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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terference Effects in Information Design

Lee, Hee-kwon

Advisor : Prof. You, Si-Cheon

Visual Communication & Media, 

Major of Multimedia Desig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revious studies on the Interference Effect, which were related 

with recognition and perception of human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have been only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recognition error occurred in the conscious or unconscious process 

of human. In the Information Design area,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the Interference Effects indicating the occurrence of 

errors between elements of the visual information, thus, the studies 

for the minimization of the Interference Effects are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guideline for the design 

with minimized elements of Interference Effects, by understanding it 

which may interfere with the information recognition of users by 

the types of Interference Effects, and the case studies on the types 

of Interference Effects. 



At first, the Interference Effects in the Information Design was 

defined by grasping the meaning and the type of it through a 

literature research, and the definition and type of Information 

Design were studied.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the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hen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by using the experiment cases selected through a preliminary 

experiment. And it was found that what Interference factors cause 

the Interference Effects and what factors mainly interfere with the 

information recognition in the Information Desig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tly occurred 

Interference Effects was the 'stroop Interference Effects' in the 

Information Design ; second, the factors of Interference Effects in 

the Information Design were 'discontinuity', 'nonnecessary 

information', 'approximation', 'color', 'size', 'reiteration', 'space 

sense', ; third, the Interference occurred frequently 'in the 

Information Design as a set of structured data' was 'stroop 

Interference Effects' and the factors: 'reiteration', 'nonnecessary 

information', 'size', 'color', 'discontinuity', 'distribution' and 

'approximation' caused the Interference, and 'in the Information 

Design as the situation expression' the stroop Interference was 

frequently appeared, and the factors: 'nonnecessary information' and 

'discontinuity' often caused the Interference Effects, and 'for the 

Information Design as the order expression', the 'stroop Interference' 

was appeared, and the Interference Effects was occurred due to the 

elements: 'color', 'approximation', 'discontinuity' ; fourth, whether 

the Interference Effects occurred or not varied and the difference of 

information acquisition among users was observed, depending on 

'the starting point of information recognition'. If 'the starting points 



of information recognition' of many subjects were same in a single 

case, the Interference Effects was occurred in a same area.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if 'the starting points of information 

recognition' were different, the Interference Effects caused by the 

different factors of each subject.

The future study is more important in order to efficiently use the 

types and factors of Interference Effects which interferes with the 

information acquisition of users in the Information Design. Above 

all, whether the Interference Effects which can be occurred only in 

the Information Design environment does not exists, if any, what 

Interference factor causes the effect should be profoundly studied. If 

the structural/psychological methodolog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information recognition is established through the user case 

studies of 'the starting point of information recognition' from the 

findings, this study would become more important.

Keywords : Interference Effects, Information Design, 

            Stroop Interference Effects, Garner Interference Effects, 

            Proactive Interference effects, 

            Reproactive Interferenc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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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는 사용자의 요구와 양적․질적 향상되고 있는 정보들의 

전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디자이너들은 정보를 디자인 한다. 정보사용자는 

On-Line과 Off-Line 모든 환경에서 시각화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익숙

해져있고, 기존의 텍스트 기반 정보로 표현할 수 없는 과도한 정보로 인해 시

각화된 정보를 더욱 필요로 한다.

매년 소비하는 디지털 정보의 양은 전세계적으로 1.8Zeta Byte를 넘어서 섰

다. 이 양은 ‘2천억개가 넘는 HD영화(상영시간 2시간 기준)로 한사람이 쉬

지 않고 4700만년 동안 시청할 분량’이고, ‘32기가 바이트 용량의 아이패

드 575개를 중국 만리장성의 현재 평균 높이보다 2배 높은 장벽’을, ‘일본 

후지산보다 25배 높게 쌓을 수 있는 개수‘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양은 2

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1) 이 또한 정보의 구성은 텍스트 정

보와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인 정형데이터가 약 10%, 그래픽과 웹페이지 등 

자유로운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가 약 90%에 달해 시각화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과학 등 인접학문 분야에서 간섭효과는 인간의 인지와 지

각에 관련된 연구로서 단순히 인간의 두뇌활동과 의식과 무의식 과정 중에 

발생하는 방해와 간섭효과 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정보디자인 분야에서 시각화 정보의 인지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요인에 대

한 간섭효과에 대한 연구가 없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1) EMC가 IT시장조사기관인 IDC에 의뢰한 ’디지털 유니버스 보고서(IDC Digital Universe Study): 폭

증하는 데이터로부터의 가치 창출(Extracting Value from Chaos), 2011.06.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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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실생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정보디자인과 해당 정보디자인에

서 발생되는 간섭효과를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간섭효

과의 유형에 대한 사례연구와 간섭효과 유형별로 사용자의 정보인지를 방해

할 수 있는 간섭효과의 요인을 파악하여 그 요인을 정보디자이너가 최소화하

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연구의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디자인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각 정보디자인 유형별 빈번히 발생

하는 간섭효과 유형을 파악하였다.

둘째, 간섭효과의 유형을 파악하여 간섭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

다.

