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매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수

용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대의 디지털 미디어는 콘텐츠를 창조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의 재매

개(remediation)가 된다. 본 연구는 라디오 콘텐츠의 재매개 과정의 설계과정을 제

시하고, 문화기호학적 분석 도구인 의미생성모델이 설계에 유용함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콘텐츠 재매개에서 발생하는 특성, 즉 비매개(immediacy) 혹은 하이퍼 매

개(hyper-mediacy)가 재매개 콘텐츠의 기획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한

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재매개 콘텐츠를 문화기호학의 분석도구인 의미생성모델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둘째, 의미생성모델의 3단계 구조분석이 매개의 어떠한 특성

을 반영하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재매개 콘텐츠의 특성과 의미생성모델의 분석을 

통해 재매개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레마스의 모델을 통해 재구성해 본 ‘tbs eFM 

디지털 매거진’의 기획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콘텐츠 수용자의 어

학실력 향상과 콘텐츠 제공자인 tbs eFM의 인지도 향상이라는 핵심 가치가 심층

구조이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가 선호할 수 있는 미시 콘텐츠들을 추출하

여 상호작용적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구성하는 서사구조이다. 셋째, 이러한 서사

구조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미지와 시각적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표층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콘텐츠를 새로운 콘텐츠로 재매개할 때 나타나는 하이퍼 매개

성이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개성적인 요소로 작동하였다. 디지털 미디어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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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콘텐츠 유통양식이나 단순한 확장방

식에서 탈피하여 방송콘텐츠의 재매개와 새로운 매개방식을 활용한 구조변화를 

기대한다.

주제어: 의미생성모델, 라디오 방송, 콘텐츠, 재매개, tbs eFM 디지털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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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매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한다. 다양한 콘텐츠

의 디지털화는 차용(borrowing), 공격(aggressive), 흡수(absorb)의 재

구성과정을 통해 콘텐츠 재매개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1) 본 연구는 라디오 콘텐츠의 재매개 과정

의 설계과정을 제시하고, 문화기호학적 분석 도구인 의미생성모델이 설

계에 유용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재매개에서 발생하는 특성, 

즉 비매개(immediacy) 혹은 하이퍼 매개(hyper-mediacy)가 재매개 콘

텐츠의 기획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

심이 덜한 비 영상 미디어인 라디오 콘텐츠의 활용성 다양화와 수용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매개의 방식을 찾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

었다. 매체가 변하고 수용자의 미디어 수용 태도도 변하고 있다면 콘텐

츠도 이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문화기호학적 분석 도구인 의미

생성모델이 설계에 유용함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재매개에서 발

생하는 특성, 즉 비매개 혹은 하이퍼 매개가 재매개 콘텐츠의 기획과정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tbs eFM의 라디오 콘텐츠를 재매개하여 ‘tbs eFM 디지털

매거진(이하 매거진)’이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래마스의 의

미생성모델을 활용하여 재구성 함으로써 라디오방송 콘텐츠를 재매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제작, 기획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매개 매체의 특성과 수용자의 수용태도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매거진

의 기존 거시콘텐츠인 tbs eFM의 현황을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연구의 

대상인 tbs ‘eFM 디지털매거진 볼륨4(이하 볼륨4)’의 새로운 기획과정

과 실행방식을 재구성하여 연구한다. 나아가 심층구조, 서사구조, 표층

1) 정일형, ｢N-스크린 환경에서의 콘텐츠 재매개: 웹툰 <미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

구� 제32집(제3호), 2016, 155~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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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단계적으로 생성해가는 과정과 기획의도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각각 단계의 생성의도와 연관관계, 수용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마

지막으로 이러한 스토리텔링 장치의 배치를 시각적으로 표출한 표층구조

를 분석한다. 

