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논쟁
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넷째,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몇 가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론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이 같은 요건들이 지금 디지털미디어시대 인터넷언
론시대에 제대로 갖추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인터넷 공간과 이와 경쟁하고 있는 기존 미디어들이 과연 
공중(public)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공중이란 대중
(mass)와 달리 미디어상품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인지하고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으며,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
적 합의와 결정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을 의미하
다. 그러므로 공중은 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른바 '현명한 시민 혹은 
숙지된 시민(informed citizen)'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언론
들이 대상으로 하는 시민은 상업적 소비의 대상이거나 단순한 흥밋거리
에 대한 접속자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디지털다매체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업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기존의 신문`방송매체역
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공
간에서 특정이슈는 일정수준 이상의 공중을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
다는 것이다. 엄청나게 늘어난 인터넷언론만큼이나 분화된 대중들로 인
해 범사회적인 이슈들이 등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최근 들
어 소셜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특정 이슈들이 쟁점화되는 경우가 있지
만,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쟁점화되기 위한 결정적 다수(critical mass)
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인터넷공간에
서 여론화되는 쟁점들이 과연 공동의 이익이나 관심사인가에 대한 본질
적인 의문도 여전히 제기된다. 인터넷에서 점화된 쟁점들의 다수가 연
예, 오락과 관련된 것들이 많고, 정작 사회적 중요 쟁점들은 이로 인해 
의제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넷째, 인터넷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장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
을 펴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서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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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서로 확신하는 '자기확신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황근, 2001).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합리적으로 교환되
는 여론을 형성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인터넷여론은 특정 
주도층이 특정주제를 선점하고 주도해가는 '여론형성의 장'이 아니라 '
여론조성의 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터넷언론들이 정
확성과 균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
회적으로 근간이 되는 공영방송이나 정론(正論)을 추구하는 언론사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업적 경쟁아래서 특정 언론사들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1-2개 공영방송채널만 가지고는 역부족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사실상 어렵다면, 사회적으로 다양한 쟁점들
을 개발하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도함으로써 인터넷공간이나 오프라
인 공간에서의 논쟁의 질을 제고시키는 근간을 제공해주는 방안이 필요
할 것이다. 이는 곧 잡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긍정적으로 활
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가 잡지를 단순히 시장경쟁에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사회`문화적 다양성 제고 

전통적으로 잡지는 한 사회의 다양성을 상징하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 걸친 주제들을 개발하고 일
반 독자들에게 제공해줌으로써 한 사회의 다양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초기 정치잡지부터 20세기 전문화된 잡지들 그리
고 최근에 패션, 연예, 오락,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장르들
이 잡지에 의해 제공되면서 사회적 현상 혹은 영역으로 성장하는데 결
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 잡지는 정치사
회적 엘리트에서부터 일반 대중, 소외계층 심지어는 아노민 집단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르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다양화에
도 기여해 왔다.

매체 다양성은 미디어 정책에 있어 공공성, 공정성, 지역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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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로 인식되어왔다. 그 이유는 민
주정치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그리고 이를 
표현가능하게 하는 다원주의의 바탕위에 형성될 수 있다는 명제에서 출
발한 것이다. 이는 곧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주제와 의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적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
는 다양한 미디어의 존재는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형태가 있으며, 특
히 소유의 다양성은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나폴리(1999)는 미국에서 미디어 공익성을 구현하는 3
대요소로 '지역성(localism)', '다양성(diversity)', '경쟁(competition)'을 
들고 있다(<그림 3> 참조). 이중에서 나폴리는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라고 지적하고, 어쩌면 미국 미디어 정책의 최종 
목표는 다양성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3> 미국 방송정책의 목표

이 같은 미디어 다양성은 '관점 다양성' 측면과 '소비자 이용' 측면으
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즉, 관점다양성이란 미디어가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앞에서 논한 잡지의 합리적 여론형성과 관련해 설명한 부분이다. 여기
거는 주로 소비자 이용측면으로 소비자가 얼마나 다양한 주제와 내용들
을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나폴리는 미
디어 다양성(diversity)을 크게 '정보원 다양성(source diversity)'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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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다양성(content diversity)', '노출 다양성(exposure diversity)'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Napoli, 2000). 첫째, 정보원 다양성이란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양한 미디어의 존재가 다양한 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는 주장이다. 이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 공급원의 다양성을 뜻하는 것으
로 방송국 소유 회사의 분포와 프로그램 제작인력 다양성 등을 통해 구
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내용 다양성은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내
용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
용 다양성은 프로그램유형 측면과 인구학적 측면, 의견의 다양성 측면 
등으로 다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셋째, 노출 다양성은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여론이 다양한 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접근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시간대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수직적 다양성과 
동일 시간대에 다양한 내용의 매체가 존재하는가를 의미하는 수평적 다
양성으로 나누고 있다. 이 같은 나폴리의 다양성 개념은 정치적 다원주
의(pluralism)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특정 미디어의 정치
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정치적 내용에 있어 균형된 관점을 
유지하는 것, 미디어 전반에 걸쳐 특정 사업자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
(소유 집중 문제), 사회 전 부문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
는 것(소수자, 소외계층 반영 문제), 미디어 제작물의 다양성을 보장하
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 기술 진화에 따른 매체 환경 변화, 즉 채널의 증가, 
방송 및 뉴미디어를 통한 많은 보조적ㆍ대안적 매체들의 출현으로 미디
어 다양성 개념은 재검토될 필요성은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디지털 기
술의 등장과 규제완화정책 등에 의해 정보원의 다양성은 크게 개선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보원의 다양성이 내용 다양성으로 이어지
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이상우`배선
영(2011)은 미디어제작에서부터 소비단계별로 다양성의 연결고리를 "
공급원의 다양성 -> 상품의 다양성 -> 노출의 다양성"으로 보고 있
다. 물론 이 주장에는 미디어공급자들이 다양해지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고,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골고루 소비할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융합환경에서 다양한 매체가 출현
한다고 해서 콘텐츠가 반드시 다양해지고, 소비자들의 미디어소비가 다
양해졌다는 분명한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이상우, 배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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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2-46). 도리어 일부 실증연구에서 매체환경의 변화는 시청자들
의 노출다양성을 노리어 위축시키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Webster & Phalen,1994; Webster, 1986). 윤석민(1994) 채널과 프
로그램의 증가로 인해 시청자들의 시청패턴이 도리어 더 편향되고 있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표 8> 미디어의 다양성과 각각의 개념
구분 개념

정보원 다양성
(source diversity)

소유구조 방송국 소유 수와 프로그램 제작사 소유구조
인력구성 방송 인력의 전체적 구성 상황

내용 다양성
(content diversity)

프로그램 프로그램 다양성에 의한 선택기회 확장 정도
인구학적 인종, 성별에의 다양성 고려
의견다양성 사회, 정치, 문화적 시각의 다양성

노출 다양성
(exposure diversity)

수직적 특정 시간대 제공되는 채널의 수
수평적 특정 채널에 편성된 프로그램의 수

그렇다면 디지털미디어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성 개념은 도리어 위
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매체들이 디지털 인터넷공간에서 
경쟁한다 하더라도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소유형태들을 정책적으로 보장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소유
구조의 다양성이 내용의 다양성이나 노출다양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
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미 기존에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성을 담보하
고 있는 잡지매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
을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지원된 
잡지들이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존재하기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출다양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보원다양성을 법제도적으로 강
제해 인위적인 다양성환경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이들 매체들이 생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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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름대로 다양성이 기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내용다양성을 위한 내용규제는 사실상 표현의 자유문제와 연계되어 쉽
지않고, 다양한 매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노출다양성은 정책적으로 일부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수용
자의 선택 문제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존에 
이미 정보원다양성은 물론이고 내용다양성과 노출다양성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잡지매체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성확보라는 차원에서 절대 필요
하고 유용한 전략이다.

(3) 고품질 문화산업 선도 

첫 번째 역할이 여론다양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두 번째 역할이 사회
문화적인 수평적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고품질 문화산업 선도'와 
관련된 역할은 사회문화적인 수직적 다양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디지털다채널시대가 도래하고 시공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터넷기
반의 매체들의 등장하면서, 이제 문화상품도 질적으로 차별화되고 다양
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미디어를 통한 문화 
및 정보상품들은 주로 시간적 속보성을 강조하는 매체들이 주도하고 있
고, 고품질 콘텐츠는 주로 기존 지상파방송사들이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개인차원에서 제작된 UCC 형태의 콘텐츠들이 
일부 고급화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담보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지금 인터넷 공간은 지상파방송사
들이 제공하는 소수 고품질 문화상품들과 다수의 개별화된 콘텐츠들이 
지배하고 있는 양상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디지털미디어시대 콘텐츠 산업활성화를 위한 많
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렇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콘
텐츠산업활성화 궁극적으로는 미디어를 통한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해왔
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부터 추진해 온 플랫폼확대를 통한 문화산업활성화 전략
은 그 유인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도리어 플랫폼과
당경쟁으로 입지가 약화되어 도리어 콘텐츠 부족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네트워크를 통한 미디어정책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할 



- 42 -

수 있으며 최근 디지털전환으로 주파수재분배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책쟁
점화되고 있다. 반면에 그 동안 콘텐츠나 미디어문화상품과는 무관하게 
성장해온 단말기 산업은 최근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단말기영역이 플랫
폼영역까지 진입하게 되면서 도리어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
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단말기산업의 콘텐츠영역에 대
한 관심은 아직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를 통한 고품
질 문화산업 활성화는 콘텐츠 영역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디어 콘텐츠산업육성은 가장 늦고 힘든 성장전략임에 틀림없다. 특
히 고품질 문화산업이라는 측면으로 한정한다면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기존에 인적, 물적 토대가 척박한 상태에서 고품질 문화산업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기존에 토대가 되
어 있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
다. 실제 콘텐츠활성화 정책이 주로 기존 방송사업자와 제작사들에 대
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주로 방송콘텐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고품질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텍스트형태의 
매체들에 대한 콘텐츠지원책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잡지매체 역
시 고품질 문화상품을 제작해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고품질 문화상품 혹은 미디어콘텐
츠들이 주로 장기간의 제작기간을 요구하는 매체들을 통해서 생산 가능
하지만, 이들 매체들이 처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장시간제작시간과 
인력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품질 문화산업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림 4> 가치사슬 단계별 미디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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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디어3.0시대 균형된 콘텐츠 산업 기반

앞에서도 미디어 시스템은 과거 미디어1.0과 현재 미디어2.0을 넘어 
미디어3.0시대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개별형 콘텐츠와 
공유형 콘텐츠, 공적 콘텐츠와 사적 콘텐츠들이 공존하는 개방형 플랫
폼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곧 미디어 형식, 의사소통방식, 이용자
의 정보소비형태, 콘텐츠의 유형이 변화하면서 규제방식도 변화되는 것
을 의미한다. 규제 1.0시대에서는 전통적인 국가독점과 소유를 특성으
로 하고 ‘독점 공급자에 의한 사회전반에 걸친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그 목표에 따라 시장은 억제되고 공공독점이나 국가독
점형태가 선호되었다. 그렇지만 규제 2.0시대에서는 네트워크의 개방과 
민영화, 사유화를 통해 ‘경쟁도입을 통한 소비자 후생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있다. 구체적으로 탈규제 혹은 규제완화 그리고 ‘탈규제를 위한 규
제완화(to regulate in order to deregulate)와 경쟁을 위한 규제정책
(regulate for competition)'정책이 주를 이루게 된다.2)

2) 현재 우리 나라에서 IPTV나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통해 기존 매체들과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매체에 대한 규제들이 추진되거나 거론되는 형태가 가

장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후발 사업자인 위성방송이 케이블TV

와 경쟁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 동등접근권’과 같은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이른바 후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쟁을 위한 규제정책의 목표는 유효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에 

있다(황근,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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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규제 1.0과 규제 2.0
규제 1.0 규제 2.0

특성 전통적인 국가 독점, 소유 네트워크의 개방, 민영화, 사유화

목표
독점공급자에 의한
사회전반에 걸친

서비스 보급
시장의 억제

경쟁도입으로 소비자 후생 극대화

규제방법 국가관료와 공학적 통제 탈규제, 국가독점 붕괴
to regulate in order to deregulate

네트워크 동축케이블 중심
(방송은 무선주파수) 광섬유, 유/무선 네트워크  

그렇지만 미디어3.0으로 진화하면서 미디어 형식은 양방향성 극대화, 
집단지성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 모호, 수용자 참여형 콘텐츠 본
격화와 같은 오픈 플랫폼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결과 규제 2.0방식 역
시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노엄(Noam,2010)은 지적하고 있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규제 2.0의 한계로 ① 사업 불안정성, 
② 투자 수요의 증대, ③ 변화하는 규모의 경제, ④ 통신사업으로의 방
송사업 침투 등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첫째, 수요부족이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사업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것
이다. 정보상품이나 콘텐츠 서비스들이 경직된 고가의 비용구조와 낮은 
이윤을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정보상품은 낮은 가격으
로 재생산/분배되고 있는 상태이며, 미디어산업은 점차 불안정한 산업화
되고 있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자가 급증하면서 무한 경쟁 환경
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격인하 정책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낮은 이윤
을 감수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율경쟁에 초점을 맞춘 규제 2.0의 한계를 인식하고 산업 안정
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보/미디어 산업은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비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
용은 격감하지 않고 있어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화와 
컨버전스로 인해 사업 유지비용 자체는 감소하지 않지만, 디지털 전환 
등의 투자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 사업자
들 차원을 벗어나 공공재와 네트워크사업자를 연대/결합하는 방안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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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되어야 한다. 셋째, 네트워크 혹은 플랫폼 사업자간 경쟁을 줄어들고, 
플랫폼 내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를 활성
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혹
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양적, 질적 다원화가 진행
되면서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내용적 규제나 사회적 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미디어 혹은 cloud 
computing 그리고 OTT 같은 콘텐츠를 직접 연계하거나 공급하는 네트
워크 혹은 단말기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사회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한 규
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즉, 기존 인터넷 기
반 서비스들과는 달리 스마트매체들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들에게 요구
되었던 “어린이 보호, 다양성, 정치적 균형, 프라이버시, 도덕성, 국가 
문화, 소비자 보호, 지역별 계층별 취재문제 등의 공적 책무” 등이 부여
될 가능성도 높다. 결국 미디어3.0시대의 변화된 미디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규제3.0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 3.0은 
무엇보다 네트워크, 콘텐츠 등 모든 가치사슬에 대한 국가의 자본유인
과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유기적으로 연
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미디어1.0, 2.0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태에서 우선순위와 균형을 유지하는 다원화 정
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미디어3.0시대의 성패는 거의 무한대로 증가된 그리고 매우 
공개된 인터넷플랫폼에서 과연 얼마나 다양한 그리고 충분한 콘텐츠들
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미디어3.0시대는 콘텐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이는 미디어정
책의 본질이 콘텐츠 수급과 다양성확보, 공적 영역의 구축과 같은 문제
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미디어3.0 플랫폼은 소수의 고품
질 콘텐츠와 다수의 1:1 혹은 다수:다수 형태의 정제되지 않은 콘텐츠
들로 이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문제는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사업자는 점차 시장에서 입지를 상실한 가능성이 높고, 
앞에 미디어3.0시대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플랫폼 혹은 네트
워크사업자들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다. 실제 미디어3.0이 정부의 관여없이 자율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내
용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다양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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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희 등(2010)의 연구결과에 따른 미디어지형도를 살펴보면, 현재
의 매체들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한 매체와 사회적으로나 개인
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매체로 양극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일 이
러한 상태에서 미디어3.0시대가 도래한다면,  장기간의 제작기간을 거
친 고품질 콘텐츠보다는 TV, 신문, 휴대전화와 같은 시간적 차원을 강
조하는 매체들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기존의 네트워크
나 플랫폼을 대체해 온 위성, 케이블TV, DMB, IPTV 등은 소멸될 가능
성이 높다. 하지만 라디오나 잡지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매체들도 소멸
된다면, 콘텐츠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미디어3.0 플랫폼이 균형을 갖춘 정보공간이 되기 위해
서는 잡지와 같은 매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고품질 콘텐츠를 균형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정책이 상대적
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뿐만 아니라 잡지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노엄
(Noam)이 제기하는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자본유인과 투자활성화를 
지향하는 것이며, 미디어3.0시대 콘텐츠의 다양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
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개인적 중요도와 사회적 중요도에 따른 미디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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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잡지 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잡지 산업 현황

1) 잡지 등록현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잡지는 “정치·경제·
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
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
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여성
지, 문학지, 시사잡지 등 월간지, 계간지 등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대장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문화
체육관광부 및 각 시․도에 등록된 잡지 수는 총 3,830종이다. 간별 분류
를 보면 월간이 2,508종, 격월간 300종, 계간 736종, 연2회간 286종이
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2009년은 총 1,760종의 잡지가 등록되
었는데 이는 2008년에 비하여 무려 1,572종이 증가(936%)한 것으로 
각 시․도에서 해오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가 2009년 3월 18
일자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
석된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잡지등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반면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잡지폐간은 오히려 잡지등록 수 보
다 평균 1.7배 많아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잡지 산업에 큰 영향을 준 것
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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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06-2010년 잡지 등록·폐간 현황
간별 분류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등록종수

월간
등록 125 125 127 1,195 361 

2,508 
폐간 181 207 297 180 166 

격월간
등록 19 14 11 134 38 

300 
폐간 21 30 34 18 19 

계간
등록 36 30 38 312 73 

736 
폐간 39 50 64 40 43 

연2회간
등록 16 14 12 119 43 

286 
폐간 10 9 14 18 31 

계
등록 196 183 188 1,760 515 

3,830 
폐간 251 296 409 256 259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대장(온라인시스템), 2010. 12. 31 기준

2009년 3월 기준으로 문화부 및 각 시·도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수는 
총9,845종9이다. 간 행 별로 보면 통신사를 제외하고 일간신문이 290종,  
기타일간 320종 주간지 2,839종 월간지 3,260종 격월간이상 1,739종, 
인터넷신문 1,397종1이다.

<표 11> 연도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연도별 일간신문 기타일간 주간 월간

격월간

이상

인터넷

신문
계

2005 168 395 2,426 2,744 1,515 286 7,534

2006 193 372 2,697 3,028 1,633 626 8,549

2007 281 360 2,887 3,257 1,749 927 9,461

2008 288 330 2,814 3,248 1,739 1,397 9,816

2009 290 320 2,839 3,260 1,739 1,397 9,845

출처 : 문화부(2009.3.17).통신(3)제외, 인터넷신문은 2006년붜 포함

2009년은 2005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2,311종이 증가(30.7%)했는
데 증가 순으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1,111종(388.5%)으로 가장 많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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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고 그 다음으로 일간신문이 122종(72.6%), 월간이 516종(18.8%), 
주5간이413종(17.0%), 격4월간 이상이 224종(14.8%)으로 증가했는데 
기타일간은 75종이 감소(-19.0%)하였다.

<표 12> 잡지 발행 현황(‘10.11.4. 기준)
구분 월간 격월간 계간 연2회간 연간 계

2007

유가 1,475 149 379 137 9 2,159

무가 968 256 429 127 6 1,800

합계 2,443 405 808 264 15 3,959

2008

유가 1,463 142 382 136 8 2,145

무가 983 250 430 129 5 1,810

합계 2,446 392 812 265 13 3,955

2009

유가 1,369 135 379 129 11 2,035

무가 991 245 412 126 9 1,799

합계 2,360 380 791 255 20 3,834

2010

유가 1,506 155 445 165 16 2,287

무가 1,143 268 501 157 12 2,081

합계 2,649 423 946 322 28 4,368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대장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시․도에 등록된 잡지 수는 총3,830종이다. 간 별 
분류를 보면 월간이 2,508종, 격월간 300종, 계간736종, 연2회간 286종
이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2009년은 총1,760종의 잡지가 등록되었는데 
이는 2008년에 비하여 무려 1,572종이 증가(936%)한 것으로 각 시․도에
서 해오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가 2009년 3월 18일자로 서울
시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7
년부터 2010년까지 잡지등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잡지폐간은 오히려 잡지등록수보다 평균1.7배 
많아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잡지 산업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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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을 보면, 교양잡지, 문학잡지 등은 광고보다 판매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태이다. 정기구독자 구성비 또한 잡지특성에 따라 회원
제로 운영되는 유료전문지는 정기구독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이와는 반
대로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무가지 경우는 정기구독자가 거의 없다
고 볼 수 있다. 한국잡지협회가 3,761종의 잡지를 분야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사보나 소식지를 제외하고 문학지(5.85%), 종교지(5.48%), 시사
지(4.36%) 순으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잡지의 특성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유가 전문지는 정기구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와는 
반대로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무가지 경우는 정기구독자가 거의 없
다고 볼 수 있다. 분야별 잡지 현황을 보면 회보소식지 589종, 기관지
403종, 문학지 287종, 종교지269종, 사보257종의 순인데 이와 같이 상위
의 잡지는 문학지를 제외하고는 특정단체를 위한 잡지로 무가지로 발행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유가지 2,251종, 무가지 2,008종으로 
유가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 52 -

<표 13> 분야별 잡지 현황
분야 유가 무가 계

시사지 155 19 174

여성지 92 11 103

교양지 76 9 85

교육학습지 89 47 136

취미레저지 85 6 91

문학지 282 5 287

농수축산지 44 14 58

교통관광지 71 29 100

종교지 209 60 269

청소년연예지 15 5 20

산업지 109 15 124

경제지 121 22 143

스포츠지 54 6 60

컴퓨터과학지 39 4 43

생활정보지 112 42 154

법률고시지 16 2 18

아동지 29 3 32

기계기술지 63 4 67

문화예술지 140 27 167

건축건설지 27 4 31

건강의약학지 63 24 87

만화지 10 1 11

환경노동지 63 11 74

학술지 96 18 114

성인지 12 0 12

지역지 71 34 105

사보 1 256 257

학회지 8 201 209

기관지 27 376 403

회보 소식지 44 554 589

기타 정보지 28 199 227

합계 2,251 2,008 4,295

출처 : 한국잡지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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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지 배포 및 판매부수

잡지 시장에서 광고는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
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되고 있다. ABC제도의 정착은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s: 매체량 공사기구) 제도는 투명성 제고를 통해 매체사의 경
영 합리화와 광고 발전에 기여한다. 인쇄매체 부수는 발행사의 재원인 판
매 및 광고수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쇄매체의 광고비 
가운데 잡지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로 신문, TV, 라디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이는 잡지산업의 열악한 수익구조를 보여준다.

부수에 대한 정보는 발행사, 광고주, 광고회사의 경영과 광고의 과학
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본 자료이다. 따라서 매체량에 대한 정보는 매체
사, 광고주, 광고회사의 경영과 광고의 과학화, 합리화를 위한 기본 자료
로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ABC 회원사 가운데 잡지 회원은 2011년 7월 현재 262개로 이들 가
운데 일부 회원사의 판매 배포부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이러한 ABC협
회에서 집계하에 발표한 잡지사의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는 2007년 7월부
터 2008년 6월 조사된 부수보다 평균적으로 줄어들어 잡지업계의 이러
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

<표 14> 잡지별 판매.배포부수(연간 공사보고서)
간별 잡지명

2007-07 ~ 2008-06 2008-07 ~ 2009-06

유가 무가 합계 유가 무가 합계

주간 대학내일 - 45,229 45,229 - 35,494 35,494 

주간 이코노미스트 49,010 3,431 52,441 43,987 3,275 47,262 

주간 한경비즈니스 41,063 3,215 44,278 35,162 3,301 38,463 

월간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
23,896 956 24,852 23,345 1,055 24,400 

월간 노블레스 2,091 68,518 70,609 2,441 68,051 70,492 

월간 리더스다이제스트 61,303 4,414 65,717 60,693 1,156 61,849 

월간 신용사회 26,714 1,362 28,076 28,034 993 29,027 

월간 신호등 - 20,000 20,000 - 20,000 20,000 

월간 CNNez 9,595 90 9,685 9,240 100 9,340 

월간 YBM ENGLISH 4,942 88 5,030 3,861 93 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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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회사 형태로 보면 개인기업이 가장 많고 주식회사, 법인체, 유한
회사 순이며, 대형종합잡지사는 서울문화사, 중앙 M＆B, 웅진 등으로 주
식회사 법인체가 대부분이다. 잡지발행 형태는 월간지 발행이 주종을 이
루고 있다.

또한 2009년 잡지 발행업의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를 보면, 10~49인
이 41.4%, 5~9인이 23.2%였고, 1~4인(16.2%), 50~99인(15.4%) 순이
다.

국내 잡지사의 매출액(2009년 기준)은 전체의 50.4%가 1억~10억원
이었다. 뒤이어 1억원 미만이 25.2%였고, 10~50억원 미만(18.1%), 
100~200억원 미만(2.4%), 50~100억 미만(0.8%) 등이었다.

3) 잡지 광고시장

2008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로 광고시장은 IMF 외환위기 때 못잖은 최악의 국면으로 급속하게 빠져
들었고,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여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광고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1년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매체
와는 달리 잡지 광고시장은 하락세를 전망했다.

<표 15> 매체별 광고시장 현황(2009~2011)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TV 16,709 19,174 21,049

라디오 2,231 2,522 2,519

신문 15,007 16,500 16,312

잡지 4,388 4,500 4,491

인터넷(검색) 8,250 10,179 11,983

인터넷(노출) 4,180 5,656 6,180

케이블TV 7,794 9,657 11,058

위성방송 95 160 200

IPTV 114 165 220

DMB 176 250 290

옥외 6,248 7,500 6,800

총계 65,192 76,263 81,107

출처 : 미디어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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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광고시장은 주요 신문사에서 제공한 광고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년동기 대비 21%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추정
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에 비해 잡지 광고시장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2009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마이너
스 성장하였지만 역시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16> 업종별 광고비 현황
(단위 : %)

업종명
신문 잡지

점유율 성장률 INDEX 점유율 성장률 INDEX

기초재 1.4 -26.5 -0.4 0.6 -27.4 -0.2

식품 3.7 35.9 1.3 3.5 0.6 0.0

음료 및 기호식품 1.8 -17.6 -0.3 3.8 -23.1 -0.9

제약 및 의료 4.8 -1.5 -0.1 4.3 -27.2 -1.2

화장품 및 보건의료 2.2 9.3 0.2 18.5 13.6 2.5

출판 9.0 -19.3 -1.7 0.9 -11.3 -0.1

패션 3.3 9.5 0.3 31.4 -4.4 -1.4

산업기기 0.5 -5.5 0.0 1.1 -22.2 -0.2

정밀기기 및 사무기기 1.4 10.4 0.1 5.3 -13.0 -0.7

가정용 전기전자 3.4 -9.3 -0.3 3.7 -35.1 -1.3

컴퓨터 및 정보통신 9.1 -32.4 -3.0 3.4 -28.3 -0.9

수송기기 4.7 -34.2 -1.6 4.8 -36.7 -1.7

가정용품 4.3 -12.0 -0.5 5.8 -14.6 -0.8

화학공업 0.1 83.8 0.0 0.3 -19.6 -0.1

건설, 건제 및 부동산 8.5 -34.1 -2.9 1.4 -10.1 -0.1

유통 3.1 0.5 0.0 1.5 35.5 0.5

금융, 보험 및 증권 10.8 -20.2 -2.2 2.0 12.9 0.3

서비스 15.3 -12.1 -1.9 5.4 -6.4 -0.3

관공서 및 단체 6.4 -7.5 -0.5 1.3 9.2 0.1

교육 및 복지 후생 4.9 -25.7 -1.3 0.6 -5.6 0.0

그룹 및 기업 광고 1.3 -11.0 -0.1 0.4 -11.8 -0.1

TOTAL 100.0 -14.7 -14.7 100 -6.7 -6.7

출처 : KADDNMR 집계 광고비 (2009,1~10월)
＊INDEX : 업종별 광고시장 성장에 미친 영향지수 (업종별 광보비 점유율X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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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업종별로는 화장품 업종이 성장한 반면 광고비 비중이 큰 패션, 제약, 
가정용전기전자, 수송기기 등의 하락폭이 매우 컸다. 유형별로는 인테리
어지, 주부지, 남성지 등이 10%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가운데 럭셔리
지와 영패션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잡지광
고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부지, 인테리어지, 라이센스패션
지, 남성지 등의 하락이 잡지 광고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주부지는 광고비중이 20%이상을 차지하는 병원광고가절반 가량 
급감함에 따라 회복세가 더디고, 라이센스 남성패션지들은 패션, 자동차 
등 주요 광고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시사지와 경제지들도 하반기에 광고가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특
집, 협찬의 비중이 커져 순수 광고 수주에서는 아직도 한겨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7> 2009년 잡지유형별 광고실적 현황
(단위: 억원, %)

유형 사업자 수 광고비 점유율 성장율 INDEX

주부지 7 311 16.7 -13.6 -2.5

인터리어지 4 121 6.5 -15.4 -1.1

라이센스페션지 7 528 28.4 -4.7 -1.3

럭셔리지 5 246 13.3 0.0 0.0

멤버쉽지 3 103 50.5 -7.2 -0.4

영패션지 3 118 6.4 0.0 0.0

남성지 4 142 7.6 -12.3 -1.0

시사월간지 3 54 2.9 -1.8 -0.1

시사주간지 6 11.5 6.2 -6.5 -0.4

경제월간지 3 52 2.8 -3.7 -0.1

경제주간지 4 66 3.6 -9.6 -0.4

총계 49 1,856 100.0 -7.2 -7.2

출처 : 매체사 제공 광고실적(2009년 1~10월)



- 57 -

* INDEX : 잡지매체 광고시장 성장에 미친 영향지수(잡지유형별 광고비 점유율 X 성
장률/100)

4) 잡지계 종사자

월간 잡지에 종사하는 전체 종사자 수는 90개 잡지 합계 2,988명, 1
개 잡지 평균 33.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3년(245개 잡
지 합ㄱ 3,871명, 1개 잡지 평균 15.8명에 비해 1개 잡지 당 평균 17.3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명 미만의 경우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0-20명 미만(29.7%), 40명 이상(15.4%), 20-30명 
미만과 30-40명 미만은 각각 11.0%를 차지한다. 1993년에 비해서는 
20명 미만인 경우가 크게 줄어든 반면, 인원이 많은 그밖의 응답항목별
로는 비슷하거나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결국 평균 인원이 크게 늘
어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 결과는 회사 규모가 작고 재정상태가 열악
할수록 설문조사를 거부한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해석할 필
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표 18> 주요 출판업의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
(단위: %)

구 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100%)

신문발행업 2.4 3.8 13.2 19 61.5 15,594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4.6 9.1 17.9 23.8 44.4 13,178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16.2 23.2 41.4 15.4 3.8 9,947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09 콘텐츠산업백서」 

분야별 평균인원을 보면, 산업분야가 평균 6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시사분야(평균 35.1명), 대중문화 분야 (평균28.7명), 과학/컴퓨
터분야(평균 27.4명), 경제 분야(평균 20.8명) 등의 순서였고,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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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법률/생활정보 분야는 각각 평균 18.9명, 17.5명으로 나타나 잡지
분야별로 크게는 종사자 평균 차이가 46.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0명 미만과 20-30명 미만인 경우는 시사분야( 각각 41.2%, 
17.6%), 10-20명 미만인 경우는 건설/기계분야(46.2%), 30-40명 미만
인 경우는 법률.생활정보 분야 (33.3), 40명 이상인 경우는 산업분야
(18.8%)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자의 평균 근속년수를 잡지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분야가 평균 4.9
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은 시사분야(평균 4.8년), 경제 분야(평균 
4.1년), 법률/생활정보(평균 3.5년), 과학/컴퓨터분야(평균 3.3년), 대중
문화분야(3.2년) 등의 순서였고, 건설/기계분야의 경제분야와 경제분야의 
경우 평균 2.9년으로 3년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적률이 매우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근속년수가 1년 이내인 경우는 건설/기계분
야와 경제 분야(각각 23.1%, 22.2%), 2년인 경우는 대중문화분야
(42.9%), 3년과 4년인 경우는 과학/컴퓨터분야와 법률/생활정보분야(각
각33.3%). 5년인 경우는 시사분야(23.5%),, 6년 이상인 경우는 산업 분
야(37.5%)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9>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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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서적 출판업

23,067 18,146 21,983 23,154

11,477 10,057 4.9% △12.4%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7 13,038 6.3% △1.1%

신문 발행업 20,048 11,602 14,681 17,165 15,594 16,937 8.2% 8.6%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8,233 12,910 9,889 10,876 9,947 9,425 4.6% △5.2%

정기광고 간행물 

발행업
5,547 5,180 5,015 5,772 5,554 5,526 2.7% △0.5%

기타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98 76 200 216 - - - -

기타 출판업 1,935 2,268 3,577 2,486 1,186 1,178 0.6% △0.7%

출판업 소계 58,928 50,182 55,345 59,669 56,936 56,161 27.1% △1.4%

출판산업 합계 225,086 214,904 218,377 225,347 210,084 206,926 100% △1.5%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백서」
 

2. 해외 주요국 잡지산업 현황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쇄매체의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

다. 새로운 매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수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의 생활패턴과 매체소비 성향이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의 
미디어가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젊은 층을 중심
으로 ‘읽는 문화’가 사라져 가면서 인쇄매체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세계 잡지시장에서 가장 많은 종수를 발간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다음
으로 중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순으로 많은 종수를 발행하고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는 일부 국가가 누락되기는 하였으나 약 6만여 종
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대중잡지와 전문잡지로 나누어서 살펴보
면, 일본과 프랑스가 대중잡지의 종수가 많은 국가이며 미국, 영국, 네덜
란드 등은 전문 잡지의 종수가 대중잡지보다 많은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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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유럽권 잡지 시장의 규모는 2008년 463억 7,200만 달러에서 2009년 
410억 5,70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년 이후로는 회복세
를 보이다가 2014년까지 연평균 1%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표 20> 유럽권 잡지시장의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14 CAGR

광고 23,788 19,149 18,692 19,131 18,632 19,467 19,548 0.40%

구독료 22,294 21,635 21,304 21,264 21,584 22,012 22,482 0.80%

온라인 290 273 318 453 639 853 1,083 31.70%

합계 46,372 41,057 40,314 40,848 40,855 42,332 43,113 0.01

출처 : PWC, 2009, Zenith Optimedia, 2009

(1) 영국

영국의 잡지시장은 2006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61억 8,600만 달러에서 2009년 57억 5,700만 달러로 감소한 것
으로 보이며 2011년에는 57억 8,4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
망된다. 

<표 21> 영국 잡지 시장의 규모 및 성장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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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광고 2,879 2,769 2,495 2,109 2,112 2,144

구독료 3,829 3,673 3,636 3,600 3,581 3,572

온라인 29 37 55 48 51 68

합계 6,737 6,479 6,186 5,757 5,744 5,784

출처 : PWC, 2009, Zenith Optimedia, 2009

또한, NRS에서 실시한 잡지 구독률 조사 결과 TV가이드 잡지인 
'What's on TV', 'TV Choice', 'TV Times'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22> 영국 인기잡지 Top15 (2009)
순위 잡지명 응답자 점유율 순위 잡지명 응답자 점유율

1  What's on TV 3,511 7 9 The Big Issue 646 1.3
2  Radio Times 2,549 5 10 The Economist 502 1
3  TV Choice 1,784 4 11 TV Easy 488 1
4  TV Times 1,590 3 12 Motorcycle News 479 1
5 Auto Trader 1330 2.7 13 Total TV Guide 457 0.9
6 TV Quick 1042 2.1 14 TV&Satellite Week 457 0.9
7 Nuts 902 1.8 15 Kerrang! 426 0.9
8 Zoo 660 1.3

* 3만 7,22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008년 10월에서 2009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읽은 잡지를 분석한 결과임

출처 : NRS Readership Estimate, 2009

여성잡지 중에서는 약 11%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Asda 
Magazine'이 올랐으며 'Sainsbury's Magazine', ‘Cosmopolitan', 'Good 
Housingkeeping' 순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영국 인기여성잡지 Top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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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잡지명 응답자 점유율
1  Asda Magazine 5,620 11 
2  Sainsbury's Magazine 4,075 8 
3  Cosmopolitan 1,767 4 
4  Good Housekeeping 1,640 3 
5 Waitrose Food Illstr 1638 3.3
6 Vogue 1314 2.7
7 Glamour 1309 2.6
8 BBC Good Food 1125 2.3
9 Weight Watchers Mag 1117 2.3
10 Marie Claire 1051 2.1
11 Ideal Home 917 1.9
12 Homes&Gardens 871 1.8
13 House&Garden 834 1.7
14 Woman&Home 829 1.7
15 Country Living 826 1.7

* 3만 7,22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008년 10월에서 2009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읽은 잡지를 분석한 결과임

출처 : NRS Readership Estimate, 2009

인쇄잡지매출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온라인 잡지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일 260만부의 잡지를 배급하고 있는 
Menzies Distribution은 2008년 6월부터 디지털 잡지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러나 약 160여 종의 잡지를 E-edition으로 제공하던 Menzies는 서비
스 후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서비스 개시 1년에 중단 선언을 했다. 
디지털 잡지 콘텐츠 제공사인 YUDU도 2009년 9월 디지털 잡지 서비스
를 개시했다. YUDU는 기존의 무료 잡지 및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를 대
상으로 한 전자출판 서비스를 통해 구축한 인지도를 활용하여 전자 잡지 
다운로드 사업을 시작했다. YUDU는 사이트 이용자에게 백 만건의 콘텐
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콘텐츠 중 대다수가 소규모의 출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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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출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 사용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잡지 출판물 제작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디지털 형식으로 
출판할 수 있다. Menzies와 달리 YUDU는 소비자가 직접 잡지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디지털 잡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 프랑스 잡지 시장

프랑스의 잡지 시장 역시 2006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에 놓여있다. 
2008년 83억 3,100만 달러에서 2009년 75억 6,300만 달러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74억 4,600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표 24> 프랑스 잡지 시장의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광고 3,073 2,965 2,833 2,249 2,249 2,289

구독료 5,428 5,511 5,456 5,274 5,154 5,091
온라인 19 26 42 40 45 66
합계 8,520 8,502 8,331 7,563 7,448 7,446

출처 : PWC, 2009, Zenith Optimedia, 2009

프랑스 잡지시장의 60%는 아셰트(HFM), 프리즈마 프레스, 이맵이라
는 3대 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 이어 발행종수 10개 내외의 중간 규모
의 잡지그룹이 4∼5개 존재하며, 수백 개에 달하는 독립 잡지사들이 존
재하고 있다. 프리즈마 그룹과 이맵 프랑스(Emap France)는 각각 베르
텔스만과 이맵그룹이라는 외국계 자본을 모기업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외국계 투자 펀드 및 미디어 기업의 중간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지분 투
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자들에 의한 독
립 잡지사의 인수합병이 연이어 벌어짐으로써, 잡지시장의 독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조사기관인 AEPM(Audiences Etudes sur la Press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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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6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프랑스인의 97.2%는 1
개월에 1권 이상의 잡지를 읽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프랑스인의 평
균 잡지 구독 권수는 6.8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가지의 잡지를 
평균 4.6회 연속 구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간지나 격주간지의 경우, 7.9
회 연속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에 따라 여성들은 여성잡지 및 
육아, 가정 잡지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남성들은 스포츠, 자동차
를 비롯한 잡지를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독일 잡지 시장

독일 잡지 시장은 2008년 이후 97억 2,300만 달러에서 2009년을 기
준으로 85억 2,30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82
억 8,500만 달러로 2010년 대비 약간의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5> 독일 잡지시장의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광고 5,871 5,934 5,782 4,731 4,432 4,524

구독료 3,970 3,954 3,878 3,732 3,659 3,659
온라인 28 40 63 60 72 102
합계 9,869 9,928 9,723 8,523 8,163 8,285

출처 : PWC, 2009, Zenith Optimedia, 2009,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독일 잡지시장은 전체 미디어시장 점유율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중 잡지가 20%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전문잡지가 나
머지 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독일 잡지시장이 사실상 대
중잡지산업의 주도하에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독일 잡지시장은 거대 출판그룹에 의한 자본집중이 이미 완료된 
상태며 이들 출판 그룹 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바우어, 
AS, 부르다, 그루너+야르 등 이른 바 잡지산업 4대 출판그룹의 대중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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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장점유율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잡지나, 고객홍
보잡지, 종교잡지 등은 시장의 규모가 작으며 독과점 현상을 보이고 있지
는 않다. 지난 10여 년간 호황을 누린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 잡지 산업
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광고수입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광고수입 
하락은 일간신문의 경우보다 나은 편이지만 최근 독일 경제회복이 예상
보다 느려지고 있어 잡지산업의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 미국

잡지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354억 3,900만 달러에서 2009년 
294억 4,70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까지 0.4%의 연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9월 ABC가 발표한 미국 
내 521개 잡지의 상반기 발행부수는 3억 3,960만부로 전년대비 1.2% 감
소했다. 미국 내 발행 부수 상위 25위에 속하는 잡지들 중에서는 'TV 
Guide', 'Playboy' 등의 발행 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매
점과 신문가판대 등에서의 판매도 3,630만부에 그쳐 전년대비 12%감소
했다. 반면, 상반기 잡지 정기 구독자는 전년대비 1% 증가세를 보였다.

<표 26> 미국 잡지시장의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14  CAGR

광고 24,282 19,107 17,034 16,150 16,774 17,686 18,649 -0.50%

구독료 10,248 9,391 9,044 8,874 8,821 8,950 9,080 -0.70%

온라인 909 949 1,057 1,239 1,510 1,865 2,315 19.50%

합계 35,439 29,447 27,135 26,263 27,105 28,501 30,044 0.40%

출처 : PWC, 2009, Zenith Optimedia, 2009,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현재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잡지의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사
실상 무리다. 잡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등록이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
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가지와 
무가지, 그리고 주간, 월간, 격주간 등 발행 형식도 다양하고, 발행 주체
도 워낙 다양해서 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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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단초를 발견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부수공사인 ABC에서는 광고
주에게 정확한 발행부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맹 잡지의 숫자를 파
악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BC의 발행 부수 감사를 받는 잡지
의 수는 1988년 559개에서 2005년에는 718개로 증가했다. 물론 법률적 
제약이 없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는 유가지이나 
발행 부수 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잡지나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무가지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에 SRDS(Standard Rate and Data Service)
의 자료에 따르면 1988년 1,723개였던 잡지 수가 2005년에는 2,640개
로 증가했고 BPA Worldwide의 자료에 따르면 1989년 196개였던 잡지 
수가 2004년에는 208개로 집계되었다. PIB의 자료에는 1988년 156개였
던 잡지 수가 2005년에는 239개로 소폭 증가했다. 이들 자료는 해당 기
관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잡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PIB 처럼 지역별로 
광고요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시장에서 샘플을 취한 수라는 점
에서 전체 잡지 수를 추정하는 자료로서는 적합지 않다. 대신에 발행 잡
지 수만을 염두에 둔다면 전국잡지 색인집(National Magazine Directory 
Index)의 자료가 신뢰할 만하다. 이에 따르면 1988년 1만 3,541개였던 
잡지 수가 2005년에는 1만 8,267개로 대략 20% 정도 잡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역지 등이 누락될 개연성이 있어서 
실제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잡지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것이라
고 추정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미국 잡지협회(MPA)에 따르면, 18세 이상 미국 인구 중 잡지를 구독
하고 있는 소비자는 2004년 1억 7,937만여 명에서 2008년 1억 8,968만
여 명으로 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xbride Communication이 
연도별 잡지 수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잡지 수는2005년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판매를 목적으로 
출판되는 상업용 잡지도 2008년 7,383종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고 수입 급감으로 경영난에 처한 잡지사들이 증
가하면서 폐간되는 잡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잡지의 폐간 현
황을 살펴보면, 2001년 무려 166종의 잡지가 폐간되었으며, 2007년에는 
62종, 2008년에는 54종의 잡지가 폐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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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도별 북미 잡지 수 증감 추이 (1999~2008)

출처 : Oxbride Communication, 2009

소비자들의 잡지 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선호 잡지를 정기 구독하는 
우편을 이용한 잡지의 구독 비율이 가판대에서 구매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기준 정기 구독 비율이 전체의 
88%에 이르렀으며, 가판대 구매는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미국의 연도별 잡지 구독 현황
연도 정기구독 가판대 구매 현항
1999 310,074,081 62,041,749 372,115,830
2000 318,678,718 60,240,260 378,918,978
2001 305,259,583 56,096,430 361,356,013
2002 305,483,345 52,932,601 358,370,946
2003 301,800,237 50,800,854 352,601,091
2004 311,818,667 51,317,183 363,135,850
2005 313,992,423 48,289,137 362,281,559
2006 321,644,445 47,975,657 369,062,102
2007 322,359,612 47,433,976 369,793,587
2008 324,818,012 43,664,772 368,363,773

* 만화, 연간 및 국제판 잡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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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C 데이터를 바탕으로 MPA에서 집계, 2009
현재 미국의 잡지사 중 온라인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상

업용 잡지를 기준으로 2005년에는 4,712개였던 것에 반하여 2009년 3
월에는 7,473개로 증가했다.

<그림 7> 미국잡지사 온라인 사이트 운영 현황

출처 : MediaFinder, 2009

잡지사의 온라인 사이트 운영 비율이 증가하면서 잡지사 온라인 사이
트 이용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잡지사 온라인 사이트의 순방
문자 수는 2007년 1분기 63억 2,000만 명에서 2007년 1분기 75억 
8,000만 명으로 20% 가량 증가했으며, 총 방문시간 역시 19억 분에서 
23억 분으로 증가했다. 

<표 28> 미국잡지사 온라인 사이트의 순방문자수 및 총 방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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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순방문자 수(천만) 총 방문시간(10억분)
2007년 1분기 632 1.9
2008년 1분기 707 2.2
2009년 1분기 758 2.3

2007년 대비 성장률 20% 21%
출처 : Nielsen Online analysis, 2009

3) 일본

1950년 이후 서적과 잡지의 판매금액을 보면 대체적으로 잡지가 서적
을 앞서가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그 폭이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산업규모 면에 있어서도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이 
실현된 1970년대 이후 광고매체로의 성격을 강화시켜 나간 잡지미디어를 
중심으로 잡지 우위의 출판시장이 편성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단, 
1996년 2조 6,563억 엔(추정판매금액)을 최고점으로 하여 이후 일본의 
출판계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출판산업 규모의 추이

* 출판지표연보의 추정판매금액은 토리츠기(물류유통회사) 경유로 유통된 출판물의 판
매금액으로 매상을 발표하지 않거나, 토리츠기를 경유하지 않고 유통되는 출판물 전
체의 유통금액은 당연히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출판과학연구소, 2006, 출판지표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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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잡지 시장은 2008년 96억 4,400만 달러에서 2009년 82억 
1,80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까지 -0.7%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79억 4,500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9> 일본 잡지시장의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14 CAGR
광고 3,945 3,012 2,693 2,649 2,519 2,590 2,663 -2.40%

구독료 5,606 5,110 4,864 4,822 4,861 4,942 5,052 -0.20%

온라인 93 96 106 129 154 188 230 19.10%
합계 9,644 8,218 7,663 7,600 7,534 7,720 7,945 -0.70%

출처 : PWC, 2009, Zenith Optimedia, 2009

일본의 ABC 협회에 의하면  2008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발행 부수
가 증가한 잡지는 39종으며 발행부수가 감소한 잡지는 106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반적인 잡지 시장의 침체현상에도 불구하고 판
매 호조를 보인 잡지가 있다. 다카라지마사(宝島社)가 30대 여성을 타깃
으로 하여 발행하는 'InRed'이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배 이상의 성장을 기
록했다고 한다. 또한 20대 후반을 타깃으로 하는 'Sweet' 역시 65% 가
량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뉴스에 대한 관심도 상
승으로 '주간 동양 경제'가 9.8%, '주간 다이아몬드'가 9.5% 증가세를 보
이며 부수를 늘려가고 있다. 

일본의 한 리서치 기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간 
평균 잡지 구매는  27.0%가 1권, 19.6%가 2~3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구매자의 경우 2006년보다 8.5% 증가한 40.1%에 달했다. 잡지 구매
자들이 구독하는 잡지의 장르로는 니스 및 실용이 13.8%로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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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구매율이 아닌 구독률의 경우에는2-3권 30.7%, 4~5권이 16.4%, 
1권이 14.8%로 나타났으며, 읽지 않는다는 비율은 21.7%로 감소하였다. 
선호하는 잡지의 장르 역시 쿠폰 정보지가 26.7%로 1위로 나타났으며, 
여성패션이 24.0%, 가정정보 및 요리가 23.3%, 종합 주간지가 21.4%로 
나타나 구매하는 잡지 비율과는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일본의 잡지시장 역시 디지털 잡지 시장으로의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2009년 잡지협회에 의해 열린 '잡지 콘텐츠 디지털 추진 컨
소시엄' 설립 총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따라 잡지업계는 출판사 
및 인쇄, 광고, 통신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저
작권 협상과 공동 플랫폼 구축,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공동 
포멧화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인 실험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 
내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지털화에 대응한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 광고 기획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이미 인쇄, 광고, 통신 분야
의 35개 업체가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 중국

중국 잡지 시장은 2008년 28억 1,700만 달러에서 2009년 28억 
6,500만 달러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까지 6.1%의 연평균 성
장률을 보이며 38억 5,9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0> 중국 잡지시장의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14 CAGR

광고 446 424 433 450 510 567 610 7.50%
구독료 2,368 2,437 2,504 2,636 2,832 3,028 3,224 5.80%
온라인 3 4 7 10 16 22 25 44.60%
합계 2,817 2,865 2,944 3,096 3,358 3,617 3,859 6.10%

출처 : PWC, 2009, Zenith Optimedia, 2009, 스트라베이스 재구성

중국의 경우, 개혁 개방 이전에는 잡지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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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대부분은 정치색을 띈 잡지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잡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잡지 시장도 
변화를 겪었다. 잡지가 다루는 주제 범위가 넓어지고 잡지 종류가 증가하
면서 대중잡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대규모 잡
지 그룹이 등장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치면
서 중국에는 2007년 기준 9,468개의 잡지가 발행되고 있으며 발행부수 
30억 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31> 중국 잡지시장 성장추이 (2000~2007)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종수 8,725 8,889 9,029 9,074 9,490 9,468 9,468 9,468

발행부수
(억부) 29 29 30 30 28 28 29 30

출처 : 일본 '출판뉴스' 2009년 5월호; 대한출판문화협회 2009 재인용

200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문자 해독이 가능한 중국 성인들이 한 
해 평균 7.4권의 잡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19세 사이 
청소년들은 한 해 평균 10.6권의 잡지를 구매하여 가장 열심히 잡지를 
보는 연령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사이에는 잡지 구독
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 거주자들은 68.2%가 잡지를 보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잡지를 보는 비율이 47.9%에 불과했다. 또한 도시 거
주자들은 일인당 한해 평균 49 위안을 들여 11.3권의 잡지를 구매하는 
반면, 농촌 거주자들은 15위안을 들여 5.3권의 잡지만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잡지 산업의 문제점
현재 한국의 잡지산업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불황상태이다. 또한 한국 

잡지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는 잡지사 규모의 영세성, 잡지사 간
의 과당경쟁(경품부록포함),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육성책 부제,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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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입 의존성, 국민의 독서량 감소,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이 있다. 한
국 잡지산업의 위상 강화를 위해 혁신․도약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 문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종 간 경쟁 심화

잡지출판 산업 내에서의 동종간 경쟁 심화 및 위험기피적 경영 만연하
다. 최근 전세계적인 잡지시장의 추세를 살펴보면 잡지의 숫자가 계속 증
가하는 가운데 주제를 세분화하고, 부수를 낮게 조정하며, 독자의 요구에 
맞는 잡지를 지향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결국 이렇게 주제를 세분
화하고 독자를 집중해 나가는 것이 광고획득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다양해지는 독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관심은 잡지를 더욱 세
분화․차별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소수의 독자를 대표적으로 하는 수준 
높은 전문잡지들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잡지사 등록기관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된(’09.3.18.) 이후 등록 잡지종수가 대폭 증가, 잡지사간 경
쟁 격화되었다. 연간 등록 잡지 종수 ‘08년 189종 에서 ’09년 1,787종으
로 급증하였다. 또한 잡지사 규모의 영세성, 취약한 자본경쟁력으로 독창
적인 콘텐츠 개발 및 노후화된 제작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여력 부족하
다. 신문사, 교과서 및 학습지 출판사에 비해 대다수 잡지사(41.4%)는 
10~49인 규모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상황인 것이다.

<표 32> 주요 출판업의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
(단위: %)

구 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100%)

신문발행업 2.4 3.8 13.2 19 61.5 15,594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4.6 9.1 17.9 23.8 44.4 13,178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16.2 23.2 41.4 15.4 3.8 9,947명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09 콘텐츠산업백서」 

국내의 잡지는 그간 많은 잡지인의 노력으로 발행종수와 발행부수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잡지사들의 
독자적인 컨텐츠 개발의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이는 특정 분야의 잡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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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하면 유사 잡지를 따라 만드는 위험기피적 경영이 이뤄지면서 동 종 
잡지 간 과열경쟁과 콘텐츠의 획일화를 조장하였다. 국내 독자들의 해외
잡지 선호 성향과 해외 잡지의 풍부한 제작기술, 잡지경영의 노하우 때문
에 해외잡지의 판권을 사들여 발행하는 형태가 성행하면서 수준 높은 독
창적인 전문잡지 개발 시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소수의 독자
를 표적으로 하는 수준 높은 내용을 담은 전문잡지의 개발하려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주변의 작은 관심도 잡지의 컨텐츠로 개발하는 외국의 
사례를 귀담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구조개선을 위해 적정량을 발행하는 풍토가 조성되고는 있지
만 아직도 발행 부수의 과도한 낭비는 잡지시장에서 유통되는 잡지의 양
을 증가시키는데 한 몫하고 있다. 과다 발행 유통으로 인한 반품의 증가
는 총판업계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물량증가는 보
관, 배송, 반품처리를 담당하는 총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총판의 영업력
을 약화시킨다. 만약 발행 부수가 적절히 조절되면 인쇄비용절감, 용지대 
인하 등으로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발행 부수가 광고수주에 관건이 
됨으로 업계관행이 쉽게 고쳐지리라 보기 어렵다.

한편 한국적인 잡지 컨텐츠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의 부족현상이 일고 
있다. 현재 전세계는 지구촌으로 묶여가고 있으며, 다국적 미디어 그룹의 
해외시장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미디어시장이 서서히 
개방되고 있으며, 외국잡지와 제휴한 라이센스 잡지의 숫자도 더욱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잡지 산업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잡지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더 나아가 해외
시장의 개척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개방화시대에 한국잡지산업이 외
국잡지의 국내진출을 수동적으로 걱정하는 단계를 벗어나, 우리만의 독자
적인 컨텐츠를 개발하여 우리 잡지가 해외시장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국
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의 청소년이 일본잡지에 많
은 관심을 보이듯이, 우리도 우리와 생활문화권이 비슷한 동남아 시장의 
개척을 한번 노려 볼만하다. 이제 우리 잡지는 표준독자가 국내인만이 아
니라 지구촌 시대의 전 세계인이라는 것을 감안, 넓은 시야에서 편집되어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는 길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잡
지 수출 1호의 업적을 기록한 <노블레스>의 사례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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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잡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족

잡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부족하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4년제 대
학 내에서 잡지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잡지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처음으로 정규학과가 설치된 곳은 1982년 혜전전문대학(혜전대학)에 
있는 출판과이며, 이후 1989년 대전전문대학(혜천대학)에 개설된 출판
과, 부산전문대학(부산정보대학)에 인쇄출판과 등이 생겨났고 4년제 대
학교의 경우, 정규대학 과정에 출판관련 학과의 광주대학교 출판광고학
과, 원광대학교 문예출판학과가 개설되었다가, 각각 언론광고학부와 문예
창작전공으로 통합되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제주
도의 탐라대학교만이 출판미디어전공이 개설되었지만 이 역시 사라졌다.  

지금까지 잡지협회는 자체적으로 잡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두 
차례 잡지대학을 개설해오던 것을 2003년 3월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잡
지교육원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날로 변화하는 잡지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좀더 심도 있고 항구적인 교육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
된다. 잡지산업은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ㆍ지식산업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잡지산업을 이끌어나갈 고급인력의 양성이 더욱 절실하다. 잡지
의 독자가 잡지를 구독하는 이유는 다른 매체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확인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매체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전문화되고 심층
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따라서 잡지교육원에만 전문인력의 양성을 
의존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잡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잡
지인의 재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해외의 경우 (영국)Oxford Brooks University, London Institute, 
Middlesex University, (미국) Rochester Institute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City University 등의 대학이 잡지관련학과를 개설하여 
잡지분야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해외 미디어와의 자유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잡지 전문인력과 전문번역가의 
양성 및 지원이 긴요하나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잡지산업이 고부가의 매체산업으로 살아남으려면 잡지제작의 
주체인 기자, 편집전문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인력의 개발에 많은 투자



- 76 -

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잡지협회는 자체적으로 잡지 전문인력의 양
성을 위해 매년 두 차례 잡지대학을 개설해왔다. 그러나 날로 변화하는 
잡지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좀더 심도 있고 항구적인 교육 대책이 시급
하다고 보여진다. 잡지산업은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지식산업이라
는 점을 감안할 때, 잡지산업을 이끌어 나갈 고급인력의 양성이 더욱 절
실한 형편이다. 잡지의 독자가 잡지를 구독하는 이유는 다른 매체에서 제
공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매체가 제공해주지 못하
는 전문화되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일
회적인 교육에 머무는 잡지대학에만 전문인력의 양성을 의존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잡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잡지인의 재교육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라이센스 잡지의 의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잡지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벨지움과 제휴
를 맺어 발간되는 잡지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최초 외국인 투
자가 이뤄진 잡지사는 <마리끌레르> 등의 라이선스 잡지를 발행하고 있
는 ‘가야미디어’이다. 가야미디어에 50%자본을 투자한 회사는 프랑스의 
<마리끌레르> 본사로, 이번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회사 명칭을 가야
미디어에서 ‘MCK Publishing Co. Ltd’로 변경했다.