II. 콘텐츠 재매개와 의미생성모델

1. 콘텐츠 재매개와 수용자 매체 소비행태 변화

방송콘텐츠의 OSMU(One Source Multi Use) 논의는 다원적 활용의 

측면에서 미디어, 장르, 관련 상품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

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방송콘텐츠에서는 다양한 창

구화 전략과 파생상품의 다양화 전략 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이 방

송프로그램 콘텐츠의 분절화 전략이다. 제작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디

지털 방송환경에서 다양한 미디어 및 유통환경에 접목될 가능성을 찾고 

지속가능한 상품화 전략을 추구한다. 방송콘텐츠의 재매개는 콘텐츠 분

절화 전략의 하나로, 비매개(Immediacy)와 하이퍼매개(Hypermediacy)

의 두 가지가 있다. 재매개는 하나의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의 기술, 표현

양식, 사회적 관습 등을 차용하거나 개선, 개조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

는 미디어의 논리이다.2) 즉, 미디어의 속성상 사실적인 재현을 통한 투

명성의 욕망(비매개)과 적극적으로 매개를 드러내는 미디어에 대한 매혹

의 욕망이 충돌하고, 이 과정에서 재목적화, 개선, 개조, 흡수 등 재매개

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콘텐츠 재매개는 기존 콘텐츠의 재활용은 

물론이고, 그 콘텐츠가 함유하는 지식, 정보, 오락 등을 디지털 기술에 

맞게 변형하여 재탄생 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역시 

멀티미디어 및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맞는 표현양식으로 재매개 

2) Bolter, J. D. & Grusin, R.,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이재현 역,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0-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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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방송콘텐츠 중에서 지식 콘텐츠는 개별적인 분절화가 가능

하고 활용범위도 넓은 교양 프로그램이다. 분절화된 미시콘텐츠는 기존

의 고정된 일방향적인 방송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동영상, 오디오, 텍스

트, 이미지 등 다양한 표현형식으로 지식콘텐츠화 한다. 이를 통해 추상

적이고 평면적인 지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

다. 즉, 전문지식, 참여형 지식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지식을 통

해 지식의 존재 양태를 추상의 형태에서 실질적인 형상의 형태로 제공하

게 된다.

롱테일은 지식 소비의 새로운 양상으로, 소수의 주목받지 못한 다양한 

상품이 집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수익 혹은 여론의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개념이다.3) 즉, 주목받지 못했던 콘텐츠가 과거에 비해 많은 수익을 

보장하는 가치있는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방송콘텐츠는 전통적인 미디어 

수용 방식에선 오히려 20%의 상품이 전체 수익의 80%를 차지한다는 파

레토 법칙에 충실한 콘텐츠였다. 그러나 온라인 디지털 쌍방향 커뮤니케

이션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미디어 유통방식으론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

던 80%의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었던 방송콘텐츠마저 중요한 상품으로 

탈바꿈한다.4) 하지만, 후속 시장에 맞게 분절화 및 상품화되어야 롱테일

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롱테일 경제현상은 지식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

주의 학습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구성주의 학습법은 인지이론 및 인식

론적 입장을 바탕으로 개인의 능동적인 지식습득을 통해 문제해결의 능

력을 키우는 학습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 중심적인 학습을 강조

하며 훈련을 통한 지식의 주입 또는 축적에 따라 교육적 효과를 추구하는 

3) Anderson, C., (The Long Tail: Why the Future of Business Is Selling Less of 

More), 이호준 역, �롱테일 경제학�, 서울: 랜덤하우스, 2006, 315-320쪽.

4) 임종수, ｢방송콘텐츠의 OSMU 활용방안 연구｣, 한국언론학회 �방송콘텐츠의 지속적 활

용방안 모색 세미나�, 2007.12, 2007, 35-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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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적 교육법과 대비된다.5) 구성주의에 따르면 지식이란 사회문화

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인지 작용을 통

해 얻은 개별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적 해석 및 의미부여를 하는 것으로 

본다. 학습은 개별적 경험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혼란이나 갈등을 해결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6) 넓은 의미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소

비하는 ‘교육’이라는 행위가 전형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식이라고 볼 때, 

지식의 생산 및 소비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지식 콘텐츠의 재매개에 따른 

매체환경의 변화와 롱테일 및 구성주의적 지식 소비행태의 변화 안에서 

쌍방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2. 기호학적 분석 도구, 그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