1990년대부터 유행처럼 발간되고 있는 라이센스 잡지는 앞으로도 계
속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패션잡지 뿐 아니라 생활정보지, 여행지 등 그 
분야와 그들이 겨냥하는 연령대도 다양하다. 현재 국내에서 발행 중인 잡
지협회에 등록된 라이센스 잡지는 미국 33종, 영국 16종, 프랑스, 일본 
각 13종, 중국 4종을 포함하여 총 87종에 달한다. 또한 스포츠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격의 잡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특히 스포츠지, 패션지 
등 큰 범주 내에서도 세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우리나라 독자들의 
외국잡지 선호 성향과 외국 잡지들의 풍부한 제작기술과 잡지경영 노하
우가 라이센스 잡지 발간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4) 유통과정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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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잡지유통은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매서점이
나 지하철 가판대, 터미널이나 기차역,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잡지들은 총판이라는 잡지도매업체의 중간유통 단계를 거친다. 즉 우리나
라 잡지유통은 ‘잡지사-총판-소매서점’(기타 역구내, 편의점, 문방구 등)
의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기구독이 우편제도와 우편요금의 문제로 인해 다소 불편한 유통체계
이듯, ‘잡지사-총판-소매서점’ 간의 접지유통 또한 각 주제별 이해관계
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많은 
총판의 폐업으로 잡지유통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잡지총판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이며 그런 의
미에서 한국형 잡지유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경쟁 체
제, 경영의 영세성, 정보화의 낙후성 등으로 잡지산업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800-1000개에 달하는 총판은 한 업체 당 
많게는 150여종, 적게는 20여동에 이르는 잡지의 보관, 배송, 수금, 반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많은 총판들이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중복투자와 비용지출이 
과다하게 나타난다. 이는 잡지사, 총판업체 및 배송업체의 경영상의 어려
움을 가져오고 독자들에게는 가격의 인상, 구입지연의 어려움을 낳는다. 
결국 잡지유통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영세하
여 업계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잡지 산업의 
유통문제는 근본적으로 전근대적인 유통체재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잡지 유통구조는 규모의 영세성, 
지나치게 복잡한 유통경로, 전근대적인 물류체제, 거래의 불공정성, 유통
정보의 취약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반품 및 어음결제 등으로 잡지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또한,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메이저 잡지위주의 유통 및 지역 총판 난
립의 문제가 있다. 잡지유통업체는 메이저급의 라이센스 잡지나 매출이 
큰 전문잡지 위주로 유통을 하려하므로 신규잡지나 인지도 낮은 잡지의 
유통이 힘들다. 잡지전문 유통대행업체는 대규모 2개사(송운유통, 정기간
행물협동조합) 및 7개 정도의 군소업체가 있으며 유명잡지 선호 경향으
로 무명․신규잡지의 유통에 불리하다. 특히 유통대행사들이 책정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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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잡지 유통대행비 역시 잡지사의 유통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
고 있다. 잡지 유통대행비는 1종당 평균 80만원 정도로 총 판매대금보다 
높아 잡지사에 부담이 된다. 

더불어 지역별로 다수의 영세한 총판이 난립하므로 단순 배본, 반품, 
수금 업무만 수행할 뿐 잡지 유통 및 판매와 관련한 데이터 집계가 불가
능하다. 전국적으로 잡지를 중점적으로 유통하는 총판은 약 150개(서울
50/ 지방100)로 영세한 규모와총판 간 영역(단행본/학습지/잡지) 붕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다.

잡지총판 시스템은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이며 그런 의
미에서 한국형 잡지유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잡지가 서
점에서 큰 판매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공급채널은 일반 
도서와 함께 ‘토한’이나 ‘일본출판판매(주)’와 같은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
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잡지도매업체, 즉 총판은 판매대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잡지사의 잡지
발행활동을 지원하면서 우리 나라 잡지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 총판들은 
새로운 잡지의 창간과 발행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잡지사에 제공하는 한
편, 거래처인 소매서점과의 관계에서는 구매 대리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상
품정보제공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잡지선택과 구매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총판은, 과도한 
경쟁 체제, 경영의 영세성, 정보화의 낙후성 등으로 인해 잡지산업 발전
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약 1천여 개에 육박하는 총판
은 한 업체 당 많게는 150여 종, 적게는 20여 종에 이르는 잡지의 보관, 
배송, 수금, 반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많은 총판들이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중복투자와 비용지출이 
과다하게 나타난다. 이는 잡지사, 총판업체 및 배송업체의 경영상의 어려
움을 가져오고 독자들에게는 가격의 인상, 구입지연의 어려움을 낳는다. 
잡지유통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현재의 잡지 유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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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 총  판  서  점

잡지사

잡지사

총  판

총  판

 서  점

 서  점

총판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영업, 배송, 보관 수송, 수금, 
반품 등 출판사의 기획업무, 서점의 판매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상적유통은 기존의 총판 또는 도매부분에서 담당하고 물적유
통은 전문 물류회사에서 처리하는 등의 상물분리가 필요하다.

잡지유통 정보화란 잡지사 발간되어서 독자가 구매할 때까지 발생되어
지는 유통정보(배부, 입고, 출고, 판매, 재고, 반품, 수금 등)를 정보가 필
요한 대상에게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상적, 물적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잡지사에서 정확한 마케
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종합적인 잡지정보기사를 독
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

‘잡지사-총판-서점’ 간의 정보화는 상적, 물적,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잡지사에서 정확한 마케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이다.

현재 잡지사 및 총판업계에 컴퓨터는 거의 보급이 되어 있어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나 총판의 경우 그 업무가 단순히 매출관리 정도에 그치고 
있어 외부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는 드문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잡지유통 정보화에는 업계의 정보통신(컴퓨터+통신) 환경구
축과 유통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먼저 잡지유통업계(잡지사-총판-서
점)간에 정보통신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유통표준화는 잡지, 잡지사, 
총판, 서점코드를 표준으로 정한다.

잡지코드 표준화는 국제연속간행물번호(ISSN)를 1992년 국립중앙도
서관에서 부여해 오고 있으나, 바코드로 인쇄가 되지 않아 부착률 15% 
수준이다. 이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바코드 부착률 80%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서점 POS 시스템 구축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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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유통거래처코드의 표준화의 문제이다. 잡지사, 서점 및 총판
(도매) 거래처코드가 업계 내에서 표준화가 안되고 있어 잡지사 및 총판, 
서점에서 전산처리시 코드를 각자 부여함에 따라서 자체 컴퓨터에서 외
부 컴퓨터로 자동정보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5) 독서문화 침체 및 뉴미디어 접목 실패

독서문화의 침체 및 뉴미디어 접목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독
서문화의 침체와 더불어 케이블TV,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매력적인 대체미디어의 등장으로 잡지 독자층 급감하고 있다. 평일 하루 
미디어 총 사용시간(336분) 중 성인은 잡지에 6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조
사된다. 

<표 33> 하루 평균 미디어 접촉 시간
인쇄매체 영상매체 음향매체 정보오락매체

매체
종류 일반도서 만화 잡지 신문 TV 영화 라디오 음악 인터넷 게임

휴대폰/
PDA

시간 31분 3분 6분 18분 102분 13분 24분 35분 59분 16분 29분

계(336) 58분 115분 59분 104분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민독서실태조사」

또한 증강현실, QR코드 등의 새로운 잡지제작기법의 접목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뉴미디어 기기 사용 독자들의 선택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
는 상황이다. ‘09년 소비자 행태조사 결과, 잡지의 접촉률은 26%로 신문
에 이어 5위 (지상파TV 77%, 인터넷 53%, 케이블TV 36%, 신문 32%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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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의 잡지 전망: 웹진을 중심으로
1. 전자출판과 웹진 산업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이란 용어는 1976년 최초로 사용되었
으며, 국제 출판 협회(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가 
1980년에 전자출판 위원회(Electronic Publishing Committee)를 설치하
면서 정착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플랫폼, 유통 등이 발달
하면서 전자출판에 대한 개념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전자출판이 산업 관계자 및 수용자들에게 주목받게 된 것은 1985년 미국
에서 개발된 새로운 편집시스템인 DTP(Desktop Publishing)와 
CD-ROM을 통한 전자출판물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난 후라고 볼 수 있
다. 온라인 전자출판의 경우 PC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형태로 시작되
어 현재의 경우 무선 인터넷과 광대역 통신망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초기의 온라인 전자출판은 통신망의 한계로 인해 텍스트가 주를 이루었
지만,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형 
서비스로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전자출판물이란 결국 전자출판 결과물로 종이로 이
루어진 일반 출판물의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이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
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모든 
간행물을 포함한다. 남동선(2010)의 연구에 따르면, 종이와 잉크를 통해 
표현되고 기록된 것을 ‘기존출판물’ 또는 ‘서책형 출판물’이라 본다면, ‘전
자출판물’은 기존 출판물에 대한 디지털화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되는 콘텐츠(정보)를 포함하는 저작물 또는 출판물이라 할 수 있다. 
전자출판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형태로 출
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
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
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3)

3) 200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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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자출판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전자출판물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단말기 및 콘텐츠 제작 기술(e-paper)이 발
전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또한 수용자 및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출판 
및 인쇄 산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의 직
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모색되면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
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EU 등에서 
교육 선진화, 녹색성장 등의 기치아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디지털 교
과서 보급, 전자 도서관 등 전자출판 산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활성
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계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대형 유통사업
자들(Barnes & Nobles 등)이자사의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소규모 또는 
개인 출판이 용이해졌고,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에서도 전자출판 산업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2010)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도서 시장은 2014년
까지 연평균 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전자책 시장의 경우 2014년
까지 연평균 27.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태블릿 PC와 스마
트폰 등의 전자책 단말기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자출판 시장 또한 지속적
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국내외 전자출판 산업 동향
1) 해외 전자책 시장 동향 및 전망

전자출판 내에서도 전자책 시장의 경우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업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자책 시장이 향후 크
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의 배경에는 기존에 전자
책 시장에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출판사들이 전자책 
콘텐츠와 관련해 유통사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전자책 시장으로 진출하
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
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자책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럽과 캐나다 등

출판물의 기준을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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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진국이 뒤를 잇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의 전자책 산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의 전자책 시장의 경우, 2009년 도매기준 약 1억 
6,58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8년 대비 3배 증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국제 전자책 시장의 경우 아마존(Amazon)의 킨들(Kindle), 바네
스&노블(Barnes & Noble)의 누크(Nook), 소니(Sony) 그리고 최근에는 
애플(Apple)의 아이패드(iPad)가 경쟁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 킨들의 경
우 2007년 11월에 출시되면서 25만 권 이상의 콘텐츠를 보유하면서 전
자책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다양한 킨들 시리즈를 차
례로 출시하고, 스마트폰에 대응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출시하면
서 도서 양을 40만권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
고 있다.

구글(Google)의 경우 2009년 후반기에 디지털 도서관, 구글 북서치 
등 도서 관련 프로젝트 중 첫 수익사업인 구글 에디션스(Google 
Editions)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까지 50만 권의 디지털 도서를 확보, 구글 에디션스에서 
직접 책을 구매하거나 이 플랫폼을 쓰는 온라인 서점 등에서 자유롭게 
책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자책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출판사, 유통사에서 전자책 콘텐츠의 확보를 위한 노
력은 세계 전자책 시장 규모에 높은 성장률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1) 북미권 전자책 시장 동향 및 전망

북미권 전자책 시장의 규모는 2008년 13억 100만 달러에서 2009년 
14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3.0%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
까지 21.5%의 연평균 성장률로 38억 9,0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
으로 전망된다.

<표 34> 북미권 전자책 시장 규모 전망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14 CAGR

규모 1,301 1,470 1,804 2,219 2,701 3,260 3,890 21.5%

출처 : PWC, 2009, Zenith Optimedi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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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마존과 소니를 비롯한 전자책 시장의 주요 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직 초기에 머물러 있는 세계 전자책 시장을 선도
하고 있다. 실제 전자책 이용자들의 단말기 및 콘텐츠 소비량이 점차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닐슨북스캔(Nielsen BookScan)의 조사에 따
르면, 전자책 단말기를 통한 콘텐츠 구매 의사가 2008년 23%에서 2009
년 33%로 증가했으며,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PC를 통해 콘텐츠 구매 의
사도 2008년 23%에서 2009년 27%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최근 스마트
폰 활성화 추세를 고려해볼 때, 향후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전자책 단말
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되는 콘텐츠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판타지ㆍ과학소설, 범죄ㆍ스릴러
물에 대한 소비가 2009년 기준 전년대비 10.8%, 6.5% 증가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전자책 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디지털 교과서 산업과 관련하
여 해당 산업체들의 경쟁 심화를 들 수 있다. 실제 대학 교재용 전자책 
출판업체인 코스스마트(CourseSmart)가 2009년에 애플 아이튠스와 아이
팟터치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eTextbooks for the 
iPhone’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곳에서 이
용자의 단말기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국제디지털출판포럼에 따르면, 미국 전자책 시장의 규모가 2009년 킨
들2가 출시된 이후 매년 100% 이상 성장하여 2010년 3분기에 1억 2천
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출판협회(AAP)에 따르면, 2010년 8월 기준 미
국 전자책 매출규모가 전체 책(출판) 산업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미국 전자책 시장의 성장의 또 다른 동력원으로 애플의 아이패드 
출시와 아이북스(iBooks) 런칭을 들 수 있다. 실제 2010년 4월 아이패드 
출시를 기점으로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했으며, 전자책 플랫폼인 아이북스 
및 아마존 킨들과 연동되는 플랫폼을 통해 시장을 성장시켰다. 또한 아이
패드가 등장하면서 기존 전자책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 확대 및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전
자책 시장의 성장과 관련하여 연구기관별로 다양한 예측이 존재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종이책 시장을 대체하거나 신규 시장을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출판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불황을 격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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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독자와 발행 잡지의 종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잡
지협회(MPA)에 따르면, 잡지 구독자는 2004년 기준 1억 7,937만여 명
에서 2008년에 약 6% 증가하여 1억 8,968만여 명이 잡지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되는 잡지 수의 경우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잡지의 경우
도 2008년 기준 7,383 종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다. 발행 잡지 
수가 수자상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광고 수입 급감 등의 경영난으로 폐
간되는 잡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잡지 시장은 성장세에
서 하락세 변화하였다. ABC(2009)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미국 내 잡
지 발행부수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3억 3,960만부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잡지사 중 온라인 웹 사이
트를 운영하는 잡지사의 비율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 
7,473개로 증가하였다(상업 잡지 기준). 이처럼 웹 사이트를 활용하는 
잡지사가 증가하면서 잡시자의 온라인 사이트 이용자도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다. 실제 2007년 1분기 잡지사 온라인 사이트 순방문자 수는 75억 
8,0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총 방문시간 역시 19억 
분에서 23억분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웹 성장률이 7%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잡지사의 온라인 사이트 이용의 증가는 매우 급격한 양
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4)

(2) 유럽권 전자책 시장 동향 및 전망

유럽권 전자책 시장의 경우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억 
1,700만 달러에서 2009년 1억 4,600만 달러로 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막대한 양의 도서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 개선계획 등을 고
려해볼 때, 2014년까지 53.8%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규모는 
12억 5,700만 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5> 유럽권 전자책 시장 규모 전망
4) 미디어 시장조사기관 MediaVest에서 실시한 '2008 Print/Digital Study'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온라인 버전이 종이 잡지를 대체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패션/뷰티 

분야에서 15%로 가장 높았고, 연예분야 13%, 건강 및 복지 분야 12%, 음식/요리 분야 

1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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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14 CAGR

규모 117 146 194 292 519 837 1,257 53.8%

출처 : PWC, 2009, Zenith Optimedia 2009

유럽의 경우 세계 최대의 도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도입 비율은 저조한 편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처럼 아마존(Amazon), 소니(Sony), 반스앤노블(Barnes & 
Noble) 등의 주요 사업자가 시장을 주독하는 것이 아니며,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유럽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콘텐츠 가격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RPM 정책(Resale Price Maintenance Policy)5)으로 인
해 전자책 콘텐츠 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결국 유럽의 이용자들은 전
자책 단말기뿐만 아니라 비싼 가격의 콘텐츠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기
에 종이책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의 장점을 살
리지 못하고, 결국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최대 도서전(Frankfurt Book Fair)에서 선보인 도서의 
45%가 전자책 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전자책 시장의 전망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아마존이 유럽 전역에 킨들(Kindle)을 판
매하기로 했으며, 주요 전자책 사업자들도 참여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자
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유럽 출판시
장의 활로서 전자책 시장에 대한 기대가 확산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권의 전자책 시장 확산은 현재 EU가 진행 중인 도서 디지털화 지
원에 의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위원회(EC)는 2009
년 10월 19일 기존 도서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저작
권법 개정에 착수했으며, 종이 서적을 스캔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함에 
있어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존 도서 
디지털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서적 이용비용을 일괄 징
수하여 운영하는 독립 기구를 신설하고, 저작권자에게 이용료를 분배하는 

5) 출판 시장의 보호를 위해 규정 이하의 가격대로 서적을 할인 판매할 수 없게 법제화한 

규정으로 프랑스의 경우 정가의 할인율이 5%로 제한되어 있으며, 독일은 최초 출간일로

부터 18개월간 할인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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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밝힌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와 출판사에 대한 보상 문제가 쉽게 해결됨에 따라 관련 도서를 
디지털화하는 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EU 내의 27
개 회원국은 각기 다른 저작권법 체계를 갖고 있어 도서의 재출간이나 
디지털화에 필요한 허가를 얻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또한 저작권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확보가 어려워 디지털화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Google은 
EU의 저작권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 동안 Google은 고서 스캔 
작업으로 유럽 각국에서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EU는 Google 
디지털 도서관 사업과 관련한 EU 내 저작권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 관
련 법 정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럽 지역의 경우 디지털 도서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럽
의 각종 문화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유럽 연합의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가 2008
년 11월 20일 'Europeana'로 결실을 맺고 첫 선을 보였다. 유럽의 문화
적⋅학문적 유산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전역의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에서 2005년 4월부터 시작된 'Europeana'는 2008년 
개관 당시 수많은 이용자들의 접속 폭주로 잠시 서비스가 중단되는 해프
닝을 겪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Europeana'에 이어 2009년 10월에는 디지털 도서관을 오
픈했다. EU의 디지털 도서관은 온라인을 통해 유럽연합과 관련한 지난 
50년간의 문서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연
합 국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장려할 것"이라는 EU의 서명에 근거하여 관
련 자료들은 영어, 프랑스어를 비롯한 유럽연합국의 언어는 물론, 일부 
출판물은 러시아어, 중국어를 비롯한 20여 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종이 잡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디지털 버전의 온라인 잡
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잡지사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영국에서 매일 480만부의 신문과 260만부의 잡지를 배급하고 있는 
Menzies Distribution은 2008년 6월부터 디지털 잡지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러나 약 160여 종의 잡지를 E-edition으로 제공하던 Menzies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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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개시 후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서비스 개시 1년 만인 2009년 6
월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단순히 종이 잡지의 온라인 버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매력을 끌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영국의 디지털 잡지 콘텐츠 제공사인 YUDU 역시 2009년 9월 디
지털 잡지 서비스를 개시했다. YUDU는 기존의 무료 잡지 및 개인과 소
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출판 서비스를 통해 구축한 인지도를 활
용하여 전자 잡지 다운로드 사업을 시작했다. YUDU는 온라인 디지털 매
거진 콘텐츠 업체로서 사이트 이용자에게 백만건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
공하고 있으며 이 콘텐츠들 중 많은 수가 중소 출판사 혹은 개인 출판사
들의 자가 출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 사용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잡지 등의 출판물 제작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디지털 형식으로 출판할 수 있다. Menzies와 달리 YUDU는 소비자가 직
접 잡지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디지털 잡지 시장을 공략
하고 있다.

(3) 일본 전자책 시장 동향 및 전망

일본 전자책 시장은 2008년 3억 2,700만 달러에서 2009년 3억 5,800
만 달러로 전년대비 9.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까지 15.8%
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7억 4,6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6> 일본 전자책 시장 규모 전망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9-’14 CAGR

규모 327 358 394 454 529 626 746 15.8%

출처 : PWC, 2009, Zenith Optimedia 2009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자책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은 전용 단말을 
활용한 전자책 시장보다 휴대전화 기반의 모바일 전자책 시장을 중심으
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mpress R&D에 따르면52), 2008년 기
준 모바일 전자책 시장은 전체 전자책 시장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이용자의 전자책 이용률도 2007년 29.6%에서 
2008년 32.7%로 증가했다.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콘텐츠 전자화, 중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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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정비에 의한 유통 구조개선, 콘텐츠 증가에 따른 신뢰도 향상에 힘
입어 모바일 전자책 시장이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전자책 시장이 성장하면서 모바일 콘텐츠를 종이도서로 출판하
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상반기 기준 종이서적 단행본 
베스트셀러 10종 가운데 1, 2위를 비롯한 5종이 모두 모바일 콘텐츠를 
종이책으로 출판한 휴대폰 소설이었다.

전자책 콘텐츠 공급사를 대상으로 iPhone 이용자를 고려한 Apple App 
Store 등 신규 플랫폼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참가하고 싶
다는 답변이 28.3%로 참가하지 않겠다는 답변인 21.7%보다 높게 나타
났다. Android Market이나 Ovi Store에 대한 참가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
도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응답이 52.2%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외에 최근에는 Nintendo DS, PSP, Wii를 비롯한 유명 게임
기를 활용한 전자책 시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08년 7월에는 Nintendo 
DS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책 서비스 'DSvision'이 선보이면서 게임
기를 활용한 전자책 시장이 새로운 유통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잡지협회가 2009년 8월 5일 도쿄 신주쿠(東京 新宿)구의 일본 출
판클럽 회관에서 '잡지 콘텐츠 디지털 추진 컨소시엄' 설립 총회를 열었
다. 최근 종이잡지가 고전함에 따라 디지털 잡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기 위함이다. 일본 잡지협회는 이미 2009년 1월 '디지털 콘텐츠 추진
위원회'를 신설하고 잡지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의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잡지업계는 출판사 및 인쇄, 광고, 통신 분야 기업이 참여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저작권 협상과 공동 플랫폼 구축, 데이터
베이스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공동 포맷화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인 실험
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컨소시엄 내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지털화에 대응한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 광고 기획 등에 대해 검토하
게 된다. 이미 인쇄, 광고, 통신 분야의 35개 업체가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다.

2) 국내 전자책 시장 동향 및 전망

국내시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eBook 콘텐츠 시장은 2000년을 전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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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체들이 생겨났지만 시장형성에 실패했다. 그 이유는 전자책 콘텐
츠 부족과 대기업 참여 없이 중소기업이 전자책 산업을 이끌어가면서 시
장 미성숙의 이유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정부의 정책도 시장에 대한 분석
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전자책 시장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았다. 그러나 2008년 Amazon의 ‘Kindle’ 출
시 및 2009년 구글 ‘디지털도서관’ 등의 추진영향으로 국내에서 사업 진
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10년 4월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자출
판산업 육성방안 계획이 발표되면서 다시 전자출판물 시장이 활기를 띄
기 시작했다. 더불어 2010년 정부가 ‘디지털교과서 보급’ 사업을 시작하
면서 본격적으로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단말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의 경우 삼성, LG, 아이리버 등 단말기 제조사와 교보문고, 
인터파크, 예스24 등의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전자책 전용 디바이스 
제공 및 콘텐츠의 양적․K질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종이책 
출판사들도 연합 조직을 설립하여 전자책 시장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출판콘텐츠그룹에서는 뜨인돌, 한스
미디어, 사회평론, 은행나무 등의 출판사가 참여하여 전자책 콘텐츠를 제
작 중이며, 유통회사와 출판사가 연합한 한국이퍼브에서는 예스24, 리브
로, 반디&루니스, 북21, 북센, 알라딘, 영풍문고 등이 참여하여 제작 중
으로 출판사들과 유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향후 전자책 출판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최재표, 2010). 이러한 콘텐츠의 확충에 
대한 노력은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전자출판물시장이 성장가도를 달리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인터파크와 교보문고 통계 자료에 따르
면 2010년 국내 전자책 시장규모는 1조 6,231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수
치는 2009년의 규모 5,786억원 대비 약 2.8배 성장한 것으로 그 후에도 
전자출판물 시장의 꾸준한 상승을 예상하였다.

또한 전자책 콘텐츠 판매 단가가 낮아진다면 콘텐츠 시장의 성장 속도
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책 콘텐츠의 종이책 대비 평균 
판매 가격 현황을 보면 2009년도 전자책 콘텐츠의 종이책 대비 평균 판
매가격이 종이책 대비 평균 50%(12,000원 정가 대비 6,000원)에서 가
격이 결정된 바있다. 이것에 대해 현재 전자책의 소비자 가격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자출판육성 정책 수립에 필요
한 정보와 이용자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0년 1월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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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크, 교보문고, 예스24에서 공동으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1800여명의 응답자 중에 85%이상의 응답자가 전자책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44%의 응답자가 전자책을 이용해 봤다
고 답했다. 전자책의 장점에 대한 질문에는 보관의 편리성(25%), 저렴한 
가격(21%), 독서의 편리성(18%)으로 보관의 편리함의 뒤를 이어 저렴
한 가격이 차지함으로써 전자책 이용자들이 느끼는 전자책의 소비자 가
격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3. 전자출판산업 생태계
1) 전자출판산업 산업구조

전자출판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 및 사용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서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CPNT)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시장을 구축
하고 있는 아마존, 애플 등도 CPNT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생태계를 구
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를 3G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환경을 제공하면서 
전자책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림 10> 전자출판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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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ISDI, 2010

전자출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이 도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3G 이
동망이나 WiFi 등 무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저장력
의 확대로 다량의 도서 파일을 한꺼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출판사 입장에서는 제작과 유통 비용 절감 및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도서 서비스와 전자출판 서비스는 가치사슬의 구조가 다소 다르
다. 즉 작가의 작품을 출판사가 책으로 출판하고, 이를 온 ․ 오프라인 서
점을 통해 유통하는 현재의 가치사슬 구조와는 달리, 작가가 eBook의 형
태로 작품을 생산하면 출판사 혹은 온라인 서점이 이를 수용하고 유 ․ 무
선 네트워크를 통해 단말기로 보냄으로써 가치사슬이 완성된다. 이처럼 
eBook도 크게 보면 디지털 콘텐츠의 전달이라는 가치사슬에 포함되는 것
이다.