기호 마케팅을 강조하는 콘텐츠는 문화기호들의 연쇄적 조합이 창출

한 결과물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업화할 수 있는 재화

라고 할 수 있다.7) 콘텐츠는 문화 기호들의 연쇄적 조합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업화할 수 있는 재화이다. 방송프로그램 제

작에 있어서 문화기호학을 응용한 기획 단계는, 문화원형 연구 → 콘텐

츠 콘셉트 설계 → 제작 → 산업화 전략 →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 총 5단

계로 이루어진다.8) 1단계에서는 문화원형 연구에 집중하는 시기로서 개

발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주제와 연관된 원천자료를 범주화하여 확보해야 

한다. 2단계는 문화콘텐츠의 콘셉트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문화원형의 

원천자료에서 핵심 문화코드를 추출한다. 3단계에서는 문화콘텐츠의 콘

5) 이병호, ｢구성주의에서의 지식의 문제와 사회과 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제29집, 

제1호, 1999, 87-109쪽.

6) 강인애,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대한 고찰｣, �초등우리교육�통권 제108호, 1999, 58-63쪽.

7) 백승국,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론｣, �기호학 연구� 제1권(제15호), 

2004a, 390쪽.

8) 임종수, 앞의 논문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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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트에 맞게 제작 및 개발한다. 4단계에서는 문화콘텐츠의 산업화방안을 

고려하여 타깃 분석과 환경분석을 토대로 차별화 방안을 고려한다. 5단

계는 제작 ․ 개발된 콘텐츠의 홍보 및 유통전략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기호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기호학은 방법론적으로 분절을 통해 체계를 구성하고 분절된 것의 관

계를 파악하면서 의미작용을 포착하므로 소비가치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

석할 수 있다. 기호마케팅은 문화콘텐츠를 창출하는 생산자 혹은 기업의 

브랜드 전략, 광고 ․홍보 전략, 그리고 문화콘텐츠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

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9) 본 연구에서는 라디오 콘텐츠를 

재매개하여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 전략을 포함한 콘셉트 설계

모델을 문화기호학적 방법론을 통해 제시한다. 이를 위해 문화기호학의 

분석방법인 그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을 통해 고찰해 본다. 유럽연합 차

원에서 실시하였던 INFO 2000(정보화사회 추진전략)의 문화정보 콘텐

츠 개발사업에서는 문화기호학의 방법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10) 

그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은 텍스트, 이미지, 영화, 광고, 콘텐츠 등 모든 

담론의 의미가 생성(Generation) 및 서사성(Narration)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논리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분석 도구다.11) 문화기호학

의 의미생성모델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역으로 재구성

하는데에는 3가지 구조가 기반이 된다. 표층구조에서는 시각적인 기호들

의 결합을 통하여 의미가 생성되는데, 콘텐츠의 시청각적 요소가 결정된

다. 서사구조에서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이 창출된다. 심층구조에서는 

문화콘텐츠가 전달하는 핵심 가치와 주제가 드러난다. 일종의 문화적 코

드가 나타난다. 

의미생성모델은 문화콘텐츠의 시청각적 요소, 서사구조, 핵심 주제가 

9) 송치만, ｢기호학과 문화콘텐츠｣, �한신인문학연구� 제5집, 2004, 81-100쪽.

10) 백승국, 앞의 논문, 390쪽.

11) 백승국,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2004b, 16~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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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

여주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의 기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시각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제시한다.12) 의미생성모델은 의미작용이 구성되고 풍부하게 