이러한 가치사슬의 변화로 인하여 산업 내 핵심요소도 변화하게 되었
는데, 기존의 출판 산업의 경우 콘텐츠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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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유통사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었지만, 전자출판 산업의 경우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퍼블리싱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다
양한 유통경로(애플, 아마존 등의 eBook Store)를 확보하는 등 가치사슬
이 변화하면서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자출판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존의 
디지털콘텐츠산업rkh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디지털화된 콘텐츠는 
CP(Contents Provider)의 생산, 유통사업자(Contents Aggregator or 
Distributor)의 정리 및 유통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를 통해 단말기
(Device)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된다. 이와 비교해볼 때, 전자출판 산업은 
텍스트 중심의 콘텐츠 특성상 현재까지는 TV나 유선전화로 서비스되기
는 어려운 면이 있어 모든 루트를 걸쳐 서비스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산업 관계자별 참여 유인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전자출판 시장 가치사슬

출처 : KISDI, 2010
(1) CP(Contents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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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공사업자는 콘텐츠를 직접 제작(또는 제작 ․ 유통)하거나, 유
통 업체에 제공하여 판권 수익을 얻는 사업자로 저작자, 신문사, 잡지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eBook 시장에서는 편집이나 유통, 판매촉진 활동에 
의해 제약을 받았던 개인 또는 소규모 저작자의 출판 활동의 문제점들이 
대형 전자책 기업의 기술이나 마케팅으로 해결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 
출판 측면에서 보면, 종이책과 달리 인쇄와 오프라인 유통을 배제할 수 
있어 비용 측면에서의 손해가 매우 작고, 원고가 상품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한 달 이내로 짧아진다. 또한 디지털 상품은 본질적으로 진열 공
간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조기 퇴출되지 
않는다. 또한 작가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종이책 시장에서는 통상적으
로는 판매 금액의 25%를 넘기 어렵지만, Apple의 iPad나 Amazon의 
Kindle 같은 eBook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 출판을 하면 수익의 70%를 
얻을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에 따라 1인 출판이 활성화되고, 저자
와 출판사가 나누어 갖던 지명도를 저자가 더 많이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신문 및 잡지사는 유료 구독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쇄, 물류비
용 등을 축소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

(2) Contents Aggregator/Distributor8)

유통 부문은 eBook 콘텐츠를 모아 개인(B2C) 또는 기관(B2B)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서점, 단말기 제조사, 포털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다. 기존 출판 시장에서 출판사는 책의 디자인, 제본, 제책, 
유통을 담당하였으나, eBook 시장에서는 디자인, 제본, 제책보다는 홍보 
및 마케팅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자재, 인쇄, 물류 
등 출판 제비용을 절감9)할 수 있으며, 품절 및 재고에 따른 문제의 해
소 및 소규모 시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이책 
판매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POD(Publish On Demand) 등의 신규 수
익 창출 기회가 존재한다.

eBook 시장에서 대형 출판사의 경우 직접 eBook 콘텐츠 제작 ․ 유통
을, 다수의 중ㆍ소 출판사들은 유통 업체에 원본 파일을 제공하고 판권 
수익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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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etwork Operator

통신사업자는 독자가 무선망을 통해 콘텐츠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eBook 산업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사업자가 인프라를 이용하여 eBook 생태계의 중
심으로 옮겨갈 경우, 다종 단말 이용자를 확보함에 따라 데이터 수익을 
가질 수 있고 고객 이탈 방지(lock-in)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eBook 이용자에게 콘텐츠 판매 및 인증, 과금을 직접 하게 될 경우, 고
객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화된 상품과 광고 모델 도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4) Device Manufacturer

단말기는 크게 전용 단말기와 범용 단말기로 구분되는데, 전용 단말기
는 eBook에 특화된 단말기로서 Amazon의 Kindle, Sony의 PRS 등이 대
표적이며, e-paper10)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iPhone, iPod Touch, 닌
텐도, PC 등은 eBook 기능이 부가된 범용 단말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
로 eBook 서비스 시장에서는 Kindle을 중심으로 하는 전용 단말기가 시
장을 주도해 왔으나, iPad의 등장으로 인해 eBook 시장의 주류가 범용 
단말기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eBook 단
말기 판매의 확산 및 스마트폰 등과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 솔루션 제공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전자책 제작 솔루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및 배포 솔루션, 뷰어 제공 솔루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전자책 제작 솔루션은 크게 ① 종이책 제작에 사
용된 전자 파일을 전자책 형식(e-Pub, pdf, xml 등)으로 변환하는 것과, 
② 변환된 전자책을 편집하여 최종 완료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eBook 시
장에서 DRM11)은 ① 전자책의 암 ․ 복호화와, ② 인증관리의 역할을 하
고 있다. 뷰어 포맷의 경우, IDPF에서 사실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e-Pub”포맷을 제안하면서 eBook 단말기 업체와 콘텐츠 제작 ․ 유통 업
체들의 지원으로 현재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가
요계나 영화계가 디지털 파일의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출판계도 이를 우려하고 있어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보안장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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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자출판 시장의 경우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생태계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각 참여자들을 기준으
로 살펴보면 저작권자(저자), 출판사업자(콘텐츠 제공자), 제작사업자(콘
텐츠 가공 혹은 솔루션 개발자), 유통사업자(전자책 전문 유통업체), 통
신사업자, 단말기 제작업자ㆍ디스플레이 사업자, 이용자(독자)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12> 전자출판시장의 구조

출처 : 산은경제연구소, 2009

2) 전자출판산업 비즈니스 모델

전자출판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종류(종량제, 
정액제)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다. 각 모델별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액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는 단말기와 콘텐츠가 결
합한 모델로서 콘텐츠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이를 다시 단말기로 옮
겨 이용하는 방식이다. 종량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는 무선 네트워
크를 이용하는데,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콘텐츠가 결합한 모델로서 콘텐
츠를 무선망(WiBro, WiFi, 3G 등)을 통해 단말기에 직접 다운로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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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방식이다. 두 모델 모두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후자의 경우가 콘텐츠 이용 편의성과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 가격정책 방식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출판사(Agency Model)와 유통사(Wholesale Model) 중 어떤 사업자가 
가격을 책정하는지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다. 출판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에이전시 모델(Agency Model)의 대표적인 사례로 애플을 들 수 있다. 
플랫폼(iBook Store)에서 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
수익에 대한 수수료(약 30%)를 받는 형식이다. 유통사가 가격을 결정하
는 홀세일 모델(Wholesale Model)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마존을 들 수 
있다. 유통사가 자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어떠한 
콘텐츠 제작자도 참여할 수 있지만, 가격을 일정하게 책정(종이 도서의 
절반 이하 가격)하는 방식이다.

3) 전자책 단말기 시장

e-Book은 기존의 종이책 대신에 XML 또는 PDF를 활용하여 만든 디
지털화된 책을 PC나 전자책에 다운 받아 ‘뷰어’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콘텐츠 비즈니스를 의미한다(유선실, 2001, 
pp.106~107).6) e-Book에 대한 개념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광의의 
개념에서는 오프라인 형태의 CD-ROM, 온라인 형태의 인터넷, PC 통신
상의 퍼블리싱을 포괄하는 모든 전자적 출판매체를 의미하며, 협의의 개
념에서는 디지털화된 서적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자 
PDA 등 Post-PC와 같은 새로운 정보매체의 출현과 관련하여 무선 인터
넷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e-Book 서비
스가 제공되는 가치사슬을 통해 나누어 보면 e-Book을 위한 콘텐츠의 
제작, 관리, 제공 등의 부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솔루션 부문, 콘텐츠의 
디스플레이와 활용을 위한 단말기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의 종이책과 비교하여 보면, e-Book은 크게 5가지의 장점을 가지
고 있다. 첫 번째 장점은 경비절감이다(유선실, pp.107~108). e-Book은 
서버에 원본 파일이 보존되어 있고, 독자가 카피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인쇄비, 원자재비, 재고관리와 물류비용 등 책의 출판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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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드는 비용이 절감된다. 특히 초판에서 2판의 발행과 같이 비슷한 내
용의 중복이 많은 경우 모든 부분을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 또
한 종이책은 불확실한 판매부수를 예측하여 미리 인쇄하여 놓고 판매하
기 때문에 재고가 쌓일 확률이 높지만 e-Book은 재고부담이 없다. 또 
사용자의 경우에도 종이책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책 버전 e-Book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단말기 구입비를 지출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두 번째 장점은 가용성이다. 새로 출판된 책을 빨리 받아볼 수 있으며, 
절판된 책도 다시 볼 수 있다. 특정 책을 검색하는 것이 쉬우므로 도서관
에서 책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빠른 업데이트
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서적이나 교과서, 학습지, 백과사전, 실용서 등
과 같이 개정이 빈번한 책의 경우에는 e-Book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휴대가능성이다. 전용단말기 버전의 e-Book의 
경우, 여러 권의 책을 하나의 단말기에 담아서 휴대하여 볼 수 있다. 네 
번째 장점은 기능성이다. PC나 전용단말기의 화면위에서 이용자가 메모
를 하거나 밑줄 등을 긋고 다시 지우는 일들이 자유롭고, 책 내용의 검색
이나 사전기능을 첨부시킬 수 있다. 검색 기능은 전문서적이나 학습지, 
교과서 등에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전자게시판이나 이메일 등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독자의 의견을 듣는 등 상호작용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 장점은 다양성이다. e-Book은 음악, 영상,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
디어를 첨가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교육용 도서의 경우 교육효과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4) 전자책 콘텐츠 시장

기존 출판시장은 제작시장과 유통시장으로 양분되는데 비해 전자책 시
장은 하드웨어 업체, 솔루션 업체, 콘텐츠 업체의 3개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e-Book의 장점들을 모두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 솔
루션(소프트웨어), 콘텐츠의 3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박
지희, 2001, pp.29~34). e-Book의 하드웨어는 휴대용 e-Book 전용 단
말기이다. e-Book 전용 단말기는 e-Book의 내용을 다운로드받아서 기
존의 실물 도서처럼 이동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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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로, 기능면에서는 PDA와 유사하다. 하드웨어는 액정화면(LCD)
이 달린 노트북 형태의 모니터를 통해 콘텐츠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며, 전
자서적뿐만 아니라 윈도우 미디어상의 동영상과 음향, MP3용 음악에 이
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좵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주소와 자료저장은 물론 전자메일과 뉴스송신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 같
은 e-Book 전용 단말기 개발 업체들은 단말기의 액정화면을 통해 제공
되는 활자들의 폰트와 인터페이스가 실물 책과 유사한 환경으로 구현되
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다.

e-Book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도서 콘텐츠를 e-Book화 하는데 필
요한 ‘제작툴 솔루션’, 전자책의 형태로 제작해 놓은 콘텐츠를 웹이나 
PC, PDA, 단말기 상에서 읽힐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뷰어 
솔루션’ 그리고 ‘보안 솔루션’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제작 솔루션과 뷰
어 솔루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기술표준이며, 보안 솔루션은 
e-Book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콘텐츠의 유료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저작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
다.

기술 표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파일 포맷과 관련성이 있다. e-Book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었던 파일 포맷은 PDF라고 불리는 어도비
(Adobe)사의 문서 포맷과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용 문서 포맷이라 할 수 
있는 TXT였다(KT경제경영연구소, 2009, p.5). 그러나 이들 포맷은 
e-Book 단말기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기에 따라 해상도
가 맞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소니와 캐논
이 주도해서 개발한 BBeB 포맷, 아마존 킨들(Kindle) 전용 포맷인 AZW 
포맷 등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포맷들도 독자적인 저작권 관
리 시스템(Digital Right Management, DRM)을 갖고 있어 상업용으로는 
적합하지만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표준화 요구가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어, 1998년 e-Book 
사업에 관심을 가진 기업체(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팜디지털 등)들이 
오픈 e-Book 포럼(Open e-Book Forum, OEBF)를 결성하고, 1999년 
XML 기반의 ‘오픈 e-Book 포맷’(Open e-Book Publication Structure, 
OEBPS)을 제안하였다.

OEBF는 2005년 4월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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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명되었으며, 2007년에는 기존의 OEBPS를 대체하는 
EPUB(electronic publication) 표준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e-Book 리더기들은 PDF와 TXT 포맷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외에도 
자신들의 독자 포맷과 함께, EPUB 포맷도 지원하는 추세다.

마지막 구성요소인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존에 
종이책으로 발행되어 나온 책의 내용을 XML이나 PDF 기반의 전자책 제
작툴을 이용하여 e-Book으로 만드는 경우이다. 기존에는 e-Book을 통
한 신간 기획이 보편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미 출
간되어 있는 책의 내용을 디지털화해서 e-Book으로 전환하여 왔다. 둘
째는 종이책을 발행되지 않고 e-Book으로만 출간되는 신간기획의 경우
이다. 이 경우에는 출판시장에서도 시간적인 순서가 발행하여 창구화 효
과(wondow effect)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4. 전자출판 시장 현황
전자책에 대한 분류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해

외에서는 지역 또는 국가에 따라 보다 다양한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국제디지털출판포럼(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IDPF)은 전
자 출판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전송 방식을 기준으로 
전자책(e-Book), Print-on-Demand, e-Mail Publishing, 
Web-Publishing, Web DB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 37> IDPF의 전자책 시장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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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주요 내용

전자책(e-Book)
CD-ROM, PDA, 각종 전자책 Viewer를 통해 디지털화된 

포맷으로 전달되는 콘텐츠

Print-On-Demand
주문형 프린트,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책에 원하는 부분

만 프린트할 수 있음

e-Mail Publishing
전자적 형태의 뉴스레터, HTML 및 XML 기반으로 제작

되므로 전용 S/W 및 H/W 없이도 이용 가능

Web-Publishing
e-Mail Publishing과 비슷하나, 보다 폐쇄성이 덜한 형태

의 전자 출판

Web DB

전자책의 개념이 일반화되기 전부터 Digital Content 

Database를 웹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왔음

인터넷이 연결되면 어디에서든 이용 가능하고, Exploer 

등 웹 지원 도구 외에 특별히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 툴

이 없으며, 정보의 갱신이 빨리 이루어짐

출처 : IDPF, 2006

국내의 경우 한국전자책컨소시업의 분류를 따른다. 한국전자책컨소시
엄(EBK)에 따르면 국내 전자책 시장은 크게 B2B 시장과 B2C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B2B 시장은 엄밀히 말해 B2G시장(기관납품시장), 즉 ,주
요 정부 기관, 공공 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도서관 구
축을 주축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의미한다. 이 시장은 국내 전자책 시장 
매출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왔다. 반
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시장은 아직 가시적인 시장 규모
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u-Book 서비스의 대중화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다.

<표 38> 국내 전자책 시장 분류체계
구분 내용

B2B

B2G 시장, 정부기관, 공공 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전자 도서관 구축을 

통한 수익 창출

현재 국내 전자책 시장 매출의 2/3 차지

B2C
개인 고객의 전자책 구매를 통한 수익 창출

향후 u-Book 서비스의 대중화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

출처 : 한국전자책컨소시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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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은 1980년 국제출판협회(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에 전자출판위원회(Electronic Publishing Committee)
가 설치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고, 1982년 영국에서 세계전자
출판연구센터(International Electronic Publishing Research Centre; 
IEPRC)가 설립되면서 전자출판이라는 용어가 출판업계의 공식적인 용어
로 정착되었다. 이후 1985년 Apple이 고해상도 레이저 프린터를 발표하
면서 DTP16)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Adobe에서 출판 편집 프
로그램인 Page-maker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DTP 시대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컴퓨터를 통한 전자 출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출판의 전산화'라는 의미로서의 전자출판이 '전산화된 출판물'로 의미
가 확대된 것은 1985년 美 Grolier社에서 백과사전17)을 CD-ROM으로 
개발한 이후부터다. 이후 일본에서는 CD-ROM 보다 편리한 IC카드가 개
발되었고, 1991년 5월 미국에서 CD-WORM18)이 개발되면서 출판이 종
이와 잉크라는 재료를 탈피해 전자 기록 장치와 디지털 전자 신호로 확
대되었다. 1998년 후반 전자책은 종이책을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
로서 출판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기대와 한편으로는 종이책의 
종말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지닌 매체로 주목받았다.

국내 역시 전자책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개정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정의되어 있는 전자출판물은 출판
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CD-ROM, CD-I, DVD의 저장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
는 전자책을 의미한다. 또한 각종 법령20)에 기재된 전자출판물 관련 정
의들을 모아 정리하면 전자출판물이란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
자적 기록매체 형태를 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 그림, 사진, 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해야 한
다. 이 밖에도 색인, 검색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출판사 및 인
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
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전자출판학계 등에서는 전자출판과 전자출판물을 따로 구별하고 있다. 
전자출판학계에서는 전자출판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화된 방식으
로 출판물을 제작하는 방법과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출판물은 "
전자출판의 방식으로 제작된 전자적 형태의 출판물, 다시 말해 종이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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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를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출판물"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
면 전자출판의 결과물은 종이출판물과 디지털출판물로 나누어지며, 이 디
지털 출판물은 다시 패키지형과 온라인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전자출판
과 전자출판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전자출판과 전자출판물을 
문자 그대로 정의할 시 포함되는 영역이 너무 방대해 이들을 구분해 어
느 정도 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美 국립표준기술 연구소(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NTIS)에서는 전자책을 "책을 보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도록 화면
에 표시되는 전자적 콘텐츠, 또는 전자적 콘텐츠를 표시하는 단말 시스템 
그 자체"로 정의하며 CD-ROM 형태의 전자출판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온
라인 저널 형태까지 전자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IDPF(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의 전신인 OeBF(Open 
eBook Forum)는 "문자 저작물이 포함되어 디지털 형태로 출판되고 열람
되는 콘텐츠로서 하나 이상의 고유한 식별자, 메타데이터, 콘텐츠 부문으
로 구성되는 것 또는 그 전자책을 읽기 위해 개발된 하드웨어 디바이스
자체"로 전자책을 정의하고 있다. OeBF에 따르면 전자책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자책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단말, 즉 하드웨어까지 의미한다.

이처럼 전자출판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정의를 내린 기관에 따라 다양
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분석⋅종합하여 전자출판
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종이 재질, 출판물 제작 공정의 전산화를 비롯하
여, 새 소재인 전자매체를 이용한 전자출판물의 생산, 그리고 그 응용⋅N
변환으로 새 매체와 통신을 이용한 정보제공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1) 세계 전자책 시장

세계 전자책 시장은 2008년 21억 9,100만 달러에서 2009년 24억 
7,700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
로 출판 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시장은 2014년
까지 연평균 27.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자책 시장 진
출에 소극적이었던 기존 출판업계도 전자책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2009년 14억 7,0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록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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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장이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자책 콘텐츠
의 대부분이 도서 콘텐츠임을 감안하여 2009년 기준 도서 시장 대비 전
자책 시장 비중을 살펴보면 세계 시장 규모는 도서 시장 대비 1.89%로 
추정된다. 권역별로는 일본(4.97%)과 북미(3.94%)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권 전자책 시장은 전체 도서 시
장의 0.26%에 불과하다.

세계 잡지 시장은 2008년 1,038억 9,400만 달러에서 2009년 904억 
40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까지 연평균 1.0% 성장률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별로는 2014년까지 일본은 연평균 
0.7%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과 남미는 각각 6.1%, 
3.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목해야 할 점은 2009년 수입을 기준으로 볼 때, 온라인 수업은 13억 
6,600만 달러 수준으로 그 비중은 매우 적지만, 평균성장률이 23.1%로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잡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온라인을 통해 모색할 수 있을 것
으로 분석된다.

2) 전자책으로의 이동

일반적으로 책이 출판되기 위해서는 작가가 출판사와 협의를 거쳐 콘
텐츠를 완성한 후 인쇄소를 통해 인쇄된 서적이 대형서점 및 도⋅N소매
업자를 거쳐 유통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작가 입장에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작품을 출간해줄 출판사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서로 인쇄되어 유통되기까지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도서 시장 역시 침체기를 겪으면서 출판
업계는 인쇄비용과 재고 관리, 유통 비용에 대한 삼중고의 부담을 경감시
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러한 도서 유통 모델의 변화는 
온라인 출판을 지원하는 계기로 연결되면서 작가가 출판사를 거치지 않
고 직접 온라인 출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중소형 출판사들도 
인쇄 및 유통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바로 독자와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출판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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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문서 공유 사이트: Scribd Store 출시

온라인 문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Scribd가 2009년 5월 18일부
터 일반인이 직접 쓴 소설, 보고서 등의 문서 파일을 사고 팔 수 있는 
'Scribd Store'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다28). Scribd Store의 가장 큰 특징
은 수익의 80%를 판매자에게 배분함으로써 판매자가 어느 정도 실질적
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일반인이 보
유한 양질의 문서 정보는 물론, 아마추어 작가들의 신규 작품 및 기존 전
자책 콘텐츠의 직접 판매가 가능해졌다.

판매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우선, 
문서의 가격을 최저 1달러 이상으로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최저 가격은 1달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판매가 상한에 대한 규정
은 없다.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DB 내의 유사 문서 가
격을 검토하여 적정선을 제안해주기도 한다. 또한 문서 분량의 제한을 두
고 있지 않으므로 판매자는 자신이 보유한 문서 전체를 올리거나, 장별
(章別)로 분할하여 올릴 수도 있으며, 특정 분야만을 발췌해서 업로드할 
수도 있다. 문서의 형식도 MS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PDF, 텍스트 문
서 등 다양한 형태를 지원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손쉽게 업로드할 수 있
다.

온라인 판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
한 조치도 취해졌다. Scribd는 저작권 관리를 위한 CMS(Copyright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해 문제가 되는 문서를 걸러내는 등 자정 
노력을 펴고 있다. Scribd에 올라온 문서는 CMS 데이터베이스 내의 문
서 정보와 비교하여 저작권 위반 사례가 아닌지를 검토하게 된다. 만일 
CMS 데이터베이스 상에 이미 올라와 있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로 판명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판매자가 문서를 업로드할 때 보안 소프
트웨어를 심을지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Scribd Store 
사이트에서만 읽기, PDF 내려 받기,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이 적용된 PDF 내려 받기, DRM이 적용된 EPUB 내려 받기 등 다양한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

Scribd Store의 오픈을 계기로 저작권이 확보된 출판물의 유료 공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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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짐에 따라 출판사들도 입점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협의가 진행 중
인 출판사가 많지만, 여행서적 전문업체인 Lonely Planets, 기술서적 전
문업체인 O'reilly Media, 과학서적 전문업체인 Berrett-Koehler 등은 이
미 입점을 마친 상태다. 출판사들은 Scribd Store 입점을 통해 기존 출판
물의 전자책 버전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판매 방식 또한 자유롭게 선택
이 가능하므로 Lonely Planets의 경우 여행 책자 전체를 구매하는 대신, 
특정 도시를 소개한 장(章)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pple 
iTunes를 통해 선호하는 곡만 다운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책도 자신
이 필요한 장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명 작가들에게도 온라인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미 
일부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단돈 2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Kemble 
Scott은 15 달러에 팔렸던 처녀작 'SoMa' 및 최근작 'The Sower'를 2 
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Tamim Ansary의 'The Widows's Husband' 및 
Joe Quirk의 'The Ultimate Rush'와 'Exult'도 2 달러에 판매 중이다.

한편, Scribd는 장터를 통해 구입한 문서를 다양한 가젯에서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플랫폼에 관계없이 Scribd
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PC뿐만 아니라 
Amazon.com의 Kindle을 비롯한 전자책 리더기는 물론 인터넷 접속 기능
이 있는 휴대폰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pple iPhone에
서 Scribd의 문서를 검색하거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출
시하겠다고 밝혔다.

(2) 전자책 사업자들의 자가 출판 지원

Amazon과 Sony를 비롯한 전자책 선두 사업자들이 독립 작가 및 중소
출판사가 보유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자가 출판(Self-Publishing)을 
지원하고 나서면서 기존 도서 유통 플랫폼 외에 또 하나의 유통 창구를 
제공하고 나섰다. 전자책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지만 그 동안 콘텐츠 
측면에서 약세를 보여 왔던 Sony는 2009년 9월 29일부터 독립작가와 
중소규모 출판사들이 '자가 출판(self-publishing)'을 통해 전자책 콘텐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Publishers Portal'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전자
책 리더기 벤더인 Sony가 전자책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작가와 중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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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이다.
Sony는 Publisher Portal을 통해 출판업계의 전자책 콘텐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인쇄 및 유통 과정에 소요되던 출판 기간을 단
축함으로써 독자에게 전달되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Sony 관계자에 따르
면, 출판업계는 Sony의 Publisher Portal을 통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온
라인으로 출판하여 Sony 전자책 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 10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Sony의 전자책 스토어 
사업 부문 Chris Smythe 부장은 "Sony는 독자에게 광범위한 전자책 콘
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온라인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해 
독립적인 작가나 소규모 출판사의 자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작가 및 출판사들이 
많은 독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Sony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Sony는 독립작가와 소규모 출판사의 온라인 출판을 지원해 
온 온라인 출판업체 Author Solutions 및 Smashwords와 제휴에 합의했
다. Authors Solutions와 Smashwords는 Sony Publisher Portal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제공하고자 원하는 독립작가와 출판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사에 소속된 기존 작가들이 Sony 전자책 스토어에서 작품을 판
매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Author Solutions의 CEO Kevin Weiss
는 "Author Solutions는 매년 2만 권 이상의 신규 도서를 출판하는 업계
의 선두주자"라고 소개하며 "향후 작가들이 Sony는 물론 다양한 디지털 
유통 경로를 통해 많은 독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2009년 9월말 기준 3,000여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는 
Smashwords의 Mark Coker CEO는 "어떠한 작가와 출판사도 
Smashwords의 무료 서비스를 통해 Sony 전자책 스토어에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MS 워드 파일로 작성한 원고를 
Smashwords에 업로드한 후 판매 가격을 책정하면, Smashwords가 파일
을 변환하고 유통을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서비스 과정을 설명했다.

Sony는 Publisher Portal 개편을 통해 기존에는 Sony에 콘텐츠를 제
공하지 않았던 독립 작가와 중소규모 출판사들을 콘텐츠 공급자로 끌어
안겠다는 전략이다. 그 동안 출판 시장은 메이저 출판사가 주도해왔으나, 
최근 다양한 디지털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출판 콘텐츠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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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판업계의 시장성과를 분석하는 
GalleryCat이 2008년 12월 분석한 디지털 출판 현황 자료에서는 90여명 
작가의 120여 작품이 출간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2009년 9월 
Smashwards의 설립자 Mark Coker는 1,396명의 작가와 40여 개의 소규
모 독립 출판사에 의해서 3,075권이 출판되었다고 밝혔다. 최대 경쟁사
인 Amazon도 2007년부터 Kindle 플랫폼을 통한 자가 출판 서비스를 지
원해주는 'Digital Text Platform'을 제공해오고 있다.

출판업계는 전자책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 
동안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인쇄와 유통을 
담당해주는 출판사를 거쳐야만 가능했다. 출판사들이 작품을 선택하는 
Gatekeeper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를 통과한 작가들만이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자책 시장의 성장으로 출판
업계의 게임 룰이 변화하고 있다. Sony의 Publisher Portal과 Amazon의 
Digital Text Platform을 비롯한 전자책 선두업체들이 디지털 자가 출판 
경로를 제공하고 나섬에 따라 작가들은 더 이상 출판사라는 Gatekeeper
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독자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명작가도 독자
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중소규모 출판사에서는 인
쇄비와 유통비에 대한 부담 없이 독자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
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독자로 머물러있던 일반인들도 자신의 작품을 공
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자가 출판 경로들이 출판계의 YouTube
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3) 전자책 시장에 대한 기대 확산

그 동안 대다수의 출판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및 종이도서 시
장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전자책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
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출판 시장의 침체와 전자책 이용 인구 확산
에 따른 전자책 시장의 성장세가 맞물리면서 출판업계의 불황을 탈출하
기 위한 돌파구로 전자책 시장에 주목하는 출판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09년에 개최된 주요 도서전에서 '전자책'이 최대 화
두로 다뤄졌다. 2009년 5월 개최된 'Book Expo America 2009'에 참여
한 출판사들은 음반 시장의 선례와는 달리 도서 시장은 디지털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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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장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밝혔다. 서적의 디지털
화 및 전자책 시장 성장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 참가한 다수
의 출판 전문가들은 전자책이 종이책을 대체하기보다는 출판업계의 가치
를 더욱 높여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Wired誌의 편집장 Chris 
Anderson은 "인터넷은 음악 산업의 유통모델을 파괴했는데,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 출판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MP3의 등
장으로 CD 구매 필요성이 없어진 음반업계와는 달리, 도서 시장은 도서 
자체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전자책이 출판업계에 도
움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문서공유 사이트 Scribd
의 공동 창립자인 Jared Friedman도 "음악업계는 Napster, Kazaa와 같은 
무료 음악 사이트와 법정 다툼으로 수년을 허비해왔지만, 출판업계는 그
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iTunes식 모델로 나아갈 것이다"라며 긍정적
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Apple의 iTunes Store가 독점한 디지털 음악시
장의 선례와는 달리 출판업계에서는 경쟁력 있는 Market Place 조성을 
통해 서적의 디지털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출판업계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의 적기라는 지적이다. 미국서점협회
(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 COO인 Oren Teicher는 "모든 소매
업자가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또한 "출판업계가 음반업계의 전철을 밟
지 않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해져야 한다. 이제는 사람들이 정보 입수에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항상 변화에 대응해 나가
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밝혔다.

2009년 10월에 개최된 Frankfurt Book Fair에서는 행사장의 40%가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 관련 단말기와 콘텐츠로 채워지면서 출판업계가 
불황의 돌파구로 전자책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종이책
만 펴내던 많은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전환해 처
음으로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일부 유럽권 출판사는 종이책 출판 전에 전
자책으로 먼저 만들어 전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듯 
Frankfurt Book Fair 조직위와 출판전문 주간지 'Publishers Weekly'가 
공동으로 전 세계 출판 관계자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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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가량이 '디지털화는 위기보다 기회'라고 답했다. 전자⋅T업체들도 
전자책을 컴퓨터나 전용 단말기, 휴대전화 등에서 볼 수 있는 기술과 소
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선보였다. 전시회에 참가한 Nick Montfort 미국 
MIT대학 출판팀 편집장은 "전자책 보급이 도서관으로 확대되면 전 세계
적으로 전자책 시대가 올 것이다"라며 "전자책을 위한 편집본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5. 전자출판과 전자잡지 시장의 주요트렌드 및 이슈
1) 전자출판 시장의 주요 트렌드 및 이슈

(1) 오프라인 진영의 전자책 시장 진출 확대

Amazon Kindle, iPhone 등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의 보급이 
확대되고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전자책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잇따르면서 그간 전자책 도입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도서 
판매 업체들이 전자책 시장의 도래에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다. 
Portland에 소재한 미국 최대 규모의 독립계 서점 Powell's Books는 이
미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전자책을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자
책 시장 확대에 대응해오고 있다. Denver 소재 대형 서점인 Tattered 
Cover는 고객들이 제휴업체인 Symtio社30)가 제공하는 플라스틱 카드에 
입력된 특정 코드를 통해 Symtio社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Symtio.com에
서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미국 52개 대학 내 서점 연합체인 CRA(Collegiate Retail Alliance) 
역시 2009년 4월 13일 전자책 교과서 판매 업체인 CourseSmart31)와 
전자책 판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RA에 소속된 대학내 
서점들은 향후 일반 교과서와 함께 CourseSmart를 통해 전자책 교과서
를 이용할 수 있는 특수 도서카드도 매장에서 함께 판매하고 있다.

미국서점협회(American Booksellers Association) 역시 개별 서점들의 
전자책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ABA는 
2009년 하반기 중에 전자책 판매를 재개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IndieBound32)의 iPhone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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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고 있다. ABA가 무료 배포 중인 이 iPhone용 Application은 ▲
도서검색과 ▲매장 검색을 지원한다33). 또 미국 내 장르별 주간 베스트
셀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BA는 향후 이 Application에 전자책 기능을 추가해 전자책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美 최대 서점업체인 Barnes & Noble도 2009년 7월 20일 온라인 전
자책 스토어인 'Barnes & Noble eBookstore'를 오픈했다. 2009년 3월 
북미 지역 대형 온라인 전자책 유통업체 Fictionwire34) 인수를 필두로 
전자책 시장 진출을 암시해왔던 Barnes & Noble이 자체적인 전자책 스
토어를 오픈함으로써 전자책 사업 본격화를 선언한 것이다.