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담는 전환의 개념을 통해 의미론적 일관성이 유지

되기 때문에 통합적 분석력이 보장된다. 의미생성모델을 통해 다양한 문

화콘텐츠의 의미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 생성과정을 체계적으

로 제시할 수도 있다.13) 해석행위와 기호학적 재구성은 기호학의 틀에서 

별개의 것이 아니며, 하강적 해석 또는 상승적 구성의 차이일 뿐이다. 따

라서 그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은 문화콘텐츠에서 설정한 콘셉트를 스토

리텔링과 시각 기호를 통해 유출하게 하는 효율적인 도식이다. 의미생성

모델은 기존 통계 중심의 양적분석을 시도하는 계량모델에 대응해서 문

화콘텐츠의 구조와 의미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질적 모델의 분석 도구로서 

효용성이 크다. 즉, 문화콘텐츠의 의미작용을 분석하여 문화콘텐츠의 메

시지 전달의 일관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콘셉

트 설계모델을 제공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III.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라디오 콘텐츠의 재매개 과정의 설계과정을 제시하고, 문화

기호학적 분석 도구인 의미생성모델이 설계에 유용함을 제시한다. 볼륨4

가 tbs eFM의 재매개 콘텐츠라면 재매개시 발생하는 특성을 기획과정에

서도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기획과정을 의미생성모델을 통해 재매

개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그래마스의 의미생성모델의 진행과정

을 활용한다. ‘매거진’의 포맷은 애플리케이션북(앱북)이라 할 수 있다. 

앱북이란 e북과 개념을 달리한다. 콘텐츠의 내용을 그대도 전자화한 e북

12) 이산호, ｢문화콘텐츠 분석과 기호학｣,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호, 2006, 1-13쪽. 

13) 송치만, 앞의 논문, 2004, 81-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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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달리 앱북은 모바일 환경이나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하는 스마트미

디어에서 실행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인터랙티브 기능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 방식에 매거진의 기획과정을 

적용하여 재구성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매거진의 거시 콘텐츠인 tbs 

eFM의 기본 틀을 분석하고 융합콘텐츠인 매거진이 오디오 콘텐츠인 tbs 

eFM의 재매개임을 살펴본다. 둘째, tbs eFM의 오디오 미디어 콘텐츠를 

볼륨 4의 콘텐츠로 재매개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매개의 특성을 고

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매거진의 핵심 가치가 표출되는 심

층구조를 콘텐츠의 생산자와 수용자로 분리하여 각각 살펴보고, 핵심 가

치에서 생성되는 서사구조의 특성을 융합 미디어라는 매거진의 특성에 

비추어 비교 ․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표층구조에서 나타나는 비주얼적 요

소와 편리한 상호작용 요소들의 배치와 기작을 살펴본다.

  

<표 1> 분석 방법

1. <tbs eFM 디지털매거진>은 <tbs eFM(101.3MHz)>의 재매개인가?

1) 기존 미디어를 드러내는가?

2) 재매개 즉, 비매개성과 하이퍼매개의 특성이 있는가?

�

2. 재매개의 ‘기획’과정은 재매개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1) 재매개 콘텐츠를 콘텐츠 기획에 그레마스의 의미생성모델을 통해 재구성한다.

2) 3단계 구조의 내용이 비매개, 하이퍼 매개에서 어느 특성을 반영하는지 고찰한다.

3) 재매개 특성과 의미생성모델의 분석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IV. 거시 콘텐츠와 재매개

매거진은 tbs eFM 지상파 라디오의 수용자 확산을 의도로 기획되었

다. 대상층은 영어학습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이다. 거시 콘텐츠인 eFM 

라디오 콘텐츠가 이미 디지털화되어 분절 및 재활용이 쉽고 대상층의 미

디어 소비성향에 부합한다. tbs의 라디오 콘텐츠는 제작, 기획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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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콘텐츠 혹은 융합 미디어에서의 유통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지는 

않았다. 방송이 끝난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성격이 다른 매체에 유통한 

경험도 없다. 대체로 방송사들의 융합미디어 대응전략은 스트리밍 서비

스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볼륨 4는 라디오 방송콘텐츠인 tbs eFM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추출한 콘텐츠인 개별 프로그램이 다시 대상 콘텐츠

로 되고, 새로운 미시 콘텐츠를 창출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매거진의 타

깃은 20~40대의 학생과 직장인으로서 영어학습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

이다. 이를 통해 볼륨 4의 최종 아이템을 구성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tbs eFM의 콘텐츠 생성과정