Barnes & Noble은 오픈 당시부터 70만 권 이상의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Amazon이 제공하고 있는 전자책 33만 권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Barnes & Noble은 향후 모든 출판
사에서 출간하는 전자책과 가능한 한 모든 오리지널 전자책 콘텐츠를 확
보함으로써 2010년까지 제공 가능한 전자책 콘텐츠를 1백만 권 규모까
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Barnes & Noble은 Google이 제공한 50만 권의 퍼블릭 도메인 도서의 
경우 이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저명 
작가의 고전 작품에서부터 지금까지 입수가 곤란했던 무명 작가의 작품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를 무료로 접할 수 있게 됐다. 아울
러 Barnes & Noble이 보유한 수많은 베스트셀러와 신간 전자책은 
Amazon과 동일한 9.99 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Barnes & Noble은 
iPhone이나 iPod Touch, 신형 BlackBerry를 비롯한 스마트폰은 물론, 
Microsoft Windows와 Mac OS를 탑재한 대부분의 노트북 및 PC와도 호
환성을 갖춘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William Lynch CEO는 Barnes & Noble이 'every device strategy'를 
표방한다고 밝히며, 수개월 이내에 활용 가능한 단말기 종류를 더욱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mazon이 자체 전자책 단말인 Kindle에 최적화된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며, iPhone, BlackBerry를 비롯한 일부 스마트폰에서만 실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과 달리 Barnes & Noble은 기존에 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 PC, 스마트폰에서 전자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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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별도의 전용 단말이 없는 소비자들도 전자책 시장에 편입시키고자 노
력하고 있다. 동시에 Barnes & Noble은 영국의 Plastic Logic이 2010년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전자책 전용 단말 'eReader'에 전자책 콘텐츠를 독
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Plastic Logic의 전자책 리더기는 iPod Touch처
럼 풀 터치 방식을 채용하여 버튼 형식의 Kindle에 비해 이용자 편의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Kindle에 대항할 수 있는 전자책 단말로 
부상하리란 기대를 받고 있다. Barnes & Noble은 지난 2000년 
Microsoft와 제휴를 통해 전자책 시장에 진출했으나 대중의 기대에 미치
지 못하면서 2003년 전자책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최근 Amazon이 전자책 리
더와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방대한 콘텐츠
와 브랜드 인지도, 단말기 호환성을 내세워 전자책 시장 재도전에 나섰
다.

이에 따라 Kindle을 앞세워 전자책 시장을 주도해왔던 Amazon과의 
향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
다. Amazon은 하드웨어인 Kindle 판매는 물론 전자책 콘텐츠 판매를 병
행하고 있어 전자책 콘텐츠만을 판매하고 있는 Barnes & Noble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Amazon도 Kindle 가격 인하에 나서는 등 리더기 판매 보다는 전자책 콘
텐츠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과 Barnes & Noble이 호환성을 앞세워 
기존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전자책 시장은 전용 리더기 경쟁보다는 콘텐츠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
다.

Barnes & Noble은 Amazon에 비해 많은 전자책 콘텐츠를 보유한 상
태에서 전자책 시장에 진입했으므로 콘텐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Washington Post의 칼럼리스트 Rob 
Pegoraro의 지적처럼 Barnes & Noble이 제공한 70만 권의 전자책 콘텐
츠 중 Google이 제공하는 50만 권의 전자책 콘텐츠는 Gutenberg.org를 
비롯한 사이트에서 이미 누구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콘텐츠일 뿐이
다. 나머지 20만 권의 도서도 신간을 제외하면 과거에 출판된 도서는 극
히 일부분에 불과해 제공 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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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arnes & Noble이 Amazon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는 전자상거래 및 소셜 커뮤니티, 네트워킹 능력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Benet Media의 칼럼니스트 Diane Mermigas는 
"Barnes & Noble은 콘텐츠의 다양함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자책 구매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과 유비쿼터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사업에서 출
발한 Amazon은 전자상거래와 네트워킹 능력 등에서 시장 경쟁력을 지니
고 있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체인 사업에 주력해 온 Barnes & Noble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공간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
다.

한편 출판업계는 새로운 전자책 마켓 플레이스의 출현을 반기는 분위
기다. Barnes & Noble 역시 판매 가격은 Amazon과 동일한 9.99 달러로 
제공하고 있어 당장의 수익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의 독점 
사업자였던 Amazon에 경쟁할 수 있는 Barnes & Noble이 출현함으로써 
전자책 유통 경로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Barnes & Noble이 전자책에 진출하면서 Amazon의 기존 
독자를 흡수하기보다는 새로운 독자를 늘려감으로써 전자책 시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Barnes & 
Noble이 펼치는 전자책 사업이 단순한 Amazon과의 경쟁을 넘어 전자책 
활용을 보편화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출판업계의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2)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진출 확대

2009년 2월 초, Google은 휴대폰을 통한 Google Mobile Book 
Search(이하 GMBS) 서비스를 개시했다. 2004년부터 인터넷에서 제공되
고 있는 도서 검색 서비스인 Google Book Search는 현재 약 1,000만 권
의 도서 본문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된 도서나 전자책을 바로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 도서의 경우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인쇄할 수 있다. GMBS는 Apple iPhone이나 Google의 
Android가 탑재된 T-Mobile의 G1 등의 스마트폰을 통해 도서 검색과 
본문 열람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이다. 현재 Google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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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1,000만 권의 도서 중에서 1923년 이전에 출판된 퍼블릭 도메인 
도서 150만여 권(미국 외 지역에서는 50만여 권)이 포함되어 있다. 
GMBS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없이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통해 바로 접
속할 수 있는데 iPhone과 G1의 브라우저 타입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
한다. 원래 기존의 Google Book Search에서 제공하는 도서 데이터는 스
캔한 이미지로 휴대폰과 같은 작은 화면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GMBS에서는 도서의 스캔 이미지로부터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이용하여 플레인 텍스트(Plain Text)를 추출하여 
모바일 화면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텍스트가 잘못 추출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스캔 원본 이미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Google의 GMBS 개시 다음 날인 2월 9일 Amazon은 전자책 단
말 Kindle의 후속 모델인 Kindle 2를 공개하였다. Kindle은 2007년 11월 
출시 이후 38만 대가 팔려나가면서 전자책업계의 'iPod'로 평가되어왔다. 
신모델 출시에 힘입어 2010년 7,500만 달러 규모로 점쳐졌던 Kindle의 
매출은 이미 10억 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전망되고 있다.

Kindle 2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호의적인 가운데 Amazon은 2009년 3
월 3일, iPhone과 iPod용 전자책 애플리케이션인 Kindle for iPhone의 배
포를 시작하였다. 무료 소프트웨어인 Kindle for iPhone을 내려 받으면 
iPhone과 iPod에서도 Kindle용 전자책 콘텐츠를 읽을 수 있다. 또한 
Whispersync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이 읽고 있던 부분을 저장하여 다른 
단말을 이용하더라도 저장된 부분부터 다시 읽을 수 있다. 또한 애플리케
이션 자체에서 전자책을 직접 구매할 수는 없으나 웹 브라우저를 통해 
Amazon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가 가능하다. Kindle for iPhone은 
iTunes Store에서의 사용자 평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나, 2009년 3월 
11일 현재 도서 분야 무료 애플리케이션 랭킹에서 Stanza를 제치고 1위
로 올라서며 유저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GMBS는 방대한 자료, 쉬운 접근성, 낮은 진입장벽 등 여러 가지 장점
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Google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Google은 기존 1,000만여 권의 자료
와 더불어 미국 의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정부⋅N공공⋅N대학 도서관의 
소장 서적들을 디지털화하기로 하였으며,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세계의 모든 책을 디지털화할 태세이다. 조만간 Google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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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에는 팔릴 준비가 된 상품들이 빼곡히 들어찰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Google의 모바일 서비스는 Google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

의 전자책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자책 생태계 구축의 한 방
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된다면 그 자체로 수익을 거둘 가능성도 있다. 
전자책은 태생적으로 휴대성(mobility)을 장점으로 하는 콘텐츠로서 모바
일 환경에서 그 진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3) 무료 콘텐츠 확산: 출판사 샘플본 증가

출판사들이 새로운 독자를 공략하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무료 전자책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Kindle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다운로드하고 
있는 전자책 콘텐츠 Top 3에 오른 Patterson의 'The Angel 
Experiment', Joseph Finder의 'Paranoia', Keyes의 'The Briar King'은 
모두 무료 전자책 콘텐츠이다. 무료 전자책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일부 관
계자들은 무료 전자책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장기적으로 유료 구매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종이서적 구입을 기피
하는 것은 물론, 전자책 판본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무료 전자책을 제공함으로써 유료 전자책 판매 
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하고 있다. 출판사 Hachette Group
의 선임 부사장 Maja Thomas는 "누구나 원하는 무료 제공을 통해 궁극
적으로는 유료로 연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료 시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리즈물의 경
우 독자 홍보를 위해 첫 번째 권을 무료 전자책으로 제공하는 비율이 높
아 후속권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전자잡지 시장의 주요 트렌드 및 이슈

(1) 잡지업계 경영난 가속화

경기 침체와 온라인 매체의 증가로 인해 잡지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
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잡지사의 파산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8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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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을 자랑하는 Readers Digest도 2009년 8월 경영난을 이유로 파산보
호를 신청했다. 글로벌 정보미디어 그룹 McGraw-Hill도 자사의 
BusinessWeek를 Bloomberg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Esquire 역시 일
본판 발행 중단을 선언했다.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Fortune도 연간 발행 
횟수를 25회에서 18회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Newsweek도 발행 부수
를 줄이는 대신 충성도 높은 독자를 공략하기 위해 전반적인 내용 개편
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잡지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
장 직접적인 원인은 잡지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수입의 
감소에 기인한다. 업계전문가들은 2009년 Fortune, BusinessWeek, 
Forbes, Newsweek를 비롯한 유명 잡지들이 전년대비 35% 정도의 광고 
수입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Nielsen 산하의 미디어 정보기업 
Mediaweek는 2009년 미국 잡지 시장에서 2008년 대비 연예전문지는 
평균 15%, 피트니스 및 남성전문잡지는 18%의 광고 수입 감소를 기록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광고 시장 자체의 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올드 미디어 매체의 
광고 감소라는 측면에서 잡지업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미
디어업체 Zenith Optimedia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잡지가 전체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대비 0.6% 하락한 11.5%에 불과하
여 신문 다음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하는 매체로 나타났다.

(2) 온라인 잡지 확산

잡지업계는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수입 하락 외에 온라인 매체의 등
장에 따른 독자의 감소 역시 경영난을 가속화하고 있는 원인으로 인식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잡지업계는 종이잡지 시장에서의 고전을 타계하기 위
해 온라인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메이저 잡지 그룹인 Time은 2009년 12월 8일, CondéNast, 
Hearst, Meredith, News Corp.과 공동으로 잡지를 위한 디지털 스토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 
1억 4,000만 명 이상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5社는 이미 공동 투자 계
획에 합의했으며, 2010년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관련 사항들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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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전해졌다. Time의 기술발전담당 부회장인 John Squires는 출
판그룹들과의 만남을 통해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형
태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득해왔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여러 장비제조업체들과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
졌다. 이를 기반으로 잡지에 최적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일본 잡지업계 역시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잡지업계의 협력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일본잡지협회는 2009년 8월 5일 도쿄 신주쿠(東京 新
宿)구의 일본 출판클럽 회관에서 '잡지 콘텐츠 디지털 추진 컨소시엄' 설
립 총회를 열었다. 잡지협회는 잡지 콘텐츠의 디지털 활용 추진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목적으로 2009년 1월에 
출판사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추진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8월에 설
립된 '잡지 콘텐츠 디지털 추진 컨소시엄'은 출판사뿐만 아니라, 인쇄, 광
고, 통신 분야의 기업이 모두 참여를 결정했다.

본 컨소시엄은 잡지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저작권 
문제 해결, 공동의 플랫폼 구축,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표준 확립 
등을 목표로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컨소시엄의 활동에 대해서는 3개의 분과회를 설치하여 디지털
화에 대응한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 광고 기획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현재 입회를 예정하고 있는 인쇄, 광고, 통신 분야의 기업이35개 업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모바일 전용 잡지 등장

잡지업계는 온라인 외에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단순히 종이 잡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
아가 모바일 전용 잡지로의 전환을 통해 신규 모바일 잡지 비즈니스 모
델을 제시하고 있어 잡지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日 최대 광고회사 Dentsu가 2009년 7월 8일 콘텐츠 배급기술 개발업
체인 'YAPPA'와 기술제휴를 체결하고 9월 15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MAGASTORE'를 통해 iPhone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 
유료잡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7월 기준 판매되고 있는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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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총 16 종류로 Asahi의 'AERA', Fusosha의 'SPA!', Diamondsha의 
'Diamond Weekly' 등의 유명 잡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곧 
'Newsweek 일본판', 'Mac Fan' 등의 11개 잡지가 추가될 예정이다. 잡지 
제공 형식은 ▲인쇄 잡지와 동일한 Full 버전 혹은 ▲인쇄 잡지의 일부만
을 제공하는 Lite 버전, 그리고 ▲특별 편집된 Special 버전으로 나뉘며 
제공형식에 따라 115엔~700엔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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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잡지의 성공사례와 전망
1. 국내 오프라인 잡지 : 하이커트

1) 개요 및 현황

하이커트는 2009년 3월 창간된 스포츠조선의 자매지로 신문과 잡지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컨셉의 페이퍼진(Paperzine=Newspaper+Magazine)
이다. 페이퍼진이라 함은 신문의 대중적인 콘텐츠에 잡지의 비주얼퀄리티
를 결합한 새로운 컨셉의 매체이며 500원이라는 가격설정을 통해 무가 
매체의 접근성과 유가매체의 독자에 대한 적극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신
문 이상의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편집 디
자인으로 신문의 대중성과 잡지의 전문성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매체이다. 

<그림 13> 하이커트 Cover story

내용을 살펴보면 유명인사들의 파파라치와 사생활, 루머 등의 가십기
사와 화보, 인터뷰 등이 들어있다. 또한 패션이나 뷰티를 주도하는 스타
들의 스타일을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 세부적인 분석 내용과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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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개, 이밖에도 스타들이 출연중인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한다. 

하이커트는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마다 20만부씩 발행되는 격주
간지이며 전국의 서점은 물론이고 도시 가판대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한
다. 특히 강남 등 시내 중심가와 대학 캠퍼스 편의점 등에 집중 배포되며 
항공기내에서도 접할 수 있다. 

하이커트는 타깃으로 삼은 독자층에게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서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격주로 20만부씩 발행
되고 있는 이 잡지는 전체 발행부수의 80%정도는 20-30대의 젊은 세대
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서점은 물론이고 전국 편의점, 지하철 가판대, 
대학 캠퍼스 내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나머지 20%는 수입이 높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여 비행기 기내, 강남의 가로수길이나 압구정, 청담
동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부적인 판매처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표 39> 판매처 세부 현황
편의점 지상 지하철 합계

합계 9,004 4,829 240 14,073
서울 2,901 642 191 3,734
인천 804 365 14 1,183
수원 453 196 649
고양 225 70 295
성남 370 162 532
안양 110 37 147
광주 543 176 719
울산 349 124 473
대구 254 706 960
부산 2,590 2,270 35 4,895
대전 306 62 368
제주 99 19 118

현재 편의점 9,004곳, 전국 지상 가판 4,829곳, 서울 경기 부산 지하
철 등의 가판 240여곳 등을 포함하여 전국 1만 4천여 판매점 및 대형서
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또한 강남 서초, 분당, 일산 등 주요 상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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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판매되고 있으며 부산, 인천, 대구, 광주와 같은 주요 도시 중심지
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잡
지들이 효과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인 항공기 기내에서 패션지 중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다. 아시아나 10,000만부, United Airlines에 5,000
부 등 국제선 기내의 배포를 통해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인 고객에게 집
중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2) 전략 및 평가

하이커트는 창간 당시인 2009년에는 앞으로 스타는 대중과 동일시되
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다가서게 될 것이고, 대중은 스타처럼 
치장하고 자기연출에 매달리는 스타와 대중의 자리가 바뀔 경향이 두드
러질 것으로 예상하였다(TRENDinKOREA2009”서울대생활과학硏저). 때
문에 이를 활용하여 스타에 대한 엿보기, 여러 가지 소문들, 다양한 모습, 
외모 변천사 등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히는 콘텐츠라는 콘셉트로 시작하
였다. 이는 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 화제성을 이용한 브랜
드 홍보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
략의 하나로 이를 잡지에 적용한 것이다. 당시 유명인들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매체로는 스포츠신문이나 여성지 이외에는 전
무하였고, 이를 이용한 스타마케팅을 적용한 매체는 패션잡지 등에 불과
하였다. 이러한 대중의 스타에 대한 호기심, 기업의 효율적인 스타 마케
팅 등 관련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매체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는 가운데 하이커트가 선발주자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하
이커트는 잡지도 아니고 신문도 아닌 형태로 기존의 여성지와 차별화하
여 신문보다 저렴한 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책정하여 창간 초반에
는 화제성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에는 20대뿐만 아니라 10대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잡지로 단기간에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여
성지가 월간으로 발행되는 것과 달리 한 달에 2번씩 격주로 발행한다는 
점과 주요독자층이 분포되어있는 주요도시는 물론이고 항공기내에서의 
판매 등은 역시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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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오프라인 잡지 : 일본의 ‘타카라지마社(宝島社)’와 
‘리크루트사’

1) 타카라지마사(宝島社)

(1) 개요 및 현황

일본의 타카라지마사(宝島社)는 만화와 소설, 잡지, 어학교재 등 다채
로운 출판물을 판매하는 일본 5대 출판사중 하나이다. 일본 최초의 스트
릿패션지「CUTiE」를 시작으로 패션잡지 분야에서 20여년의 역사를 가
지고 있으며 「CUTiE」의 창간 이후, 급변하는 여성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패션 잡지를 창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왔
다.  1995년에는 남성 패션잡지 「스마트」, 1996년에는 「CUTiE」의 
자매지은 「스프링」등을 창간하여 각 잡지마다 30-40만부 이상의 판매
고를 올리며 큰 성공을 이루었다. 

<표 40> 타카라지마사의 잡지 창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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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1974년 6월 「보물섬」창간
1976년 3월 「별책 보물섬」창간
1987년 9월 「전원생활의 책」(무크) 창간
1989년 9월 「CUTiE」창간
1995년10월 「smart」창간
1996년 2월 「spring」창간
1998년 7월 「타카라지마사 문고」창간
1999년 3월 「sweet」창간
1999년 9월 「타카라지마사 신서」창간
2000년 8월 「mini」창간
2003년 2월 「InRed」창간
2004년 2월 「MonoMax」창간
2005년 1월 「브랜드 무크®」시리즈 창간
2006년11월 「steady.」창간
2008년 5월 「보물섬SUGOI문고」창간
2010년10월 「GLOW」 「린 네루」　2잡지 동시 창간
2011년 4월 「Love Celeb」창간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호황을 누렸던 것은 아니다. 일본의 잡
지 중 20대 전반 정도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잡지로 
Cancam, JJ, ViVi, Ray, Pinky와 같은 아카모지계6) 5대 잡지로 불리던 
잡지가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타카라지마사는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했는데 이것이 바로 ‘for independent girls’라는 타
이틀을 앞세워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이 아닌 독립
된 자아를 위해 패션을 입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것이다. 때문에 같은 
패션용품을 사용하더라도 차별화된 시점이 관철되어있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색다르게 접근할 수 있던 것이다. 그 결과 1999년에 창
간 한 「SWEET」는 100만부 이상을 판매하며 큰 호황을 누리고 있으
며 다른 잡지들 역시 판매 호조를 누리고 있다. 

일본의 ABC협회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발행부수가 
증가한 잡지는 39종이며 106종의 잡지가 감소했다. 2008년도 잡지 매상
고는 약 1조 1,731억엔으로, 전년에 비해 4.1% 줄어들었고, 20년 중에 
최저 액수가 되고 있다. 판매 부수는 1995년을 피크로 12년 연속으로 감

6) 아카모지계란 창간시기부터 90년대까지 표지의 글자에 빨간색을 사용하

여 붙여진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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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했다. 또 2008 년도의 휴간한 잡지는 [NIKITA](주부와생활사), 
[Style](코단샤), [BOAO](매거진하우스) 등 188개로 현재 일본의 잡지
시장은 불황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잡지의 경우 2008년도의 추정 발행 
부수는 1억 8265만권으로 전년에 비해 0.6 %의 감소하여 3년 연속 마
이너스 성장이다. 쇼우갓칸(小学館)의 「주간포스트」가 15.9% 감소하
고, 코단샤(講談社)의 「주간 현대」가 20.6% 감소하는 등 종합 주간지
는 대부분 침체를 기록했다. 정보지 「Tokyo　Walker」 역시 19.0% 감
소를 기록했다. 

<표 41> 판매부수가 증가한 일본 잡지 (2008년)
잡지명 (출판사명)

판매부수(부)
증가율(%)

2008년 하반기 2007년 하반기

nicola (신쵸우샤) 158,821 143,474 10.7

S Cawaii ! (슈후노토모샤) 156,002 134,348 16.1

JUNON (슈후노토모샤) 130,510 104,506 24.9

spring (타카라지마샤) 240,867 175,078 37.6

sweet (타카라니마샤) 319,364 193,421 65.1

InRed (타카라지마샤) 234,583 113,207 107.2

LEE (타카라지마샤) 274,951 244,426 12.5

Newtype (카도카와그룹총판) 132,767 114,082 16.4

주간동양경제 (동양경제신보사) 83,136 84,822 9.8

주간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사) 120,713 110,19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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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 ABC협회, 2009

그에 반해 다카라지마사(宝島社)의 경우 전반적인 잡지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판매부수가 상당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30대 여성 직장인 및 
주부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InRed」는 전년대비 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
했으며, 20대 후반을 타깃으로 한 「Sweet」도 65% 가량 증가세를 보
였다. sweet, spring, ,InRed와 더불어 남성지인 [smart] 를 더한 4지의 
2008년 상반기 실매수는 약 85만 9,000부로, 2007년 하반기비 25% 증
가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Sweet의 경우에는 현재 일본 여
성 패션지의 우위적이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100만부 돌파라는 경이
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 

(2) 전략

타카라지마社(宝島社)가 현재 독자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
른 잡지와 전략적으로 차별화되었기 때문이다. 타카라지마사에서 발행하
고 있는 Sweet의 경우 단지 잡지만이 경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독자층을 구축하기 위해 타게팅부터 차별화하였다. 단지 연령, 직
업으로 세부화 하지 않고 ‘일생 소녀 선언!’이라는 컨셉으로 ‘현재 나이가 
몇 살이든지 평생 소녀로 남고 싶은’ 여성을 타겟으로 잡지를 구성하였
다. 또한 당사의 잡지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을 잠재적인 독자로 인식하여 
마케팅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TV CM이다. 예를 들어 20대 
OL(Office Lady)이 타깃인 「스테디」의 경우, 20대 OL이 보지 않을 것 
같은 프로그램에도 CM을 내보냄으로써 잠재독자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타카라지마사가 잡지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부록 때문이다. 다카라지마사(宝島社)는 부록 패션잡지를 전략적으로 내
세우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다카라지마사는 2002년 남성 패션 
잡지에 부록을 처음으로 제공한 이래 2004년부터는 모든 월간 패션 잡지
(여성잡지 6개, 남성잡지 1개)에 부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러한 부록 
전략이 성공하면서 20대 여성타깃의 'Sweet'과 30대 여성 타깃의 'InRed'
는 모두 50만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일본 최고의 인기 잡지로 
성장했다. 잡지 부록을 통해 여타 패션잡지와의 차별화에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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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해외브랜드의 가방이 편의점 가판대에 단돈 1000엔에 판매하여 크
게 이슈가 된 바 있으며 Sweet는 「입셍 로랑」으로 100만부 매진을 기
록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록이 성행했던 것과 비교하여보면 전략이라
고 보기 어렵지만 유명브랜드의 고가의 제품을 부록으로 내세움으로써 
여성고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다카라지마사의 경
우 패션 잡지의 부록을 브랜드사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편집부에
서 독자적으로 기획해 제작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특정 유
명인의 사인이 기재된 기념품을 제작하는 등 잡지콘텐츠와 연동된 부록
을 선보일 수 있다. 이는 판매 부수 상승효과뿐만 아니라, 장남감이 붙어
있는 어린이 잡지, 인기가수의 DVD등 잡지나 서적 이외의 상품을 서점
에서 판매하는 기획이 하나의 마케팅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잡지 가격 또한 정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제를 
도입하여, 부록 제작비용에 따라 780엔에서 650엔까지 130엔 정도의 차
이를 두고 있다. 브랜드의 세일 시기 등 신상품이 발표되지 않는 시지에
는 잡지의 내용이 비교적 빈약해지기 때문에 발매호에 따라서 가격을 변
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InRed] 는 정가 650엔이나, 브랜드 세일이 
많은 시기인 8월호, 9월호는 부록을 포함하여 더 낮은 가격인 630엔에 
판매하였다. 이처럼 부록을 넣어 가격을 올리는 타사잡지와는 크게 다른 
전략을 취했다.

2) 리크루트사

(1) 개요 및 현황

리크루트사는 1960년 동경대학생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고품격 결혼
정보 잡지인 ‘젝시’를 필두로 각종 잡지와 무료 생활정보지 등을 발간하
는 일본의 대표적인 출판 기업이다. 특히 ‘만남’과 ‘발견’에 대한 기회를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브랜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적
자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행정보, 생활정보, 의학정보, 엔터테인먼트, 자
동차 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른 잡지와는 달리 보다 세분화되어있는 타깃을 위해 총 9가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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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4년 'Zexy', 2007년 Hotpepper의 중국어 버전 출시를 시작으

로 2009년부터는 "RGF(Recruit Global Family"라는 브랜드로 해외확장
하고 있다. RGF는 현제 아시아에서 세 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데 결혼전문 잡지인 Zexy, 쿠폰 잡지인 Hotpepper의 중국어 버전 발
행과 인적자원 정보 및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이 그것이다. 그리고 중국
과 아시아 기업의 인사 전략개발을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총 5,905명의 직
원을 두고 있으며,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연 매출 752,688
백만 엔을 달성했다. 연매출 1조 엔을 달성한 2008년에 비하면 하락세에 
있지만 여전히 일본 출판시장업계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전략

리쿠르트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잡지는 종류도 다양할뿐더러 다른 잡지
와 비교하여 보다 세분화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인잡지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잡지, 여성을 위한 잡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는 
일본인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잡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평생 독자
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졸업을 앞둔 취업생이 구인잡지를 보게 
된다면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구매하게 될 것이고 이후 결혼이
나 육아, 집에 대해 관심분야가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독자 한 사
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염두해 주고 리크루트 사는 다양한 잡지를 발간하
고 있는 것이다. 리크루트사에는 2008년을 기준으로 41개의 잡지가 발간 
중에 있으며 구인정보를 얻기 시작하는 20대 초반에서부터 평생 리크루
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리쿠르트는 크게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결혼 정보지인 “ZEXY"를 필두로 하여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는 가
치우위 전략과 생산단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저가전략,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그것이다. 먼저 가치 우위전략의 경우 가격이 높더
라도 품질을 높여 고부가가지를 창출한다는 전략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은 기업과 개인의 욕구를 매체에 따라 매칭하는 비즈니스이다. 여기서 수
입원은 광고료와 구독료가 된다. 리쿠르트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독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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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싼 광고료를 설정하고 있다. 광고주들은 리쿠르트사가 정확한 데이
터에 기초하여 연구하기 때문에 비싼 광고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가전략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처음
에는 비싼 광고료를 책정했더라도 경쟁이 심화되면 광고료는 하향 조정
된다. 이 때 광고 제작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각 단계별
로 비용을 삭감하여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전략은 특정 지
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다. 현재 리쿠르트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 쿠폰매거진인 ”Hotpepper"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잡지는 반경 6km
의 생활권을 한 개의 구역으로 설정하여 다루고 있으며 월간 약 450만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다. 이 잡지의 지면은 음식점 등의 광고가 주로 등장
한다. 소비자들은 잡지에 게재된 상점의 사진과 기사 등을 가지고 방문할 
시에는 이것을 쿠폰처럼 활용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로 
가격에 민감한 20-30대의 여성들이 주요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점
포 한 곳이 게재될 경우 쿠폰 이용자수가 200여명정도가 되기 때문에 홍
보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3) 평가

잡지시장이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일본 역시 출판업계의 불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일본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여성 패션지는 판매부수
의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는 등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4대 잡
지라고 불리는 Cancam, JJ, ViVi, Ray 등은 이러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
한 수단으로 한류 스타를 표지모델로 등장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분기당 평균 16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anan의 경우에는 장근
석을 표지모델로 기용함으로써 24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평균 발
행부수의 1.7배를 달성했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리크루트 
사의 경우 2008년 1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던 것과 달리 2011년 4월 기준
으로 7000억 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하향세를 타고 있다. 

위에 사례를 든 리쿠르트사와 타카라지마사는 독자 세분화를 통해 독
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
점이 있다. 잡지 자체가 연령대별 특성들을 고려하여 알맞은 주제를 제공
함으로써 독자 개인의 비서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리쿠르트사는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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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 독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타
카라지마사의 경우에는 연령대별, 직업별의 패션, 메이크업 정보를 세분
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불황속에 있는 일본의 잡지 시장 내에서 우
위를 차지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리크루트사의 전
략은 일본의 잡지 시장과 구조적 측면을 잘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잡지 시장의 불황을 이기기에는 눈에 띠는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역부족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획기적인 전략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경
쟁이 심한 패션지의 경우에는 많은 잡지사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특히 타카라지마사(宝島社)는 패션지의 후발주자로서 자리가 위
축될 수 있는 어려움속에서도 4대잡지를 제치고 현재 잡지시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록을 이용한 판매전략은 파급효과는 클지라도 
잡지시장의 성장을 위한 전략이 아닌 부록 자체의 홍보효과로 전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의 판매현황을 보더라도 부록의 포함여부에 따
라 판매부수가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류스타의 일시적인 
기용으로 잡지의 판매량을 높이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잡지
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방안을 더욱 더 모
색해야 할 것이다. 

3. 국내 온라인 잡지 : 모아진(Moazine)
1) 개요 및 현황

모아진은 2005년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원하고 한국잡지협회가 추진한 
‘잡지 콘텐츠 디지털화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시대에 잡지 콘
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 최대 전자잡지 포털 사이트이다. 
현재 약 289개의 잡지사와 제휴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32개
의 인터넷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각 사업자의 웹사이트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전자잡지 사이트와는 달리 텍스트 기반의 전자잡지
로써, 본문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모아진의 경우 구매한 전자잡지를 
사용자 PC 혹은 단말기에 내려 받기 때문에 콘텐츠를 삭제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다운로드한 잡지의 경우 언제라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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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재 모아진은 과월호 잡지와 함께 출판되고 있는 유료, 무료 잡지
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잡지협회의 한국잡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희
귀 및 고서도 검색할 수 있다. 

모아진의 경우 앞서 밝힌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잡
지협회가 추진한 ‘잡지콘텐츠 디지털화 기분구축 사업’을 통해 탄생한 국
내 최대 잡지포털사이트로 2010년 12월 29일자로 사업이 만료되었지만, 
㈜플랜티넷이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현재도 모아진이란 이름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단순하게 PC를 통해 웹상에서 잡지를 구독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국내 스마
트폰 보급이 확대되고, 다양한 태블릿PC가 등장하면서 2010년에 태블릿
PC 및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ㆍ보급하면서 서비스의 범위를 확
장하였다.

<표 42> 모아진 제휴 잡지사 및 인터넷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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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제

휴

잡

지

MAXIM, 서울신문, 에스콰이어, BAZAAR, 모터트렌드, 씨네21, PCLine, 매경이코

노미, BRUT, mtalk, Travie, 여행스케치, DC, 자유마당, Software, Economy21, 

코믹퍼플, wedding21, 행복한인생, 주간동아, 여성동아, 신동아, 건강다이제스트, 

Graphic arts, DESIGNNET, 119magazine, THE Golf, Daily Power, 

BADMINTON, 음악저널, GZ, 전원속의 내집, 한국연국, 대학경제, MAC, 건축세

계, 게임저널, 바둑세계, ITBusiness, CAD&Graphics, 월간 미대입시, 팡사인, iw, 

Tourism News, 가족이야기, BOX, Display, 반도체네트워크, 에너지설비관리, 친

환경, STUDIO24, SVC, The Beetle Map, DAZED, PARGOLF, GOLF, 월간역

학, 부동산매거진, movieweek, 茶道, 蘭과 生活, 아동문예, 엠엔재즈, 월간 

ehousing, 아이러브캐릭터, 의학세계, AFN영어, 해저여행, 농경과 원예, 蘭世界, 

신재생에너지, 새농사, RETAIL, Goodnews, 생각하는 사람들, 원간전기, 월간전

기, 조명과 인테리어, insurance, 무선모형, With MAC, 피싱리더, Beauty 

Fashion, PCTIAN, 붕어, ESTETICA, BESETO, Web, 컴퓨터월드, 식품저널, 매

직퍼즐, 유모어뱅크, NETWORK TIMES, 교육진흥, 오늘의 한국, 안전, 댄스스포

츠코리아 Golf Monthly, 소비자시대, 사이언스 올제, 문학세계, 아름다운 사람들, 

시세계, 경영과 컴퓨터, MARU, 현대건축, 퀸테센스저널, 월간문학바탕, Direct 

Selling, 전자부품, Embedded World, SMT PCB, 하비매거진네오, 함께사는길, 

개그천국, 사건 실화, 라디오컨트롤, 모바일타임스, 현대주택, Option, CarSound, 

audio, 낚시21, nest economy, AUTO RACING, 골프 가이드, Car Tech, 사진예

술, motor, CarAudio AB, 창작21, scuba diver, 스토리문학, 기업나라, 테크타임

즈, Video Plus, 삶과 꿈, Airliners, 식품산업, Goods, Citylife, Platoon, Flower 

Journal Windoor, The Living, Car Tuning, PHOTONET, GuitarLab, Super 

Listening, 에세이, Coffee&Tea, 좋은 만남, Korea Tatler, Animation, Graphy, 

Bizplace, Junior, Syndrome, 하이테크 정보, dramatique, CATZINE, Business 

Magazine, jungle, 논, Bellissima, CIO, BEST Eleven, Screen, Inter+view, S, 

재난포커스, Friday, Bokji News, FILM2.0, CHANNEL, 안전정보, lm, 

SPORT2.0, Mountain, Hotel&Restaurant, Excellence, GolfPunk 사람과 산, 

jazzpeople, DiETZin, DVDIAN, BaseBall, 네트파워, 프레스기술, Aerospace, 전

시, 좋은엄마, 헬스조선, M, YELLOW, LW, crart, CAMERATa, 전자과학, 

SPARK, LIQUOR, CCTV뉴스, RFID, MUINE, prosumer VIKINI, MONEY, 

Business, 공연과 리뷰, bakery, SCENE, VIDEP ART’s, Money Week, bop, 

Leaders, 이코노믹리뷰, Bowling, 국방과 기술, PT, Ue, LED World, Player, 

poptoon, 월관환경, 회계사

전

략

적

파

트

너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휴, DC, 파란, 드림위즈, 천리안, KOREA, olleh KT, 지

마켓, 예스24, 기아모터스, 현대, Zero Auction, 하이마트, AFFiS, znz, SKB, 

Hmall, HANSOFT, Gallup, BESTCite, Pulse, QINEK, INFINET, celartem, 

Saltlux, overture, PCA LIFE, Prudential, ILikeClick

출처 : moazine.com
2) 전략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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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진의 경우 권당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하는 잡지를 1주일 정
도 빌려보는 방식과 구매를 통해 다운로드 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모아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종이잡지 가격의 10% 수준인 700원 내외의 가격으로 지불하
고, 전용 뷰어를 통해 보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는 해당 콘텐츠를 이용
자의 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하여 구독하는 방식이다. 수익배분의 경우 판매
된 콘텐츠에 대해 잡지사에게 40%를 제공하고 있다.

모아진이 정식으로 상용화된 것이 2007년이기에 아직은 이용자들에게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B2C 비즈니스 매출은 그렇게 크다
고 할 수 없다. 하지만, 2009년에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아이폰용, 아이팟, 안드로이드)을 개발ㆍ보급하면서 
어느 정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모아진이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모아진의 주력 사업인 B2B 비즈니스의 경우 모아진과 대학도서
관이나 공공 도서관 등이 연간 계약을 맺고 이들 기관에 잡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60여 개의 대
학, 공공 도서관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아직은 매출액이 그렇게 크다
고 할 수는 없지만, 전자책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모아진 서비스의 경우 ‘잡지콘텐츠 디지털화 기반구축 사업’이 종료되
면서 모아진 참여 잡지사 발행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으로 잡지 서비스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
면 50%가 잡지 홍보 차원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44%는 새
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모아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46%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1%가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의 대부분(61%)은 모아진의 마케팅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했으
며, 나머지는 신속성 결여(12%), 불합리한 계약조건(8%)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수익배분에 있어 대부분의 잡지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40:60(잡지사:모아진)보다
는 50:50(36%), 60:40(25%), 70:30(25%)의 수익배분을 희망하는 것으



- 133 -

로 나타났다.
또한 모아진 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잡지 수익의 증가여부를 확인한 결

과 31%는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는 수익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타나났다(50%는 보통으로 응답함). 또한 본 모아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절반 이상(59%)이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운영에 반대하는 입장은 12%로 나타났
다. 특이한 점으로 계약 만료 후에도 잡지콘텐츠를 제공할 의사를 조사한 
결과 운영지속여부와 비슷하게 59%는 제공하겠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15%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 국내의 경우 웹진에 대해 기존 
오프라인 잡지를 위한 홍보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많기
는 하지만, 홍보 및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체되
어 있는 잡지시장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모아진 서비스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익배분 문제에서 
들어난 것처럼 모아진이 많은 수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사(잡지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모아진을 통해 실질적으로 잡지사의 수익이 증가했
다는 점에서 정체된 잡지 산업의 새로운 활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아진이 웹진으로서 자리를 잡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종류의 잡지를 
포탈을 통해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 대중잡지를 제외한 전문잡지
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부족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정 타깃층에 
대한 개별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웹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신속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잡지 업로드가 신속하게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잡지가 일정 기간을 바탕으로 발행되기는 하지
만,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잡지사와 제휴를 통해 기획 기사 
혹은 새로운 소식이 있을 경우 언제든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이
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수의 잡지와 제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
며, 유통망도 단순히 유무선 온라인 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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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태블릿PC 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전자책 및 전자잡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마케
팅 전략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이용자(대중, 특정 타깃 등)에게 소구
하고,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원만한 제휴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단기간 
내에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향후 국내 온라인 잡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해외 온라인 잡지 : 아마존 킨들(Amazon Kindle)
1) 개요 및 현황

아마존은 2007년 처음으로 킨들을 출시하면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콘텐츠(약 25만 권)를 종이 도서의 절반 이하 가격인 9.99 
달러에 공급하는 전략으로 전자책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출
판사가 30달러의 책을 아마존에 15달러에 판매하면, 아마존은 5달러의 
손해를 보면서 그 책을 킨들을 통해 9.99 달러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전
자책 콘텐츠를 수용자에게 공급하고 있다(전자신문, 2010. 5. 4).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2009년에 킨들2, 킨들DX 등을 연이어 출시
하면서 지속적으로 디바이스 부분을 보완하였고, 2009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스마트폰 시장을 겨냥하여 애플리케이션 또한 출시하였다. 현재는 
초기 미국 전자책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유럽 및 아시아 등 100여 
개 국가로 진출하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세계 전
자책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포레스터리서치(Forrester Research, 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미국 전자책 시장의 60%를 킨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점유율이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밝힌 
것처럼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보유하면서 도서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이
를 바탕으로 전자책 유통 시장으로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킨들의 경우 범용 표준인 .ePub을 책택하고 있는 다른 전자책과는 달
리 .azw라는 독자적인 파일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유통 시장
과 전자책 유통 시장에서 아마존의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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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지배적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이 독자
적인 파일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자사의 포맷을 세계 전자책 표준
으로 만드려고 하는 시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E-ink(한번 표시된 화면은 전원 공급이 차
단돼도 유지되며, 주변 광원을 통한 반사광으로 읽을 수 있기에 눈에 무
리를 덜 줌)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고, 3G 등의 무선망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하여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자의 
높은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표 43> 킨들 제품의 주요 기능과 특징
구분 킨들(Kindle) 킨들2(Kindle 2) 킨들DX(Kindle DX)

출시일 2007년 11월 19일 2009년 2월 9일 2009년 6월

디스플레이 /

명암도

E-ink 6인치 /

4 gray scale

E-ink 6인치 /

16 gray scale

E-ink 9.7인치 /

4 gray scale

OS Linux Linux Linux

파일포맷
Kindle(AZW and TOPAZ), PRC/MOBI(non DRM), TXT, MP3, 

Audible(format 4. Audible Enhanced(AAX))

저장용량 / 확장
256MB, 180MB /

SD, MMC

2GB, 1.4GB /

확장 없음

4GB, 3.3GB /

확장 없음

CPU
XScale

PXA250(400MHz)

ARM1136JF-S core

(532MHz)

ARM1136JF-S core

(532MHz)

Connectivity EVDO(via Sprint) 3G(via AT&T) 3G/1x(via AT&T)

크기 / 무게
19.1x13.5x1.8cm /

289g

19.1x13.5x1.8cm /

289g

26.4x18.3x0.9cm /

535g

가격(달러) 399, 359, 299 359, 299, 259, 189 489, 379

기타기능 e-mail e-mail e-mail, PDF 지원

출처 : wikipedia.org, amazon.com

2) 전략 및 평가

아마존은 2009년 기준 약 240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이중 
미디어ㆍ도서 분야는 약 59억 달러로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아마존의 전체 사업 중 전자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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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략적 모델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마존 킨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일종의 도매 모델(Wholesale 
Model)로 볼 수 있다. 즉, 모든 사람이 콘텐츠를 제작하여 킨들의 온라
인 사이트인 킨들스토어(Kindle Store)에 올려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아직 전자책 시장이 완벽하게 활성화되지 못한 초
기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다. 즉, 독자적으로 출판 사업에 진입하기 어려
운 영세 사업자 혹은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콘텐츠의 양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체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요 동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마존은 통신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무선망으로 전자책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Sprint와의 제휴하여 EVDO망을 통해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아마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음), 킨들의 경우 구입과 동시에 단말기마다 미리 개통되어 있는 내
장번호를 통해 별도의 통신비용 없이 EVDO망을 이용할 수 있다(이용자 
대신 아마존이 통신 사업자에게 단말기 당 2달러를 지불). 이러한 전략
은 킨들2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초기 킨들과는 다르게 3G망을 지원
하기 위하여 AT&T와 제휴를 하였다.

<그림 14> 아마존 킨들의 비즈니스 모델

또한 전자책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단순히 이용자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
텐츠를 확보하기 위하여 9.99 달러의 콘텐츠 가격 제한을 해지하여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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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 대해서는 12.99달러에서 14.99달러까지 차등가격을 적용하고 있
다. 또한 2010년부터 킨들은 인세율을 35%에서 70%로 상향조정하여 전
자책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 빠르게 대앙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응은 
전자책 시장의 주요사업자로 가지고 있던 독점적 지위가 다양한 경쟁자
들의 시장 참여로 인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마존 킨들의 경우 전자책 디바이스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전자책 시
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다양한 전자책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
케이션으로서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통합적인 전자책 서비스로 진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킨들이라는 디바이스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
니라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 안드로이드(Android) 폰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디바이스 
보다는 플랫폼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현재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콘텐츠의 양과 킨들의 시장 점유
율,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향후 온라인 잡지 산
업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핵심 사업자로 자리매김 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킨들의 주요 콘텐츠가 도서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정기구독 할 수 
있다는 점은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콘텐츠 사업자와 
제휴(킨들을 통해 판매되는 잡지의 경우 발행업체에게 수익의 70% 제
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온라인 잡지 산업에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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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미래의 잡지 경영과 광고
1. 잡지 경영전략

1) 잡지 경영 환경의 변화

잡지는 한나라의 문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의미는 잡지가 한 
나라의 문화발전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으며 국가적 기증과 의무를 수행
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겠다. 잡지란 특유의 제호 하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주간, 순간, 반월간, 월간, 제간, 년간)장기에 걸친 간행을 의도하고 
매호 편집, 발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

잡지는 신문에 비해 그 발해기간이 길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며 또한 넓은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 사건의 전모를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초점을 모아 다음의 
표본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뉴스를 체계화시키고 주의 주장을 가미하여 
사물을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어떠한 목표달성을 위해 설득해 나가
는 기능이 어느 미디어보다 강력하다. 그러므로 잡지는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생생한 자료로써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잡지의 영역은 매우 넓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해설하며 동시에 문화산업의 발전에까지 기여하는 종합지의 영향력은 상
상 이상으로 거대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잡지산업이 처한 경영 환경과 나아가야 할 방
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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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잡지 경영 환경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요약
전문가 의견 비고

잡지산업은 문화산업의 원동력이 되므로 전문 영역별로 지원

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적 정보와 콘텐츠는 곧 새로운 문화산

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잡지 전문화

전자매체를 이용한 잡지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경영차원에서 

전자매체 활용 기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전자매체 활용

잡지 전문컴텐츠에 대한 유료화 방법을 모색해 잡지산업의 자

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잡지 콘텐츠가 지니는 지적 재

산권의 확보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콘텐츠 유료화

협회 차원의 소규모 지원 등으로는 잡지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잡지사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콘텐츠 관리 시스템

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기술 공유체계

문화산업은 세계 21세기는 지식경제에 기반 한 정보사회이며, 또한 첨
단과학과 예술 등 문화적 창조가 생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
로서, 잡지산업은 지식정보 및 문화산업으로서 정보화시대의 근간산업으
로 문화적 파급력이 높은 분야이다. 특히 잡지는 이제 정보컨텐츠 산업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산업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잡지 관련 전문가 대부분이 전자매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불
황을 인식하면서도 전자잡지와 인쇄잡지의 병존 발전할 것(75.2%)이라
는 현실인식은 좀 더 적극적인 미래에 대한 대응자세로 이어져야 할 것
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웹미디어로의 전환을 이루는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잡지산업도 이제 뉴 미디어들과의 퓨전을 이루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종이와 웹
미디어가 동시에 병행하는 체제가 사업전략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즉, 이는 컨텐츠를 디지털적인 멀티미디어로 제작하여 이를 인쇄미디
어와 웹미디어의 특성에 적용해서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동
일한 인쇄미디어인 잡지산업은 출판산업과 경영전략적인 면에서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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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어야 한다. 출판산업은 기존의 콘텐츠를 인터넷을 매개로한 전자
책의 상품화와 전자서점을 통한 신유통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잡
지산업은 잡지의 컨텐츠를 다양하게 상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해야 한다. 즉 미디어의 퓨전시대에 잡지산업은 이제 단일 미디어에 의존
하지 않고 잡지라는 장르의 컨텐츠를 인쇄잡지, 인터넷웹진, 인터넷텔레
비전, 휴대전화의 시장과 제휴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미디어의 경계를 
효과적으로 넘나들 수 있는 “One-Source- Multi-Use”의 통합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컨텐츠의 구매력이 큰 네티즌이 형성하
는 가상공동체(e-community)를 구성하는 경영정략은 필수적이다. 또한 
수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분산되고 다양화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웹미디어는 전략적으로 소규모 미디어 채널들
이 제휴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컨텐츠 커버리지를 확대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는 정보고속도로가 정보통신의 인프라로 
정착되고, 웹미디어의 이용이 일상화되면, 웹미디어의 기사들은 문자와 
음향 그리고 동영상을 가미한 상품으로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무료로 제
공되나, 인터넷 소액결재체제의 도입과 함께 유료화(pay per view)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잡지의 발행인은 기존의 광고스폰서들에게 온라인 웹미디어
의 광고기회를 종이잡지의 광고수주 차원에서 전략상품으로 제공할 수도 
있으며, 잡지 발행인은 또한 영역별 분류와 검색 그리고 이의 목록화가 
용이하여 아카이브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컨테츠들의 
장점을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컨텐츠산업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디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미디어퓨전시대에 컨텐츠산업으로서 
잡지산업의 중요성이 잡지업계 스스로에 의해서는 물론 관계당국으로부
터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 디지털 혁명, 그리고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
로 정보컨텐츠 산업으로서의 잡지산업은 음성, 텍스트, 데이터, 동영상 
등 모든 정보형태 컨텐츠를 한 곳에 통합시키는 시너지 전략을 추구하는 
매체로 탈바꿈하는 ‘미디어퓨전’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잡지산업은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영상산업 등에 비하여 문화와 정보 컨텐츠산업으
로서 산업면에서나 지원정책 면에서 여타의 문화분야에 비해 정책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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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잡지산업의 이익을 대변하
는 잡지협회는 전환기의 잡지산업의 위기와 과학적인 경영전략의 도입, 
주변의 무관심에서 잡지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 어
느 때 보다도 조직의 근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된다.

2) 과거 잡지의 성공사례와 요인

뉴스 잡지라는 개념이 세계 저널리즘 사상 최초의 실현을 본 것은 
1923년 3월 3일 Time지가 창간되면서이다. 일간지 아닌 잡지가 뉴스를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때까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사 주간
지로서의 Time은, 신문 기사가 그날그날 소모되는 일회성의 것임에 비해 
적어도 1주일 혹은 그 이상의 지속성을 갖는 기사 취급 방식이 충분히 
독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안에서 출발했다. 이 착안을 한 사람
은 Time 창간자인 헨리 루스이다. 그는 친구 브리튼 해든과 함께 주로 
대학 동창들의 주머니를 털어 조성한 8만 5천불의 자금으로 뉴욕 이스트 
40번 가의 초라한 사무실에서 Time 창간호를 내었다. 

자본은 미미했고 스텝은 둘 뿐이었지만, 뉴스 매거진이 성공하리라는 
신념만은 확고했다. 채 재단도 안 된 창간호의 인쇄견본을 받아 쥔 루스
는 그때의 감회를 이렇게 적고 있다.『30분쯤 후에 나는 스스로 놀라 후
닥닥 일어났다. 내가 읽고 있는 창간호는 괜찮은 것이었다. 사실대로 말
하면 훌륭했다, 짜임새 있었고, 읽을 만했고, 재미도 있었다.』루스의 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잡지는 읽히기 시작했고 독자를 끌기 시작했다. 
허나 첫 4년은 적자 운영 이였다. 다섯해 째에 가서 Time은 천7백 불이
라는, 적지만 최초의 순익을 내었다. 

그 이후의 Time의 얘기는 완전한 성공담이다. 1928년 흑자 연도 이래 
근 60년 동안 Time의 독자는 엄청나게 불어났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에 유사한 형태의 시사 주간지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Time은 
세계 언론 사상 시사 주간 뉴스 잡지라는 장르를 출현시킨 최초의 사건
이었다. Time의 출현과 그 성공 이후 미국의 대 일간지들 사이에는 주간 
종합 판이나 위클리 리뷰를 내는 붐이 일었다. 이 현상은 유럽 및 기타 
지역에도 파급되어 독일에서는 스피겔(Spiegel), 불란서에서는 엑스프레
스, 영국에서는 News Review & Tide 같은 주간지들이 서로 조금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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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달리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고 잇
는 시사 주간지들이 모두 Time의 체제와 편집 방식을 모방하는 것은 아
니지만, 적어도「뉴스잡지」라는 착상의 근원은 Time에 두고 있다는 점
은 부인할 수 없다.

시사성과 교양, 전문지식을 함께 다루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미국
의 월간 잡지로 현재 세계 19개 언어로 매월 2천7백만 부 이상이 팔리는 
최대의 잡지다. 이 잡지는 1922년 2월 D.월리스가 창간하였다. D.월리스
는 사람들이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 싶어 하는 욕구에 초점을 맞춰 잡지
를 만들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나온 다양한 기사 
중에 일반적으로 흥미 있는 부분만을 편집해 잡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독
자들은 이미 다른 잡지나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간추려 읽기 쉽게 요약
한 이 작은 잡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윌리
스는 광고 전단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성공
의 발판을 만들었다. 잡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드위트와 그의 약
혼녀 라일라 애치슨은 1921년 리더스 다이제스트협회를 창설하고, 결혼
식 날 잡지 요약본과 구독 신청서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리
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1천5백 통의 구독 신청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우편판매
를 이용한 최초의 민간 기업으로 남게 되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1930년부터 독자적
인 기사도 게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이제스트라는 이미지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본지가 준비한 원고를 먼저 타지에 무료로 제공하여 발표하게 
한 후 그것을 요약하여 게재하는 방법까지 채택하였다. 리더스 다이제스
트는 또한 기업의 행동강령에 명시된 윤리적 내용을 준수하기위해 이윤
의 손실을 감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담배광고를 
일절 게재하지 않는 것이다. 담배광고를 싣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의 광고
수익을 놓치는데도 윌리스 부부는 처음부터 이를 거부했다. 이 방침은 지
금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이런 그들의 노력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미국 내에서도 인기를 높
이고 해외로도 진출한다. 처음 외국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내놓은 것은 
1938년 런던에서의 영국판 창간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135만 부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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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국 유수의 잡지가 되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제국의 독자를 위
해 에스파냐어판 《셀렉시오네스：Selecciones》가 창간되어 150만 부를 
넘는 최대의 에스파냐어 잡지가 되었고, 프랑스어판 《셀렉시옹：
Slection》, 독일어판 《다스 베스테：Das Beste》도 각각 100만 부를 
넘는 대잡지가 되었다. 1946년에는 일본어판이 창간되고, 1950년에는 한
국에서도 한글판이 발행되었다.

이렇게 해외로 그 시장을 넓힌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대중지로서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미국을 제외한 해외시장이 차지할 정도로 해외
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잡지가 되었다. 

Newsweek와 Time 같은 종합 시사 잡지가「뉴스 잡지」라는 아이디
어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것은 아니다. 잡지는 보도의 신속성에 있어서는 
결코 신문․방송․통신의 적수가 못된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
의 정보와 신속한 해설 등, 정보의 소비가 하루 아니 시간 단위로 이루어
지는 이들 보도 매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자면, 잡지는 그 특유의 편집
과 기사 취급 방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신문․방송 등이 이미 끝내고 난 뒤의 뉴스를 재탕한다는 반복 의식만
을 거행하고 있다가는 잡지가 읽힐 이유가 없다. Newsweek, Time, 리더
스다이제스트의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이들 주간지의 특성은 무
엇보다도 일간지 기사 체와는 다른 독특한 기사 스타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잡지의 독자는 거의 모든 기사의 행과 절에 남김없이 발휘되
고 있는 박학과 유머, 깔끔하고 충격적인 문장 스타일에 매료된다. 고금 
역사와 인문학, 사회․자연과학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전문적
인 지식과 풍부한 인용, 역사의 현장에서 바로 튀어나온 기사의 생생한 
묘사와 해석, 스타일의 윤색, 온갖 개인들의 전기적 세부 사항에 대한 폭
넓은 참조, 이런 것들은 이들 잡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매력들이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들이 Newsweek와 Time
의 약 30개 영역에서 골고루 구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장점을 발휘
하게 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은, 역시 Time이 개발한 새로운 언론 체제인 
그룹 저널리즘과 조사 개발 체제이다. 본사로 송고된 기사는 여러 명의 
편집진에 의해 거의 완전히 가필 윤색되고, 철저한 사실 확인과 참조 작
업을 거친다. Time의 거의 모든 기사가 몇 개 칼럼을 빼고 나면 모두 무
서명 기사인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기사에 작성자의 이름을 밝히는 



- 144 -

서명 기사 제도는 Newsweek이 먼저 시작했지만, 서명 기사라 해서 집단 
작업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두 잡지가 신문과는 다른 수많은 신어와 기발한 합성어를 만들어 내는 
것도 잡지로서의 신선미와 특성을 살리기 위한 전략이다. 평범한 어휘가 
요긴한 대목에서 선택되는 일은 없다. 신선하고 충격적이며, 독자의 호기
심을 자극하는 어휘가 애용되고, 마땅한 어휘가 없을 때에는 즉석에서 신
조어가 만들어진다. 두 잡지는 가희 신어의 제조창이랄 수 있고, 이들이 
만들어 낸 신어의 상당수가 지속적인 유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역시 특
기할 만한 일이다. 

이 점에서도 두 잡지는 새롭고 충격적인 것에의 선호를 가진 현대인의 
취향에 적극 어필한다. 고성능의 동사, 기발한 동철이의어(pun), 연계 형
용사, 합성어와 도치 문장 등을 사용하는 Newsweek, Time의 기사를 읽
다 보면 독자는 언어의 묘기 놀이 혹은 「깜짝」 쇼(shunt)를 보는 듯한 
흥분과 드릴에 빠진다. 이것은 참으로 미국적인, 그러면서도 요즘 전 세
계로 퍼지고 있는 충격 문화의 에센스이다. 또 한 가지 기사 특징은, 모
든 기사가 흥미진진한 이야기 체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딱딱
한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논픽션을 읽는 듯 한 독서의 쾌감을 노린, 
역시 획기적인 기사 스타일의 개발이라 할 것이다. 

저널리즘의 통상적6W원칙(六何원칙)의 주요대목들인 why와 what은 
가령 이들 잡지의 경우 단순히 「무엇」이 「왜」발생했는가에 그치지 
않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it means), 대책은 무엇인가(what 
can be done to it)등으로 확장된다. 말하자면 한 편의 이야기가 제시되
는 것이다. 이야기는 구성, 즉 플롯을 가지며, 구성의 3개 요소는 시(始)․
중(中)․종(終)이다. 이런 요소들을 갖추게 함으로써 뉴스가 단편적인 사
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소설적인 흥미를 지니도록 개발된 것이 
Newsweek, Time의 독특한 기사 작성 스타일이다. 이 요소들은 또 고래
(古來)의 수사들과 화려하게 접합, 두 주간지의 특성을 살려내고 있다. 