의미생성모델을 활용하여 매거진의 기획설계 과정을 보면, 먼저 tbs 

eFM의 인지도 제고와 학습자의 영어 능력 향상을 심층구조로 하여, 상

층구조인 서사구조를 추출할 수 있다. 이 서사구조의 한 축은 인터랙티

브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아는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으

로 tbs eFM의 미시 콘텐츠가 새로운 미디어의 소비패턴을 반영한다. 이

러한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표층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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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타깃 집단이 관심을 가질만한 비주얼을 적용하고, 세련성이 요구된

다. 여기에 멀티미디어와 인터랙티브한 유저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콘

텐츠를 재매개시킨다(표 2). 

1. 거시 콘텐츠로서 tbs eFM의 현황

tbs eFM은 24시간 영어로 방송을 하며, 콘텐츠는 총 20개의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로 진행하는 방송은 많지만, 서울을 콘텐츠의 소

재로 하여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상

과 뉴스를 소재로 한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이다. tbs eFM은 창구 다양화

를 위해 노력한다. 다른 지역의 영어 FM 방송에 일부 콘텐츠를 재전송하

고 있으며, 위성방송인 TU미디어에 전 방송을 재전송한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일원다용방식으로 디지털 쌍방향 시대의 콘텐츠 다변화 전략으

로서는 약하다. 이에 매거진이 탄생했다. 라디오 콘텐츠의 다양한 시사, 

음악, 교양, 영어학습의 콘텐츠를 분절화하고 재구성하여 융합 미디어 콘

텐츠로 재매개 할 때 지식 콘텐츠로서 상품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다.

<표 2> <tbs eFM 디지털매거진 볼륨4> 의미생성모델 적용

표층구조

(비주얼 

스토리텔링)

- 세련된 분위기의 매거진

- 융합미디어 전략 :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

- 인터랙티브 : 상호작용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로 수용자의 관심 

유발과 학습효과 증대

� �

서사구조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매거진 구성양식: 개별 아이템별 

완결된 서사구조 추구

- 인터랙티브 서사구조 : 수용자의 관심 유발과 학습효과 증대 

유도

� �

심층구조

(핵심 가치)

- 수용자 : 외국어(영어) 능력 향상

- 생산자 : tbs eFM의 인지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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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bs eFM 디지털매거진과 재매개

매거진의 매체적 분류상의 유형은 앱북(application book)이다. 전자

책은 종이책과의 유사성과 가독성에 중점을 둔 기기와 멀티미디어적 특

성에 중점을 둔 태블릿PC 등이 있다. 종이책과 유사한 기기는 거시 콘텐

츠를 드래로 활용하는 비매개의 논리이며, 테블릿PC는 하이퍼 매개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매거진은 상호작용성과 파생되는 멀티미디어의 

활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하이퍼 매개의 특성을 가진다. 미디어의 관점에

서 보면, 매거진의 구성 요소들은 기존 미디어의 존재를 드러냄과 동시

에 다른 미디어 속에 융합되어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앱북으로서의 볼륨

4는 수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을 위한 멀티미디어 매체의 역할을 

담당한다. 매거진은 거시 콘텐츠인 tbs eFM의 라디오 방송프로그램들을 

융합 미디어를 통해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조하여 하이퍼 매개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특히 사용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인터랙

티브 서사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V. 의미생성모델을 활용한 3단계 구조분석

1. 심층구조

매거진의 핵심 가치는 2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콘텐츠

의 생산자라 할 수 있는 tbs 교통방송의 입장에서의 핵심 가치로서 tbs 

eFM의 인지도 제고이다. 이는 매거진의 기획 동기에서 추출할 수 있다. 

거시 콘텐츠인 tbs eFM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리

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영방송이므로 송출영역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매거진은 온라인상에서 활용하므로 수용자 확장에 공간적인 한계가 없

다. 따라서 매거진을 통한 tbs eFM의 인지도 제고가 이 미디어의 제작자 

측면의 핵심 가치이다. 수용자 측면에서 핵심 가치는 마케팅에서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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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구 포인트가 된다. 매거진의 타깃인 영어방송에 관심이 있는 한국

인이 이 미디어를 소비하는 핵심 가치는 영어 능력 향상이 될 것이다. 매

거진의 서사구조는 바로 이 심층구조의 재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한국인 수용자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강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볼

륨4는 하이퍼 매개성을 활용한 서사구조를 구축한다. 

2. 서사구조

매거진의 심층구조와의 연관성을 통해 서사구조의 특성을 보면, 먼저 

수용자의 수용성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항목선정이다. 매거진이 영

어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와 서울의 다양한 스토리와 시사적인 내용

을 소재로 콘텐츠를 구성한다. 이는 매거진만의 특화성을 살릴 수 있는 

서사구조이다. 둘째, 인터랙티브, 즉 제작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성을 

강조한 서사구조이다. 

1) 매거진의 구성양식

매거진은 구조의 특성상 각각의 항목별로 특징있는 서사구조를 갖추

고 있으며, 미시 콘텐츠들은 압축적이며 완결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

다. 거시 콘텐츠에서 생성된 개별 콘텐츠가 이제는 기존 거시콘텐츠로 

작동하여 아이템이라는 새로운 미시 콘텐츠를 생성하는 지속적인 생성구

조를 형성하고 있다.

매거진의 볼륨 4 아이템은 시사, 음악, 예능,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중에서 시사 콘텐츠는 디스 모닝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장하준 교

수 인터뷰’, ‘TED 강연자 수전 케인 인터뷰’, ‘스웨덴 국회의원 Johnny 

Munkhammar 인터뷰’, ‘주한 인도대사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능 콘텐츠는, 드라이브 타임의 ‘영화 제작자 피터 버그 인터뷰’ 등이 있

다. 음악 콘텐츠들는 Shayne’s Music Magic 프로그램의 ‘DJ Shayne 

인터뷰와 첫방송’, Night Vibe 프로그램의 ‘인디 힙합가수 Big Sh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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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볼륨4의 스토리텔링

코너명 내용 서사구조

Shayne’s Music 

Magic
쉐인 인터뷰

가수이자 DJ 쉐인의 음악과 관련된 삶의 

이야기 

Indie Afternoon 존박 인터뷰
연예인 존박의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동기 

및 과정 

Drive time Peter Berg 인터뷰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로부터 ‘배틀쉽’ 영화 

제작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

Night Vibe
Big Shot & Da 

Notez 인터뷰
인기 인디뮤지션의 음악세계 및 라이브 연주

This Morning

장하준 인터뷰 세계적인 석학의 세계경제전망

Susan Cain 

인터뷰

TED 강의로 유명한 저자의 리더십 가치 

강연

Johnny 

Munkhammar 

인터뷰

스웨덴 국회의원의 스웨덴 복지모델의 

허와 실

주한 인도 대사 

인터뷰
신임 인도대사의 한-인도 관계 전망

The Steve 

Hatherly Show

헤일리 로렌 

인터뷰

인기 여성재즈 가수의 음악 세계와 라이브 

공연

Sports Weekend
Adrian Madashci

인터뷰
주한 외국인 스포츠 스타의 인생과 축구경력

Da Notez 스튜디오’, Indie Afternoon 프로그램의 ‘가수 John Park 출

연’ 등이 있다. 정보 콘텐츠로서 Sports Weekend 프로그램의 ‘K리그 외

국인 축구선수 Adrian Madashci 출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시사분야 미시 콘텐츠들은 경제전망에 민감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템, 자기 계발에 열성적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템, 사회

적 이슈에 민감한 타깃층이 관심을 가지고 학습할 만한 아이템, 정치, 국

제정세에 관심이 있는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템 등이다. 모두 쌍방

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예능 미시 콘텐츠들은 다양한 부가적 콘텐

츠들을 추가 배치하여 미디어의 재매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기존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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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의 한계를 넘어 융합적 미디어로 재탄생된 사례이다. 여기에 다양한 

인터랙티브 활동과 멀티미디어적 요소들을 결합하였다. 