3) 명품지의 등장 잡지 시장의 개편

그 동안 여성지 또는 생활정보지와 경계에 있었던 잡지들이 2000년대
에 들어와 명품잡지라는 이름으로 잡지시장에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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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명품잡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명품잡사로 시작한 잡지들 『노
블레스』(노블레스애드), 『오뜨』(오뜨마케팅), 『네이버』(솔루션코), 
『더퍼스트』(더퍼스트마케팅)와 기존 잡지사에서 경쟁적으로 발행한 『.
럭셔리』(웅진닷컴), 『드베베』(유아정보기술), 『브릴리앙』(주얼리우
먼사), 『뮤제드마끄』(글로벌미디어서비스) 그리고 백화점 또는 호텔에
서 만들어낸 명품잡지 『포스트레이디』(신세계백화점), 『제이제이 매거
진』(힐튼호텔)으로 구분된다. 

명품잡지는 대부분이 무가지로 멤버쉽 잡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잡
지광고와 기타 마케팅 산업을 동시에 수반하는 잡지사 또는 기업의 형태
가 대부분이다. 잡지 종수도 늘어남에 명품위주의 소비문화, 지나친 과열
경쟁, '광고잡지' 라는 비판도 있는 반면 명품잡지사 나름의 편집, 기획의 
다양성의 노력으로 차츰 명품잡지의 독특한 잡지 판을 구축해 가고 있다. 
명품잡지의 새로운 판도는 잡지의 다양성과 잡지중심의 정보제공으로 잡
지산업의 새로운 영역이며 기회로 보인다.

명품잡지의 시작은 90년대 중반에 들어 창간된 노불레스, 오뜨, 
네이버, 더퍼스트 등 무가지 형태를 취한 고급 광고잡지였다. 여기에 
기존의 대형 잡지사와 백화점 호텔 등이 참여함으로써 잡지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명품잡지로는 이외에도 럭셔리(웅진닷
컴), 드베베(유아정보기술), 브릴리앙(주얼이우먼사), 무제드마마끄
(글로벌미디어서비스), 퍼스트레이디(신세계백화점), 제이제이 매거
진(하얏트호텔), 더 바(드림시티) 등이 있다. 이들 잡지들은 대부분 
무가지로 발행되며, 제작비를 넘는 광고비 및 기대를 넘는 판촉 효과로 
대부분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명품잡지들에는 명과 암이 존재한다. 우선 편집과 기획의 고급화
로 잡지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런 면에서는 
과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지, 및 고급 철도 이용자들에게만 
제공되는 레일로드 등과 같이 시원한 화보 위주의 편집, 스피디한 기사 
문장의 전개 등에서, 중소 잡지사들이 시도하지 못했던 영역을 개척했다
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멤버쉽 중심의 보급 체계, 명품 위주의 
소비 문화 확산, 과열된 광고 경쟁 등으로 대중문화를 왜곡시킨다는 비판
은 그 어두운 그늘이다. 실제로 유명 패션 및 수입 명품업체들 가운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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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들 명품잡지와 화보 위주의 라이선스 잡지에 광고 지면을 얻지 
못하면 판매에 치명적 타격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잡지들은 현대 대중문화에서 큰 암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이성적 
‘이미지 소비’를 부추기는 측면이 적지 않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라는 절대적 교사의 지시에 따
라 무비판적으로 사들이게 되며, 또한 유행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보는 비이성적 추종형 인간형을 낳게 된다. 그런 점에서 새 밀레니엄 시
대의 우리 잡지들은 시대의 목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상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요 이론가 가운데 한 사람인 아도르노는 일찍
이 대중문화의 문화상품화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그는 
자본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는 문화를 가리켜 ‘예술의 탈예술화’를 부추기
는 장본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다음의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문화 산업에 의해 기만당하여 문화 산업의 상품을 탐내는 자들은 예술
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술이 현대 사회의 생활 과
정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을, 과거 어느 한 시대의 예술에 대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자들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알아차린다. 그들은 예술의 탈
예술화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어떤 작품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애써
서 고쳐 놓고 작품과 감상자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간과할 
수 없는 징후이다.

이처럼 아도르노는 사용가치보다 교환 가치가 팽배된 문화 현상을 지
적하였다. 한편, 대중매체들이 대중을 사로잡아 그들의 ‘개성’을 말살하여 
심지어 개개인의 심미성마저 획일화시켜, 예컨대 국제어가 되다시피 한 
코가콜라와 같은 예에서 보듯, 획일화, 대중화, 이데올로기화라는 위장된 
폭력에 주목하였다. 양상은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과열된 라이선스 잡지 
붐은 문화에 대한 가치 전도와 오도된 코스모폴리탄화를 크게 부추기고 
있다는 데서 진진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지 소비의 폐해
를 넘어서서 진정한 잡지 메카니즘을 회복하는 길을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에 서 있다.

2. 잡지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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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가 점차 쇠퇴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회
생의 방법이 없지는 않다. 사회의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들은 잡지를 구원할 수 있는 훌륭한 메커니즘으로써의 
역할을 이미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잡지가 처한 현실을 알리는 일만이 
아니라 새로운 잡지인력을 양성하는 일까지 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잡지
부흥의 움직임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 잡지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한 개인 미디어의 양산과 그에서 파생되는 정보
의 홍수 속에서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의 필요성은 날
로 높아지고 있다. 흘러 다니는 정보는 무궁무진하지만,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의 제공자로서 잡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하는 것은 결코 억지가 아닐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 영역들에서 신뢰받는 여러 권위자들로부터 얻은 
심층·전문 정보들은 잡지를 통해 제공된다. 이는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
고 전문 영역의 발전을 도우며, 국민들의 생활수준 전반을 높일 수 있다
는 점을 알려주며, 그로 인해 잡지진흥의 움직임은 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잡지를 제작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이러한 잡지 진흥의 일환으
로 볼 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는 잡지진흥법 제14조와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이를 위한 특별한 시책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에 
근거한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잡지의 방향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며, 아울러 역량 있는 젊은이들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한국잡지교육원(KMI)은 우수한 잡지인 양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의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가 설립한 잡지인 전문 교육기관
이다. 따라서 국내 최고의 강사와 첨단시설을 이용하여 신규 및 재직 잡
지인을 교육, 양성, 공급하는 주된 임무를 수행한다. 

그 동안 잡지계는 체계적인 실무교육과는 무관하게 단순 채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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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충원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 진정한 언론매체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교육기관은 우수하고 재능 있는 잡지인을 발
굴, 양성하여 전문 잡지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잡지협회에 소속된 가맹 잡지사 뿐만 아니라 신문사, 출판
사, 기획사 등과의 산·학 협조로 수료생 전원에게 취업연결을 해주고 있
다.

2) 잡지 형태의 변화와 크리에이터 양성 필요

잡지산업이 문화콘텐츠 산업 영역에서 중요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문
화와 사회를 연결하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화산업은 본질적으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개성의 방향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
게 읽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잡지는 일반적인 서적과는 달리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감각적인 전략
이 필요하며 여기에 전문적인 크리에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잡지산업에서 크리에이터의 역할은 잡지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략
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요구되지만 외형적인 디자인과 정보, 마케팅의 방
향을 예측하는 과정에도 필요하다. 웹 기반의 잡지를 상용화 시키는 작업
으로 2005년 8월, 잡지협회와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잡지 콘텐츠 디지털
화 기반구축사업”이 시행된 배경에도 잡지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크리
에이터의 역할이 필요했다. 그 결과 2006년 4월 25일 <모아진 닷컴>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오픈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180여종의 잡지가 모
아진 닷컴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B2C, B2B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모델과 
서비스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모아진 닷컴은 국내에서 최다 잡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 전자잡지 포털 사이트로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모아진 닷
컴은 잡지사에서 종이 책을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맥킨토시의 소프
트웨어 QuarkXPress의 파일을 직접 디지털화 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따
라서 고품질의 전자잡지를 제작할 수 있으며, 잡지 내 본문 검색 서비스
가 가능한 텍스트기반의 파일 형식으로 제작 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모아진 닷컴을 통해 원하는 검색 키워드를 입력한 후 본인이 원하는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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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바로 찾아 구매 혹은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모아진 닷컴에서는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최신 잡지 신간호와 과

월호를 동시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잡지를 
볼 수 있는 ‘대여 서비스’까지 확장하여 선보였다. 또한 일반회원이 모아
진 닷컴을 통해 평소에 보고 싶고 소장하고 싶은 잡지에 대해서 1년치 
과월호 패키지를 구매 할 수 있는 과월호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
며, 전자잡지 정기 구독 서비스를 통해 매 발행주기마다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모아진 닷컴은 콘텐츠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 이외에 잡지 콘텐츠
를 이용한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스폰서 광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모아진 닷컴 내 검색 결과 화면과 모아진 잡지기사 뷰어 내에 배치되는 
것으로, 전세계에서 최대 온라인광고 제공 업체인 오버츄어코리아와 체결
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는 국내 전자책 업계 최초로 인터넷 
웹 페이지가 아닌 잡지 뷰어 내에 스폰서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극대
화를 높일 수 있으며, 크게 보면 잡지광고 분야에서도 훌륭한 발전이다.

향후 잡지산업의 방향이 단순히 웹진 위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은 
하기 어렵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이 어떠한 형태의 잡지를 만들어
내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기술환경에 적합한 소비
자의 기호를 맞춰줄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몇몇 대학에 잡지출판 관련 학과가 있긴 하지만 잡지산
업의 불황에 따라 취업여건이 좋지 않고 전문적인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잡지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잡지교육원>에서 잡지 
관련 교육을 시행하며 취업과의 연계 등을 하고 있으나 산업여건의 미비
라는 본질적 문제에 봉착해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
다. 

현재 잡지교육원에서는 잡지기자의 자질 향상과 편집, 취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취재․편집디자인·사진·마케팅·제작 부문에 대해 분기별로 기
자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료자에게는 협회 명의의 기자증을 발급하
여 취재 편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산업 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지식을 교육시킨 후 인력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의 인력난을 해결해주기 위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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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편집디자인과정, 광고마케터과정을 통해 잡지사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총 3개월의 교육기간 중 2개월은 한국잡지교육원에서 집합교
육을 실시하며 이후 1개월 간은 매칭된 잡지사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1개월의 현장연수 기간에는 50만원의 현장연수비
가 연수생에게 직접 지급되고, 연수생을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노동부
에서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지만 능력있는 젊은이들을 전문적으
로 양성하기 위한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다.

<표 45> 잡지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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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비고

잡지산업의 마케팅을 담당할 수 있는 마케팅 크리에이터 양성이 

필요하다. 마케팅 크리에이터는 시자의 흐름과 소비자 변화에 

따라 잡지의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케팅

크리에이터

잡지의 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취재, 편집 크리에이터를 

양성해야 한다. 외국 유명 잡지와 경쟁할 수 있는 비결은 전문

성의 강화에 있기 때문이다.

취재, 편집

전문가 양성

디자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외관적인 차원과 잡지의 가독성

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쇄잡지와 웹진 모두 디자인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만큼 영역별로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육성해

야 한다.

디자인 인력

배양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잡지 산업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잡지의 형태를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잡지산업의 생산과 소비, 창조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지속적

연구개발

3) 잡지광고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잡지광고의 효율적 집행 전략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잡지광고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과 연계시켜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잡지광고 활
용방안을 광고주에 제공하는 실용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6>잡지광고 활성화를 위한 연구 과정
구분 내용 비고

1단계 잡지 유형별 독자층 파악 자료이용

2단계 잡지 유형 × 광고 유형별 도달률 분석 실증조사

3단계 잡지 유형 × 광고 유형별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 분석 실증조사

4단계 잡지 유형 × 광고 유형별 효과 분석 실증조사

5단계 잡지 유형 × 광고 유형별 효과와 매출증감 비교 분석 조사결과 종합 분석

최종결과 잡지광고의 효율적 집행방안 제시→광고주 설득 근거로 활용 잡지광고 활성화

아이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 미디어 잡지광고에 동영상 PPL을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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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전반적인 잡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도 있다. 여기
에 광고의 드라마 기법을 도입해 단편 영화와 같은 형태로 광고물을 제
작하고 광고 시나리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잡지가 소비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
가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전달과 의사 표현에 글쓰기와 읽기가 핵심
임에도 불구, 읽기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간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월간 잡지의 열독률은 14.3%로 신문에 비해(46.4%)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잡지를 직접 구매하여 읽기 보다는 은행, 미용실, 공공기
관 등에서 대기시간 동안 수많은 독자가 돌려보는 문화가 보편적이다. 이
러한 환경에 따라 낮은 구독료 수입 탓에 잡지사는 기사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보다 광고수익 극대화에 집중, 무가지 배포를 늘이는 전략 유지하
고 있으며 저품질 기사로 인해 독자들의 구매의사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국민적 ‘읽기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잡
지 독자를 확보하고 잡지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즐기는 대부분의 매체는 영화, 방송, 컴퓨터 오
락 등의 영상물이며, 문자매체와의 접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잡
지활용교육(MIE: Magazine In Education)을 통해 올바른 매체 이해교육
을 시행함으로써 뉴미디어의 역기능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 밖에 잡지 후원 제도 수립과 소외계층 지원 방안 등도 고려해봏 사
항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인쇄매체 특히 잡지에 할애하는 시간이 특히 저
조하다. 전체 매체 접촉시간(336분) 중 성인은 평일 하루 잡지에 6분을 
할애한다. 대부분 은행 등 대기시간에 소일거리로 잡지를 접하는 경우가 
많으며 도서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는 예산 제약으로 다양한 잡
지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잡지 보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이 요구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기초생활수급가정,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등의 소외계층은 비용 부담 및 낮은 친밀감 등으로 인쇄매체에 
대한 접촉률이 낮은 상황이다. 2010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월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의 신문 정기구독률은 6.4%로 매우 저조하며, 월소득



- 153 -

이 많아질수록 정기구독률이 높아지는(600만원 이상은 49.2%) 현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신문, 도서, 잡지 등 인쇄매체에의 노출은 사고력 
향상,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 및 시련 극복의지 고양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크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미래의 잡지 독자를 확
보하는 전략 연구도 필요하다.

3. 잡지 경영과 광고환경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광고주에 있어 장르별로 세분화, 다

양화되어 있는 잡지매체는 아직도 매력적인 매체임에 틀림없다. 특히 소
비, 오락적 성향이 강한 잡지 일수록 광고매체로서 활용도가 높다.

오늘날 대형화, 비주얼화를 지향하는 잡지에는 편집 및 인쇄, 용지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광고수입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매스 매거진의 경우 대량 부수 판매를 통한 판매수
익을 확보하기 위해 잡지의 정가를 낮게 설정하게 되는데 정가를 낮게 
책정하는 만큼 광고수익을 획득하여 이를 충당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구
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잡지 수익에 있어서 광고수익의 비중이 매우 커지게 된다. 예
를 들어 18∼22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패션잡지 ViVi의 경우 
정가가 600엔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제작 코스트는 700엔 이상이라고 한
다. 또한 일본의 대형출판사의 경우 잡지주도형 출판사가 많은데 이는 잡
지광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한 판매수입과 더불어 광고수입을 보장
해 주는 잡지 매체야말로 다수의 사원을 책임져야 하는 대형 출판사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전반적으로 오락, 정보미디어로서 인쇄 잡지에 대한 수요가 떨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품정보나 레저정보 등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는 패턴이 정착되고 있다. 인터넷과 컴퓨터 환경의 확대는 
잡지 시장에 있어 컴퓨터 관련 잡지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기도 하고, 인
기 웹 사이트가 종이 잡지로 창간되기도 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너지 효과가 확대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생활정보지의 경우 인터넷
을 통해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수가 감소하거나 폐간
되는 경우, 또는 발행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잡지의 다품종 소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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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독자에의 소구력이 약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잡지는 201종이나 창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제를 모았던 새로
운 기획의 잡지가 2호 발행부터 추락하는 등 독자의 눈은 더욱 엄격해지
고 있다는 평이다.

전체적으로 판매부수가 떨어지면서 광고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
기 때문에 가격 인하 조정의 움직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잡
지시장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 잡지출판사와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
다.

뚜렷한 형태의 변화는 잡지를 판형 별로 보면 잡지의 시각화와 함께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이래 현재까
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판형은 A4판/A4판 변형(전체의 
38.6%)과 B5판/B5판 변형(31.7%)이다. 특히 2000년 이후에 창간된 잡
지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판형이 크고, 지면의 비주얼을 중시하며, 잡지
명으로 외래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잡지 판형의 대형화와 지면의 비주
얼화는 잡지의 광고매체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잡지의 광고매체화는 
오늘날의 잡지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이다. 그만큼 잡지산업이 광고에 의존
하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잡지광고 개요

잡지광고는 신문광고와 더불어 인쇄매체광고의 하나로 잡지에 실리는 
광고이다. 경제적 또는 문화적 수준이 높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소구효과가 매우 높다. 또한 여러 가지 형식의 광고표현이 가능하고 
활판에 의해서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구가 가능하며, 설득력이 
높다. 잡지는 특성화, 세분화 성격이 강한 전달 매체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취미 등에 따른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제호(잡지명)를 만들어 정기
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을 말한다. 잡지 광고는 이런 잡지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특성을 살려 각 특정 계층에게 알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광고
이다. 

광고주들이 잡지를 이용하는 이유는 표적 수용자에게 양질의 광고물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잡지 광고의 경우 잡지의 세분화 된 독자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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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광고의 적절한 표적 수용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광고
를 전달 할 수 있다. 또한 양질의 컬러 인쇄를 통해 독자에게 시각적 즐
거움을 제공하며 타 광고와 차별화 된 컬러나 인쇄 방식, 표현 등을 통하
여 제품을 쉽게 인식하거나 독특한 이미지로 기억 될 수 있도록 한다. 

잡지 광고는 전문화된 잡지나 고품격 잡지와 같은 특화 된 잡지의 경
우 권위감, 신뢰성, 귀족성 등의 특성이 있어 잡지의 이미지대로 광고의 
이미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잡지 광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특정 계층에만 소구되는 전체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보통의 잡지들이 빠르면 주간, 월간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광
고의 높은 빈도수를 얻기 불가능하며 많은 광고들이 차지하는 잡지에서 
타 잡지 광고들 속에 묻혀 가독성이 저하될 위험도 있다. 여타의 인쇄 매
체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쇄 매체의 영역이 줄어들 고 
있기 때문에 잡지의 영향력의 한계가 더욱더 들어 나게 될 위험성이 있
다. 

잡지는 특정 제호 아래 각종 원고를 수집,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
으로 편집․간행하는 정기간행물로 정의된다. 이에 잡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각도에서 분류된다. 

① 기간별 : 잡지는 주로 주간․월간․계간인데, 보통 간행 간격이 짧은 
것일수록 대중적․시사적이고, 계간이나 연간의 경우는 학
술적․자료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② 영리성 : 출판사나 신문사에서 간행되는 잡지의 대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업 잡지라고 불린다. 이와는 달리 
유가․무가를 막론하고 적어도 직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잡지가 있다. 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정당․대
학과 그 밖의 연구기관, 예술단체․종교단체․회사․노동조합 
등에서 간행하는 것이 그것으로, 그 대부분은 기관지 또
는 홍보지라고 불린다. 동호인들끼리 합자해서 간행하는 
동인지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 

③ 내용별 : 일반(종합․대중)․생활․여성․아동․문예지 등외에 각 전문분야 
별 잡지(전문지)가 있고, 또 홍보지 가운데는 기업과 상
품의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PR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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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형태별 : 잡지는 보통 국판, 4․6배판, 국배판, 4․6판의 형태를 취한다.

문예지․종합지 등의 월간은 국판, 여성지․아동지 등의 월간과 대중 상
대의 오락지인 주간지 등은 4․6배판, 화보잡지의 경우는 국배판이나 타블
로이드판을 취하고 특수교양지나 가이드의 성격을 띤 잡지의 경우는 4․6
판 또는 포켓판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잡지는 신문이나 단행본과 마찬가지로 인쇄된 문자․그림․사진 따위를 
소재로 하여 구성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지만, 단행본과는 달리 정기
적으로 계속 간행된다는 데에 특색이 있고, 또 신문에 비하면 발행 간격
이 길기 때문에 뉴스성과 속보성이 뒤진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잡지의 
특성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의 세 가지 기능 중 정보의 신속전달을 제외
한 의견의 전달과 오락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
듯 현대사회에 나타난 여러 대중매체 중 가장 다양한 매체가 바로 잡지
이다. 

2) 잡지광고의 종류와 특성

잡지광고는 광고가 게재되는 지면이나 위치에 따라 표1광고(앞표지에 
실리는 광고), 표2광고(앞표지의 이면에 실리는 광고), 표3광고(뒤표지의 
이면에 실리는 광고), 표4광고(뒤표지에 실리는 광고), 표지대응면 광고
(표2, 표3에 대응하는 지면에 실리는 광고), 목차면광고(목차면의 상하 
또는 양측에 실리는 광고), 목차이면광고(목차면의 이면에 실리는 광고), 
기사중광고(기사면 가운데에 실리는 광고), 보통면광고(광고만을 싣는 지
면의 광고), 중앙면광고(잡지 중간의 표지와 같은 지질의 지면에 실리는 
광고) 등으로 구분된다. 

잡지는 구독자들의 교육적 욕구, 정보취득 욕구, 또는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잡지는 더욱 다양화ㆍ전
문화되는 추세에 있다.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신문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반하여, 특정의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잡지들이 좋은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 잡지들은 쇠퇴하고, 표적 세분시장을 겨냥한 스포츠, 음악, 레
저, 하이틴 잡지 등의 전문잡지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잡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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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잡지광고는 소비자 선별성이 매우 높다. 잡지는 지역에 따라 또는 
표적 구독자 층에 따라 전문화ㆍ세분화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② 잡지광고는 소비자 선별성이 높은 반면 도달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잡지의 구독자 수는 다른 매체에 비하여 적어, 1인당 메시지 도달
비용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광고 메시지의 도달 범위를 
높이는 것이 매체목표인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매체대안이다.

③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 보면 잡지광고는 신문과 같이 시각적인 기
능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문에 비해 색상의 선명도가 높아 제작
물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활용이 가능
하다. 예를 들어 아래쪽의 연속적인 광고지면을 구입하거나, 티저
광고, 팝업광고를 이용하여 구독자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광고에 대한 주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사가 나가는 다른 쪽
에 광고물이 게재되는 기사대면광고 등도 고려될 수 있다. 

④ 잡지광고의 수명은 월간지의 경우 30일간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 
구독자는 필요에 따라 광고에 게재된 정보를 다시 볼 수 있는 장
점이 있는 것이다. 광고가 집행된 다음 다시 그 광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TV나 라디오의 경우나 수명이 하루정도 지속되는 신
문광고에 비해 잡지는 매체의 수명에서 우위를 갖는다.

⑤ 잡지광고는 다수의 광고물이 연속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으로 인해 
혼잡(clutter)현상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광고물들 사이에 구독
자 주위를 끌기위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매체이다.

⑥ 잡지종류에 따라 열독률에 차이가 있다. 남녀 연령층 등 독자층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컬러 광고 열독률은 70%이고 흑백광고는 
44% 이다.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을수록 열독률이 높아진다. 
오른쪽 페이지가 왼쪽 페이지보다 열독률이 높다. 기사부분의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순으로 낮아진다. 한 페이
지에 실린 광고수가 많을수록 열독률이 떨어진다. 

⑦ 잡지는 독자층의 성격상 10개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중 광
고 매체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성잡지와 시사
지이다. 단가범위 면에서는 기사대면 1페이지를 기준으로 여성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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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사 종합지가 가장 광고료가 비싼 잡지이다. 최근에는 독자들
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져서 컴퓨터, 오디오, 학생용 학습지, 
전기전자, 골프, 자동차, 여행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지가 계속 
창간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여 앞으로는 잡지의 매체 계획 
시 발행 부수나 구독량과 같은 수치보다 구독자 계층의 특성이 더
욱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잡지광고의 장ㆍ단점

잡지 광고와 신문 광고는 서로가 비슷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지만 각기 
그 특색에 따라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잡지 같은 경우는 
잡지를 보는 독자층이 신문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성 잡지, 남성 잡
지, 청소년 잡지등 대체로 잡지를 읽는 사람은 그 층이 나타난다. 그래서 
광고주는 이와 같은 특성을 잘 알아야 하며 그 특성에 따른 광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점>
① 잡지는 독자나 광고주 모두에게 거의 무한한 유연성을 가져다준다. 

즉, 전국적인 범위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면 아주 세분화된 청중에
게만 도달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길이와 논조를 유지할 수 있다. 

② 잡지광고의 컬러는 독자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며, 특히 매끄
러운 종이를 사용할 경우 인쇄의 질이 좋아진다. 컬러는 잡지의 이
미지를 형성해 주며, 후에 독자가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다.

③ 잡지의 권위와 신뢰성은 상업적 메시지의 격을 높여준다. TV, 라디
오, 신문 또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독자들이 지식을 얻
는다든지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상의 깊이는 부족하다. 잡
지는 정보․지식․의미, 이 세 가지 모두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④ 독자 선별성 측면에서, 직접우편을 제외한 다른 어떤 매체보다 효
율적이다. 전문적이고 일관적인 본문 내용은 자연스럽게 독자를 선
별하게 되고 광고주들로 하여금 메시지의 초점을 분명히 맞출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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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잡지는 비교적 오래 보관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
지고 광고를 자세히 음미할 수 있다. 광고주들로서는 교육/판매 메
시지를 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개성을 독
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기회를 갖게 된다.

⑥ 버려지는 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다.
⑦ 잡지에 대한 독자의 충성도는 다른 매체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

다.
⑧ 회독자수가 높다. 정기구독자가 잡지를 다 읽고 난 후, 비정기구독

자들이 받아 읽는 경우가 많다.

<단점>
① 잡지의 광고 지면이 발행일 전에 미리 구매되고, 광고물이 미리 제

작되어 제출되어야 하므로 광고의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
② 잡지가 높은 선택성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광고비용이 매우 높아서, 

특히 대중잡지의 경우 광고비나 발행 부수가 낭비될 가능성이 높
다. 

③ 인기 있는 잡지의 경우 광고경쟁이 심하다.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
한 광고간의 경쟁이심하다. 옆면의 광고에 영향을 받으며 페이지 
위치에 따라 광고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다.

④ 도달 범위가 낮다. 전국적 도달률이 방송매체 만큼 높지 못하다. 
⑤ 광고물이 많이 게재됨으로 인해 주위를 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

다.
⑥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쇄 매체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종이 잡지의 영향력의 한계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

참고로 미국 MIT의 다이아몬드(Daniel S. Diamond)가 제시한 광고메
시지 의사결정모형에 따르면 잡지광고의 주목률과 열독률은 다음과 같다.

ㆍ광고의 열독률은 양면광고, 1면 광고, 세로 반면광고, 가로 반면광고
의 순으로 낮아진다.

ㆍ색채의 수가 많을수록 열독률은 상승하나 숙독의 경우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 색채광고의 여성 소비자들에 대한 영향은 남성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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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 크다.
ㆍ블리드(bleed)가 열독률에 주는 영향은 적다.
ㆍ우측에 게재되는 광고가 좌측의 광고보다 효율적이다. 위치가 열독

률에 주는 영향은 표지4, 표지3, 표지3 기사부분의 최초의 4분의1, 
다음의 4분의 1, 그 다음의 4분의1, 마지막 4분의 1 차례이다.

ㆍ사진의 열독률에 미치는 일러스트레이션 보다 높고, 양자의 영향은 
사진도 일러스트레이션도 없는 경우보다 크다.

ㆍ광고의 본문이 광고의 반 이상을 넘으면 열독률은 저하된다. 이는 
특히 숙독률에 대한 영향이 크다.

ㆍ상표명의 크기는 열독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ㆍ제목의 크기는 열독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거꾸로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본문에 대한 열독률이 높아진다.

4) 잡지광고 현황

잡지 광고수익은 잡지사 수익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이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잡지 열독률 하락세로 인한 광고비 감소
로 잡지사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 ‘09년 잡지 광고비는 4,388억 원으
로 전년대비 8.7% 감소(전체 광고시장의 6%)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잡지 광고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0년 초 전망한 2010년 전체 광고시장은 금융불안 현상 지속과 국
제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여러 나라의 위기설 등 대내외 경제불안 
요소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전체 광고시장이 
5.6~9.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은 
소비심리 개선 및 대형 스포츠 이벤트·국제행사 등의 영향으로 각 기업들
의 광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광고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총광고비가 사상 
최초로 8조 원을 넘어선 8조 4501억 원으로 기록되었다. 역대 광고비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07년으로 7조 9896억 원을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기로 인해 광고시장은 2009년 7조 2560억 원까지 떨어졌었
다. 201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내외적 불안요소로 인해 8조를 넘지 못
할 것으로 보였으나 세계경제의 회복과 소비심리 개선, 대형 스포츠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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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인 벤쿠버 동계올림픽, 남아공월드컵, 광저우아시안게임 및 국제행사인 
G20 개최 등 광고시장에 활기를 넣어 주는 여러 긍정적 요소들로 인해 
2009년 대비 12.6% 성장한 8조 4501억 원을 달성하였다.