2) 인터랙티브 서사구조 

매거진의 특징은 인터랙티브 서사구조가 가능하게 디지털 콘텐츠 재

매개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융합 미디어의 유통을 전제로 

한 콘텐츠로서 매거진의 차별화된 요소이다. 또한 오디오 미디어의 재

매개 콘텐츠로서 재매개(Remediation)의 하이퍼 미디어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인터랙티브 서사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사용자의 적극적인 학

습 태도를 요구하는 구성주의 학습방식을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한다

(표 4). 

<표 4> 볼륨4의 인터랙티브 서사구조

코너명 인터랙티브 요소

전체

- 각 코너별로 프로그램 제목을 클릭하면 tbs eFM 웹사이트로 

링크

- 감상 중 언제든지 이미지 목차 메뉴를 통해 선택적 랜덤 엑세스

Shayne’s 

Music Magic

- 전체 인터뷰 동영상을 분절한 후 선택을 통해 접근

- 쉐인의 뇌구조 코너에서 선택을 통해 답을 보여주는 서사구조 

양식

Indie 

Afternoon
- 존박의 다양한 사진을 선택하여 감상

Drivetime - 인터뷰를 분절한 후 한 페이지내에서 선택

Night Vibe
- 동영상으로 촬영된 라디오 방송을 TV박스 이미지에서 선택적으

로 플레이

This Morning - 인터뷰 AOD의 선택적 청취

The Steve 

Hatherly Show
- 다양한 사진의 선택적 감상

Sports 

Weekend
- 축구공을 클릭하면 숨은 정보를 볼 수 있게 유도



156  문화콘텐츠연구 제24호

3. 표층구조

내러티브의 배치와 구성을 위한 표출양식은 편리하고, 유용하며, 세련

된 이미지와 멀티미디어 매거진을 콘셉트로 다양한 텍스트, 오디오 비주

얼, 영상 등을 혼합한 융합 미디어이다. 인터랙티브 서사구조에 맞는 인

터랙티브 UI전략 등이다. 표층구조의 인터랙티브 서사구조의 하이퍼링

크와 인터랙티브를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체

험이다. 하지만 융합미디어 콘텐츠로서 매거진의 장점은 멀티미디어적 

요소이다. 매거진은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스크립트 등의 다양한 미디

어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의 경험을 최대화한다. 영상과 이미지와의 경계

가 모호해지는 이 부분은 매거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디지털 

매거진의 콘셉트를 살려주는 비주얼 장치이다.

또한, tbs eFM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을 촬영한 단편 동영상을 tbs eFM 

in Youtube를 통해 유통하여 매거진의 하이퍼링크 속성을 활용하여 콘

텐츠들을 보여준다. tbs 자체만으로는 만들어 내기 힘든 스튜디오의 자

연스러운 모습들이 담겨 있다. 매거진의 서사구조를 수용자가 흥미를 가

지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이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UI, 멀

티미디어 전략을 통해 서사구조와 표층구조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는 

하이퍼 매개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라디오 콘텐츠 재매개와 의미생성모델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륨4는 tbs eFM 콘텐츠의 재매개이며, 재매개의 

어떠한 특성에 영향을 받는가를 고찰하였다. 볼륨4는 기존 콘텐츠를 융

합한 스마트미디어 앱북으로 제작됨으로써 오디오뿐만이 아니라, 다양

한 멀티미디어적인 특성을 드러낸다. 볼륨4는 재매개의 특성, 특히 하이

퍼 매개의 특성을 강하게 보이며, 라디오 매체로서는 불가능한 소비자 

능동적인 상호작용 비주얼 경험을 제공한다. 라디오 콘텐츠인 tbs e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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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매개 하며 하이퍼 매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의미생성모델의 3

단계 구조분석의 결과 볼륨4의 재매개 특성인 하이퍼 매개성이 심층구조

-서사구조-표층구조의 생성 등 단계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미생성모델의 기획분석 도구로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매거진의 심층구조는 수용자 측면에서는 영어학습 역량강화가 추

구 가치이고, tbs 측면에서는 방송의 인지도 향상이 주요 추구 가치이다. 

미디어의 수용자는 인터랙티브 앱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어학습

을 통해 어학 능력강화라는 가치실현을 하며, 제공자인 tbs 입장에서는 

매거진을 통해 tbs eFM 방송의 인지도를 향상의 가치를 실현한다. 의미

생성모델의 적용을 통해 분석한 결과, 콘텐츠의 재매개를 위해서는 다양

하고 특성화된 콘텐츠의 기획과 현대 소비자의 사용성과 사용기기에 맞

는 상호작용성과 세련된 비주얼이 요구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라디오 콘텐츠의 재매개 과정의 설계과정을 제시하고, 

문화기호학적 분석 도구인 의미생성모델이 설계에 유용함을 제시하였다. 

콘텐츠 재매개에서 발생하는 특성, 즉 비매개와 하이퍼 매개가 재매개 

콘텐츠의 기획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

째, 재매개 콘텐츠를 문화기호학의 분석도구인 의미생성모델을 통해 재

구성하였다. 둘째, 의미생성모델의 3단계 구조분석이 매개의 어떠한 특

성을 반영하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재매개 콘텐츠의 특성과 의미생성모

델의 분석을 통해 재매개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레마스의 모델을 통해 

재매개의 특성을 관찰한 볼륨 4의 기획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

츠 수용자의 어학실력 향상과 콘텐츠 제공자인 tbs eFM의 인지도 향상

이라는 핵심 가치가 심층구조이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가 선호

할 수 있는 미시 콘텐츠들을 추출하여 상호작용적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구성하는 서사구조이다. 셋째, 이러한 서사구조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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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시각적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표층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콘텐츠를 새로운 콘텐츠로 재매개할 때 나타나는 하이퍼 매개성이 지속

적으로 관철되고 개성적인 요소로 작동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기호학의 의미생성모델을 통해 라디오 콘텐츠 재매개

를 위한 콘셉트설계의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스토리텔링의 효율적 전달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매거진‘의 전략과 연구가 필요하다. 효율적 스토리

텔링 방식을 위해 문화기호학적 방법론 측면에서 그레마스의 서사도식이 

중요한 함의를 준다. 이는 발신자와 수신자와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스

토리텔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콘텐츠의 스토리텔

링 구성단계가 ①계약/조정 → ②능력 → ③실행 → ④평가/보상의 구조

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파악한다.14) 볼륨4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평가 및 보상의 측면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평가 기

능은 진정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능이다. 향후 

문화기호학적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라디오 콘텐츠로부터 재매개 된 문화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14) 김영순 ․백승국,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프로세스의 기호학적 전략｣, �정보과학회지�

제24권(제2호), 2006, 1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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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mediation of Radio Content Utilizing the 

Generative Model of Signification 

- A Case Study of ‘tbs eFM Digital Magazine’ -

Lee, Dongjin ‧Nahm, Keebom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and acceptance behavior of consumers 

entail the changes in content. Utilizing the Generative Model of Signification,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methods of concept design in the content 

remediation process. More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the immediacy or 

hyper-mediac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remediation, would have any 

differential impacts on the planning process of the remediation content, 

focusing on the smart media application, ‘tbs eFM digital magazine volume 

4’, which was remediated from the FM radio content of tbs eFM. Firstly, the 

paper reconstructed the remediated content which is one of the nice tools in 

cultural semiotics. Secondly, investigating the three-phase structure analyzing 

model’s strength, last,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mediation of 

content. The planning process of ‘tbs eFM digital magazine volume 4’ using 

Greimas’s Generative Model of Signification can be divided as three-phase 

structure. The deep structure represents the core values are the improving 

English skill and the loyalty of the program. The discourse structure depicts 

the appropriate arrangements of interactive story-telling discourse structures 

by extracting various micro content. The surface structure is the visual story- 

telling focusing on image and multimedia and interactivity.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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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the applicability of the Generative Model of Signification in the 

remediation process.

Key Words : Generative Model of Signification, Radio Broadcasting, 

Content, Remediation, tbs eFM Digital Magaz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