2009년 월별 광고비는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대비 30% 하락한 최
저점에서 출발하여 매월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월
별 광고비는 금융위기 이전 사이클과 유사하게 광고비수기인 1~2월, 
7~8월 광고비를 대폭 줄였다가 4~5월, 9월 이후 집중하는 N자형 패턴
을 보였다. 다만 월드컵의 영향으로 과거와 다르게 6월 광고비가 연중 
최고 집행 월이 되었다.

<표 47> 4대 매체 광고비 추이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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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체
광고비 성장률(%) 구성비(%)

2008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4매

체

TV 18,997 16,709 19,307 -12.0 15.5 23.0 22.8

라디오 2,769 2,231 2,565 -19.5 15.0 3.1 3.0

신문 16,581 15,007 16,438 -9.5 9.5 20.7 19.5

잡지 4,804 4,388 4,889 -8.7 11.4 6.0 5.8

합 43,151 38,335 43,199 -11.2 12.7 52.8 51.1

인
터
넷

검색 7,500 8,250 10,440 10.0 26.5 11.4 12.4

노출형 4,400 4,180 5,030 -5.0 20.3 5.8 6.0

합 11,900 12,430 15,470 4.5 24.5 17.1 18.3

케이블TV 8,600 7,794 9,649 -9.4 23.8 10.7 11.4

뉴
미
디
어

IPTV 53 114 205 115.1 79.8 0.2 0.2

스카이라

이프
95 95 153 0.0 61.1 0.1 0.2

DMB 114 176 271 54.4 53.4 0.2 0.3

합 262 385 629 47.0 63.1 0.5 0.7

옥외 6,395 6,248 7,494 -2.3 19.9 8.6 8.9

4매체

광고제작 및 기타
7,663 7,368 8,061 -3.8 9.4 10.2 9.5

총합 77,971 72,560 84,501 -6.9 16.5 100.0 100.0

출처 : 한국광고단체연합회. www.adic.co.kr

매체별로 살펴보면 4매체 광고비는 2009년 대비 12.7% 증가한 4조 
3199억 원으로 전체 광고비의 51.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직도 4매
체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2006년 60.6%, 2007년 58.2%, 2008년 
55.3%, 2009년 52.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통매체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지상파TV 광고비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 및 국제행사인 G20 개최로 
인한 기업 마케팅 비용증가와 간접·가상광고 허용 등 방송규제 완화 및 
장기집행에 대한 혜택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여 2009년 대비 
15.5% 증가한 1조 9307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3사 중 SBS가 동계올
림픽, 월드컵 단독중계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라디오 광고비는 2009년 대비 15% 증가한 2565억 원으로 집계되었
다. 신문 역시 대형이벤트 호재와 국제행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 주요 광고집행 업종인 금융, 가전, 정보통신, 자동차 업종 등과 주
요 대기업의 적극적이 광고집행이 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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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비 9.5% 증가한 1조 643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인터넷 광고비는 전체 매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인 24.5% 성장한 1조 

547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총 광고시장의 18.3%의 비중을 차지하
며 지상파TV(22.8%), 신문(19.5%)에 이어 광고비 집행 3위 순위에 해
당된다. 하지만 2006년 10.2%, 2007년 12.8%, 2008년 15.3%, 2009년 
17.1%로 매년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검색광고는 광고 마케팅에 있어 검색의 중요성이 지속 확대되어 2009
년 대비 26.5% 성장한 1조 44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인터넷 광고비 
중 67.5% 의 비중을 차지한다. 노출형 광고는 검색연동 노출형 광고, 동
영상 광고 등 브랜딩 효과의 검증과 함께 2009년 대비 20.3% 성장한 
503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케이블TV 광고비는 2009년 대비 23.8% 증가한 9649억 원으로 집계
되었으며 지상파 계열 PP사의 검증된 프로그램과 대형 PP사의 콘텐츠 
투자가 성과를 내 슈퍼스타K 시즌2, 롤러코스터와 같은 고시청률 프로그
램이 제작되면서 광고수요가 확대되었다. PP사 별로는 SBS미디어넷이 
동계올림픽, 월드컵 단독중계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뉴미디어군은 2009년 대비 63.1% 성장한 629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각 매체별로 IPTV 79.8% 성장한 205억 원, 스카이라이프 61.1% 성장
한 153억 원, DMB 53.4% 성장한 27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옥외 광고비는 새로 허가된 고속도로 야립광고의 재개, 3D광고 등장
에 따른 매체성장과 철도, 버스 등 교통매체의 성장의 영향으로 2009년 
대비 19.9% 성장한 749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잡지의 경우는 2010년 실적으로 볼 때 2009년 대비 -8.7%의 감소세
를 나타냈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시장 경기에 따라 변동의 폭이 나타나
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률보다 전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 2000년도 초반까지만 보더라도 잡지광고는 광고의 4대 매체로 취급
되며 시장점유율 역시 4위권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2010년 시점에서 보
면 잡지광고는 인터넷은 물론 케이블TV 등에 밀려 점차 영역이 줄어들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인쇄매체로서의 신문산업이 쇠락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광고시장에서 종이매체의 활용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
이다. 이에 잡지의 특성을 살리고 잡지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잡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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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광고 유형별 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잡지광고의 
효율적 집행 전략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잡지광고 효과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과 연계시켜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잡지광고 활용방안을 광고
주에 제공하는 실용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미디어 잡지광고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 미디어 잡지광고에 동영상 
PPL을 적용시켜 전반적인 잡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연구할 필
요가 있다. 여기에 광고의 드라마 기법을 도입해 단편 영화와 같은 형태
로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 시나리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광고효과
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5) 잡지 경영을 위한 전략 방안

(1) 디지털 시대의 인식 변화

미국 Las Vegas의 컴퓨터전시회인 Comdex에 참석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자동차산업과 비교한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
서 빌 게이츠는 “만일 제너럴모터스가 컴퓨터업계처럼 발전했었다면 자
동차들은 단 5달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고, 1,000km를 달
리는데 단 4리터의 기름만이 필요하게 됐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
었다. 이는 바로 디지털화된 컨텐츠의 생산물은 이와 같이 수용자의 세분
화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생산
과 유통과 소비과정의 저비용을 창출할 수 있음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한때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쥬라기공원’이 93년 1년 동안 8억 5,000
만달러의 흥행수익을 올린 것은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경
제효과를 갖는다”는 비유가 이루어지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컨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된 적이 있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전
략은 구독자의 세분화와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에 웹미디어가 처음 대두된 것은 1995년이다. 웹미디어는 신문과 
방송과는 달리 컨텐츠만 생산하면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별도의 시설투자
를 하지 않아도 미디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잡지산업에 영향을 줄만큼 웹미디어는 수익구조의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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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형성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잡지인들은 웹미디어의 영향력을 심각
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의 사업모텔로 인식하기보다는 새로운 문화적 
접근현상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웹미디어가 등장한 시기에 인쇄미디어
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관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해서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혁명적이다. 그리고 이
제 웹미디어가 1998년을 기점으로 인쇄미디어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였
고, 30-40대에겐 종이 책이 편하겠지만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들은 전
자책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판인들도 전자출판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브킹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단편소설 '총알에 올라타기'(Riding the Bullet)가 하루 40만 건의 기록적
인 주문을 받은 것은 출판업계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유령을 다루고 있
는 이 공포물은 인터넷상에 뜬 처음 몇 시간 동안에 200만 이상이 접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출판공급사인 키스로리스 소프트락사는 이러
한 접속폭주현상은 미래의 출판조류를 예측하게 하는 신호라고 평했다. 

(2) 가상구매공동체구성

국내 인터넷이용인구가 3,400만(3393만)명에 이르고, 주당 평균 이용
시간도 6.7시간으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같
이 인터넷의 대중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디지털시대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인터넷의 열기를 기존의 미디어경영은 웹진의 장점을 
경영에 도입하고 웹진의 경영전략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웹진의 경영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한데 묶는데 
필요한 문제해결기술, 고객들의 욕구가 무엇이며, 그들의 욕구를 맞춤 생
산에 의해서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기술, 문제해결자와 문제인식자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즉 전
략적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을 말하다. 

즉 웹진의 영업은 전자상거래(e-Commerce)에 의존하게 되는데, 컨텐
트(e-Contents)로 유인된 네티즌이 형성하는 가상공동체
(e-Community)는 실수요적인 구매력이 프로모션에 의해 구성된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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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상공동체의 형성
기반으로서 컨텐츠 서비스는 특히 웹케스팅 기술을 구현하는 전방위적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를 제기한다. 잡지의 경우도 이 같은 기술적 배
경과 구매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웹진은 국지적인 공간성과 시간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디어임
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컨텐츠 정보원의 공간과 수를 수없이 늘려갈 수 
있다. 이는 컨텐츠가 점더 분산되고 다양화된다는 측면에서 수용자(이용
자)의 정보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존 미디어들과
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장점인 것이다.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만 기술적으
로 해결되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인 미디어로도 발전할 수 있
다. 문제는 좋은 컨텐츠의 개발이 관건인 것이다. 

(3) 컨텐츠스폰서 또는 Pay Per View의 도입

잡지컨텐츠는 미디어의 자원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통한 광고수익구조
가 아닌 컨텐츠 개별가치를 소비에게 직접 인정받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
이다.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프로그램들이 기업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방
영되고 있듯이, 앞으로는 정보고속도로가 정보통신의 인프라로 정착되고, 
웹진의 이용이 일상화되면, 웹진의 기사들은 문자와 음향 그리고 동영상
을 가미한 상품으로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서 무료로 제공되거나, 인터넷 
소액결재체제의 도입과 함께 유료화(Pay Per View)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중의 하나가 광고주의 광고를 
사이트에 게재해주는 대가로 받는 광고비였으며, 그 광고수입은 각 사이
트의 회원수, 방문자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
이트는 광고매체로서 더 많은 광고주들에게 자사의 사이트를 알리고, 나
아가 많은 회원의 확보를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오프라인상에서
(기존의 미디어에서) 광고마케팅 활동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사
이트들이 1999년에 지출한 광고비용은 13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올해 
1월에만 55억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우리나라 광고업종별로 볼 때 
10위권 안에 드는 규모이다.

(4) 컨텐츠의 아카이브(archiv)와 신(新)잡지의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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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구(西歐)에는 신(新)잡지상품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에게도 알려진 주간시사잡지 스피겔
(Spiegel), 포쿠스(Focus), 스테른(Stern)지(紙) 등은 잡지의 특성과 단
행본의 특성을 통합한 신(新)잡지를 기존의 잡지이외에 별도로 발행하고 
있다. 이 신(新)잡지들은 우리 개념의 부록도 아니며 특별호의 개념도 아
니다. 신(新)잡지는 매월 단일 주제에 다양한 단문 기고문들을 엮어, 잡
지와 같이 년(年)월(月)주(週)의 정기성을 갖으며 잡지와 동일한 편집형
태와 광고를 개재하고 있다. 이 신(新)잡지들은 기존의 잡지가 짧은 시일
이 지나면 상품적 가치가 소멸되는데 반하여 상품적 가치의 시의성이 매
우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5) 잡지산업의 재인식 

대부분이 전자매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불황을 인식하면서도 
전자잡지와 인쇄잡지의 병존 발전할 것(75.2%)이라는 잡지발행인들의 
현실인식은 좀 더 적극적인 미래에 대한 대응자세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웹진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에 우리 잡지산업도 이제 뉴 미디어들과의 퓨전을 이루는 새로운 경영전
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종이 잡지와 웹진이 동시에 병행하는 체제가 
사업전략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즉 이는 컨텐츠를 디지털적인 멀티
미디어로 제작하여 이를 인쇄미디어와 웹진의 특성에 적용해서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동일한 인쇄미디어인 잡지산업은 출판산업과 경
영전략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 출판산업은 기존의 콘텐츠를 
인터넷을 매개로한 전자책의 상품화와 전자서점을 통한 신유통에 의존하
기 시작했다. 그러나 잡지산업은 잡지의 컨텐츠를 다양하게 상품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해야 한다. 즉 미디어의 퓨전시대에 잡지산업은 이
제 단일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잡지라는 장르의 컨텐츠를 인쇄잡지, 인
터넷웹진, 인터넷텔레비전, 휴대전화의 시장과 제휴하여 온라인과 오프라
인 미디어의 경계를 효과적으로 넘나들 수 있는“One-Source- 
Multi-Use"의 통합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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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 인터넷이용인구가 1,400만명에 이르고, 주당 평균 이용시간
도 6.7시간으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안
정적인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컨텐츠의 구매력이 큰 네티즌이 형성하는 
가상공동체(e-community)를 구성하는 경영정략은 필수적이다. 또한 수
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분산되고 다양화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웹진은 전략적으로 소규모 미디어 채널들이 제휴
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컨텐츠 커버리지를 확대해 갈 수 있
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는 정보고속도로가 정보통신의 인프라로 정착되
고, 웹진의 이용이 일상화되면, 웹진의 기사들은 문자와 음향 그리고 동
영상을 가미한 상품으로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무료로 제공되나, 인터넷 
소액결재체제의 도입과 함께 유료화(pay per view)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이밖에도 잡지의 발행인은 기존의 광고스폰서들에게 온라인 웹진의 광
고기회를 종이잡지의 광고수주 차원에서 전략상품으로 제공할 수도 있으
며, 잡지 발행인은 또한 영역별 분류와 검색 그리고 이의 목록화가 용이
하여 아카이브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컨테츠들의 장점
을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컨텐츠산업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디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미디어퓨전시대에 컨텐츠산업으로서 
잡지산업의 중요성이 잡지업계 스스로에 의해서는 물론 관계당국으로부
터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현재 출판잡지산업분
야는 벤처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또한 벤처가 아님을 명시하지
도 않았다. 문화관광부는 7대 전략부문 추진사업의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잡지산업과는 무관한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한국출판
금고기금확충의 사업내용이 전부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 디지털 혁명, 그리고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
로 정보컨텐츠 산업으로서의 잡지산업은 음성, 텍스트, 데이터, 동영상 
등 모든 정보형태 컨텐츠를 한 곳에 통합시키는 시너지 전략을 추구하는 
매체로 탈바꿈하는 ‘미디어퓨전’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잡지산업은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영상산업 등에 비하여 문화와 정보 컨텐츠산업으
로서 산업면에서나 지원정책 면에서 여타의 문화분야에 비해 정책당국이
나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잡지산업의 이익을 대변하
는 잡지협회는 전환기의 잡지산업의 위기와 과학적인 경영전략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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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무관심에서 잡지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 어
느 때 보다도 조직의 인식과 구조 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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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오늘날 한국의 잡지는 전에 없는 질적인 변화와 함께 격동의 흐름을 

맞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지속, 인터넷과 영상 문화 확대 및 무
료 정보 신문 범람 등에 따라 오프라인의 종이 잡지들은 줄곧 그 종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잡지와 카탈로그를 결합한 형
태인 ‘매가로그’가 새로운 잡지 트랜드로 등장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매가로그는 매거진과 카탈로그의 합성어로, 잡지 같은 카탈로그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한편 오프라인으로 종이 사보를 펴내던 기업들이 대거 웹진
이나 메일진 형태의 전자 잡지 발행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바야흐
로 온라인 잡지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런 현상과 
함께 다양화․세분화되어 가는 사회 현상을 대변이라도 하듯 급속하게 진
행되고 있는 발행 분야의 세분화는 잡지의 면모를 크게 바꾸어 놓고 있
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문화적 환경과 유비쿼터스를 중심으로 한 매
체 환경의 변화는 잡지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가령 예전에는 매스
미디어라는 말이 대중 매체를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모바일 인터넷 환경
과 DMB 등이 등장하면서 급속하게 퍼스널 미디어(personal media) 환
경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멀티미디어 신
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고정․휴대․차량용 수신기에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인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발달은 영화와 음악을 급속
하게 개개인 전용 미디어로 바꾸면서, 잡지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즉 앞으로는 메일진이 더욱 발달되어 개인에게 고유한 정보와 
호기심을 충복시켜 주는 쌍방향 서비스로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TV는 방송, 통신, 컴퓨터, 인터넷이 결합
되어 기존 TV와는 전혀 다른 서비스가 가능하다. 스마트TV는 뉴스, 교
통정보, 쇼핑 등의 부가정보들이 제공되고, 수많은 채널들 중에서 시청하
고 싶은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고, TV를 통해 이메일, 쌍방향 광고와 
전자상거래(T-commerce)까지도 가능해진다. 기존 TV광고의 경우 광고
에 대한 효과는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제한적인 노출까지만 측정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TV 방송에서는 광고 노출은 물론 광고를 보면서 제품의 
상세한 정보획득과 주문 여부, 판매반응까지 측정할 수 있어 광고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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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면 매력적인 광고매체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잡지 역시 이 같은 
스마트미디어의 영향과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종이잡지도 기록성과 정보의 보유 가치 등에 따라 사라지기
보다는 여전히 남아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온라인 내외의 환경
이 공존하는 퓨전 잡지 시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양상은 상당수
의 상업지들 및 사보 등이 오프라인 잡지를 발행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웹진 형태로 함께 발행되고 있는 추세는 이를 잘 말해 준다. 

  이제 뉴미디어 시대의 빠른 행보와 함께 한국 잡지는 더욱 큰 변화
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잡지들은 더욱 위축되면서 온라인 
잡지들이 문화의 선도자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종이잡지
들은 더욱 상업화와 속물주의로 내몰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들어 속
속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명품잡지나 무가지들의 편집과 마케팅 형태, 그
리고 온라인상 메일진들의 횡행은 이 같은 염려가 기우가 아님을 증명해 
준다. 즉 문자 텍스트가 지극히 축소되거나 사라지면서 특수층을 겨냥한 
상품사진만이 부각되는 명품지, 창조적인 정보보다 인기 중심으로 가공된 
정보들로 가득 찬 무가지 들이 오직 광고 획득 수단으로 이용되는 행태
는 잡지 윤리의 전형적 형태이다. 또한 등록 제도가 부재함은 물론 내용
에 대한 검증 없이 동영상과 화보 중심으로 편집되어 무차별 배달되는 
메일진 역시 뉴미디어 시대의 매체 형태라는 점 못지않게 그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모색이 절실함을 말해 준다.

  장차 한국 잡지는 종이잡지 시장의 위축되면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온라인 잡지 시장이 크게 개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
즘이라는 문화적 성향을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 잡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잡지가 문자와 그림에서 벗어
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발전해 가는 만큼 그 질에 대한 검토가 심각하
게 요청된다. 또 자칫 정보 위주, 마케팅 위주로 흐르기 쉬운 콘텐츠의 
양상에 대한 반성과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합의의 사회적 도출이 긴급하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때일수록 잡지의 본래 기능에 대한 점검 및 사
명에 대한 자각이 더욱 요구된다. 자칫 획일화되고 이미지 소비에 기울기 
쉬운 유혹에서 벗어나 바른 잡지상을 정립할 때 한국 잡지는 한 단계 의
미 깊은 성장의 발자취를 기록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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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제 호
(등록번호)

 간       별  
성격 등록일 발행인

미국

가이드포스트

(Guidepost)

(서울라09807)

월간
종교 1974.03 고인경

리더스다이제스트

(Reader'sDigest)

(서울라09814)

월간
교양 1977.11 ㈜두산 최태경

골프라이프

(GolfLife)

(서울라09931)

월간
골프 1985.05 전덕근

건강과 근육
(서울라09961)

월간
보디빌딩 1990.05 홍영표

하퍼스바자한국판

(Harper'sBazaar)

(서울라10080)

월간
여성 1995.04 ㈜가야미디어 김영철

루키

(Rookie)

(서울라10125)

월간
농구 1997.03 ㈜인이일 윤기룡

서울경제골프매거진
(서울라10200)

월간
골프 1999.09 ㈜서울경제신문 임종건

내셔널지오그래픽

(NationalGeograph

ic)

(서울라10204)

월간
지학 1999.11 ㈜YBM시사 민선식

코스모포리탄
(서울라10239)

월간
여성 2000.08 (유)허스트중앙 조인원

지큐(GQ)한국판
(서울라10266)

월간
남성 2001.02 ㈜두산 박용만

사이언스올제
(서울라10270)

월간
과학 2001.03 ㈜과학과문화 박성근

Telecom Korea
(서울라09187)

월간
통신 2001.03 ㈜컨버전스미디어 박천수

Test & 

Measurement

(서울라09185)

월간
전자 2001.03 ㈜컨버전스미디어 박천수

APPENDIX

<표 Ⅱ-22> 라이센스 매거진 등록 현황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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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일코리아
(서울라10421)

월간
여성 2003.02 ㈜중앙엠앤비 길정우

얼루어한국판
(서울라10451)

월간
패션 2003.06 ㈜두산 박용만

엑셀런스

(Excellence)

(서울라10314)

월간
경제 2003.01 ㈜엑셀런스코리아 민광식

사운드앤비디오컨트

렉터

(서울라10637)

월간

오 디 오 /

비디오
2004.01 하성훈

더블유(W)한국판
(서울라10696)

월간
패션 2005.02 ㈜두산 박용만

셰이프
(서울라11350)

월간
여성 2005.06 윤숙영

모터트랜드
(서울라10800)

월간
자동차 2005.07 ㈜가야미디어 김영철

덴탈이코노믹
(서울라10300)

월간
치과 2005.08 남영수

F P ( F o r e i g n 

Policy)

(서울마03083)

격월
시사 2006.01 ㈜네오넷코리아 장규성

맨즈헬스

(Men'sHealth)

(서울라10962)

월간
남성 2006.01 ㈜디자인하우스 이영혜

FRFID 월드
(서울마03118)

격월간
전자 2006.01 ㈜아이티엠지 김용석

믹스코리아

(MixKorea)

(서울라11397)

월간
음향 2007.01 조이호

플러스라이프

(PLUSLIFE)

(서울라11450)

월간
경제 2007.03 김명선

아이언맨

(IRONMAN)

(서울라11575)

월간
보디빌딩 2007.06 ㈜홀로스미디어 권민정

트랜스월드스노우보

딩코리아

(Transworldsnowb

oarding)

(서울라11669)

월간
스포츠 2007.09 지원덕

나일론 (서울라11889) 여성 2008.04 ㈜나일론미디어 심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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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22

크리스채너티투데이

한국판

(Christianitytoday)

(서울라11938)

월간
종교 2008.05

㈜기독교미디어그룹 오정

현

트래블앤레저코리아

(TRAVEL+LEISU

REKOREA)

(서울라11953)

월간
관광 2008.06 ㈜더데일포커스 이혜숙

포춘코리아

(FORTUNEKOREA

)

(서울라12156)

월간
경제

2009.01

.06
㈜한국일보사 이종승

테니스코리아
(서울라11984)

월간
스포츠

2008.07

.07
김기원

영국

보그(Vogue)한국판
(서울라10104)

월간
패션 1996.03 ㈜두산 박용만

콰이어&오르간
(서울라10264)

월간
음악 2001.11

㈜콰이어앤오르간코리아 

안성복

그라모폰코리아
(서울라10269)

월간
음악 2001.02 ㈜마스트미디어 김용관

보그걸(Vogue Girl)

한국판

(서울라10345)

월간
패션 2002.01 ㈜두산 박용만

더스트라드코리아
(서울라10350)

월간
음악 2002.02 ㈜마스트미디어 김용관

맥심(MAXIM)
(서울라10393)

월간
남성 2002.1 ㈜디엠제트미디어 신재형

더골프
(서울라10759)

월간
골프 2005.05

㈜에이엠지커뮤니케이션 

김진호

아레나(ARENA)
(서울라10316)

월간
남성 2005.09 ㈜서울문화사 조대웅

톱기어(Top Gear)
(서울라10729)

월간
자동차 2005.04 ㈜미디어윌 주원석

골프리포트

(GolfReport)

(서울라11659)

월간
골프 2007.09 ㈜아미쿼츠 원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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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파이초이스

(HI-FICHOICE)

(서울라12143)

월간
음향 2008.12 김경수

한국판인사이드유나

이티드

(경기라00604)

월간
축구 2007.03 ㈜미디어윌 주원석

한국판 포포투
(경기라00606)

월간
축구 2007.03 ㈜미디어윌 주원석

한국판 챔피언스
(경기마00114)

격월간
축구 2007.03 ㈜미디어윌 주원석

오토카코리아

(AUTOCARKOREA

)

(서울라11745)

월간
자동차 2007.11 최주식

데이즈드앤커퓨즈드

코리아

(서울라11810)

월간
패션문화 2008.02 이세훈

프 랑

스

마리끌레르한국판

(MarieClaire)

(서울라10019)

월간
패션 1992.12

㈜엠씨케이퍼블리싱 신소

희

메종마리끌레르한국

판

(MaisonMarieClair

e)

(서울라10057)

월간
여성 1994.09

㈜엠씨케이퍼블리싱 신소

희

맘&앙팡

(mam&enfant)

(서울라10900)

월간
육아 2005.11 ㈜디자인하우스 이영혜

프리미어한국판

(Premiere)

(서울다07428)

격주간
영화 2001.01

㈜아쉐뜨아인스미디어 김

원태

엘르(ELLE)한국판
(서울라10263)

월간
패션 2001.01

㈜아쉐뜨아인스미디어 김

원태

엘르걸
(서울라10415)

월간
패션 2003.01

㈜아쉐뜨아인스미디어 김

원태

에 프 원 레 이 싱 ( F 1 

Racing)

(서울라11026)

월간

자동차

경주
2006.02 ㈜코발트미디어 조은영

루엘(LUEL)
(서울라11387)

월간
남성 2007.01

㈜아쉐뜨아인스미디어 김

원태

엘르엑세서리

(ELLEACCESSORI

ES)

(서울사02150)

연2회
엑세서리 2007.03

㈜아쉐뜨아인스미디어 김

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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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ameFIGARO

(마담휘가로)

(광주라00123)

월간
여성 2007.04 대천유통㈜ 김형석

엘르데코레이션

(ELLEDECORATIO

N)

(서울사02176)

연2회
실내장식 2008.03

㈜아쉐뜨아인스미디어 김

원태

누메로코리아

(NUMEROKOREA)

(서울라11913)

월간
패션 2008.05 ㈜브이에이치엔 박준홍

로몽드디플로마티크

(LeMondeDiplomat

ique)

(서울라12041)

월간
국제시사 2008.09

㈜르몽드디플로마티크 성

일권

일본

스테레오사운드한국

판

(서울바03129)

계간
음악 1989.04 ㈜시공사 전재국

퀸테센스

(Quintessence)

(서울라10116)

월간
치의학 1996.09 노윤종

뉴턴

(Newton)

(서울라10180)

월간
과학 1999.05 ㈜뉴턴코리아 임창환

니케이일렉트로닉스
(서울라08788)

월간
전자 1999.07 ㈜두비 박용진

앙앙(AnAn)
(서울라10201)

월간
패션 1999.01 ㈜일요신문사 신상철

QDT

(퀸테센스텐탈테크

놀러지)

(서울라10894)

월간
치기공 2005.11

한국퀸테센스출판㈜ 권재

환

골프세미나

(GolfSeminar)

(서울라11030)

월간
골프 2006.02 듄즈골프㈜ 황진국

홈시어터

(HomeTheater)

(서울바03493)

계간
홈시어터 2006.01 ㈜디파이미디어 장상형

뉴타입
(서울라11380)

월간
만화 2007.01 대원씨아이㈜ 안현동

디씨엠

(DCM)

(서울라11474)

월간
사진 2007.03 ㈜미디어브리지 김종원

슈퍼골프
(서울라11653)

월간
골프 2007.08 ㈜슈퍼골프 오상민

골프스타일 (서울라11763) 골프 2007.12 ㈜미디어그룹한앤홍 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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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fStyle) 월간 희

월간물
(서울라11877)

월간
환경 1998.04

㈜에이치케이환경방송 이

미화

중국

인민화보아크로차이

나

(서울라10781)

월간
중국시사 2005.06 ㈜아크로차이나 전형민

운남보이차
(경기바50013)

계간
차(TEA) 2006.05 ㈜포랑 윤택영

TATTOO

(문신예술세계)

(인천마01035)

격월간
문신 2007.03 조정미

중국
(서울라11432)

월간
중국시사 2007.02

㈜중소기업을사랑하는모임 

이덕로

홍콩

코리아태틀러

(KoreaTatler)

(서울라10326)

월간
생활정보 2001.08 ㈜케이티미디어 박성희

왓하이파이
(서울라10430)

월간
전자 2003.04 서강수

이 탈

리아

에스테티카

(ESTETICA)

(서울라10234)

월간
미용 1999.03 남궁영훈

스 웨

덴
파퓰러사이언스

(서울라10231)

월간
과학 2000.05 ㈜서울경제신문 임종건

이 스

라엘
이스라엘투데이

(서울라11765)

월간
종교 2007.12 권영석

캐 나

다
헬스와휘트니스

(서울마03016)

격월간
헬스 2004.05 이상욱

스 페

인
팬져에이스

(서울마03230)

격월간
취미 2008.12 정명섭

독일 크로노스
(서울라11844)

월간
시계 2008.03 ㈜시공사 전재국

출처 : 정기 간행물 현황,  2009,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