셋째, 정보디자인 유형별 주요 간섭효과 요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정보디자이

너가 정보디자인 실행 과정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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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사용자의 정보인지와 습득에 관여하는 간섭효과에 대한 연

구로서 ‘사용자 인지적 측면’에서의 정보디자인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

라 발생하는 간섭효과의 유형과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디자이너가 사

용자에게 정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제

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사례조사, 사례연구 을 통해 진행되며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를 통해 간섭효과의 의미와 유형을 파악하고, 정보디자인에서의 간섭

효과에 대해 정의한다. 정보디자인의 정의와 정보디자인 유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맞는 정보디자인 유형을 선별한다. 정보디자

인 유형에는 주로 어떤 간섭효과가 나타나며 그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요인들이 정보디자인에서 주로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전체적인 흐름은 문헌연구, 사례조사, 사례연구를 통해 진행되며 최종적인 연

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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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연구의 흐름

제 1장 서론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연구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며, 연구 개요적 내용을 포함한다.

제 2장 간섭효과의 정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간섭효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스트룹 간섭효과

(Stroop Interference effects)’, ‘가너 간섭효과(Garner Interference 

effects)’, ‘순행 간섭효과(Proactive Interference effects)', '역행 간섭

효과(Reproactive Interference effects)'를 포함한 간섭효과의 유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제 3장 정보디자인의 유형

정보디자인의 정의를 내리고 정보디자인 유형을 ‘정보 구조별 유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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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속성별 유형’, ‘사용자 인지 특성별 유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제 4장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간섭효과 유형과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정보디자인 

유형별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제 5장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의 사례연구

이론적 고찰과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간섭효과의 유

형과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정보의 인지․습득에 

방해하는 요인을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로 알아본다.

제 6장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의 사례연구 결과 분석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사례연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주요 발견점을 제시하며 주요 발견점을 바

탕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제 7장 결론 및 금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방법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며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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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간섭효과의 정의

제 1절 간섭효과의 정의

간섭효과는 교육학, 체육학 등의 학문에서는 부정적인 훈련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의미로 쓰인다. “여러 가지 과제의 수행에 있어 과제내 간

섭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학습적 측면에서 과제내의 간섭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쓰이며, 이를 ‘맥락 간섭효

과(Contextual interference effect)’라고 칭한다.

하지만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간섭효과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된다. 1886년 실

험심리학자인 카텔(james mckeen cattell)은 간섭효과란 ‘정보 인지과정에

서 무의식이 의식을 방해하는 효과’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선택적 주의가 요

구되는 통제적 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동적 처리과정이 개입하여 반응시

간의 증가를 가져오는 간섭2) 을 말하며 심리학 분야에서는 ‘자동적 과정과 

의식적 과정이 또 다른 자동적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작업 기억에 공간 정보를 유지하는 동안 시각 탐색 과제를 수행했을 때 

시각 탐색 과제의 효율과 작업 기억 과제의 정확한 수행률을 떨어지는 결과

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두과제가 처리과정에서 동일한 인지적 자원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3)

기존의 인지에 있어서 간섭은 둘 이상의 지각적 또는 인지적 절차들이 대립

하고 있을 때 일어난다. 인지의 과정에서 스키마의 일치와 불인치 수준이 사

용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의 부정성을 제공 할 수 있다는 말이다.4)

2) 공간 작업기억 및 음운 작업기억의 부하가 공간 스트룹 효과에 미치는 영향, 2005, 전하정
3) 시각 탐색과 공간적 작업 기억의 이중 과제에서 상호 간섭효과의 원인-공간적 주의 부하 가설과 공

간적 작업 기억 부하 가설, 연세대학교. 안지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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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 인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이는 인지신경

학에 말하는 뇌의 정보 갈등을 말하며 뇌의 특정 영역이 주된 능력을 얻게 

되면 다른 기능 영역을 억압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림 4]� 간섭효과

우리의 뇌는 정보를 해석하고 기억하는 장소로 전달 시키며 산출물이 일치하

면 해석 진행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 성과를 얻게 되지만 산출물이 불일치하

면 방해가 일어나 충돌을 해결하기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성과에 대해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5) 이는 부정확한 정보의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간섭효과에 관한 실험들은 실험물의 모순된 자극을 통해 인지의 

부조화 또는 오류를 탐색을 하고자 한다. 이때 모순된 인자는 대부분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인자들로 구성된 자극물들을 활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

에서 보고 느끼는 정보들의 정보인지의 방해를 주는 인자들이 모두 상식을 

벗어난 자극물들은 아니다. 그러므로 모순된 자극을 통한 간섭효과의 규명보

다는 사용자들의 인지를 방해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4) 간섭효과를 이용한 스키마 노드의 객체지향형 분류, 기초조형학연구, Vol.9 No.4, 육호준, 2008
5) 윌리엄 리드웨, 크리티나 홀덴, 질 버틀러 공저/방수원 역, 디자인불변의 법칙 100가지, 2006, 고려

문화사,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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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간섭효과의 유형

  간섭효과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동적 처리와 통제적 처리에

서 자동적 처리가 통제적 처리를 방해하면서 발생하는 간섭효과, 변별 과제 

중 무시해야할 속성이나 방해자극의 변수가 변별 과제 수행을 손상하는 간섭

효과, 시간상 순행적 방향으로 기존의 지식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방해하는 

간섭효과, 시간상 역순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지식이 기존의 지식의 인출을 방

해하는 간섭으로 분류 할 수 있다.

1. 스트룹 간섭효과(Stroop Interference effect)

  1935 존 리들리 스트룹(John Ridley Stroop)이 스트룹 과제에서 나타나

는 파랑 사각형, 빨강 삼각형 등의 통제자극을 보고 말하는 시간보다 빨간색

으로 쓴 파랑, 파랑색으로 쓴 노랑을 보면서 색상을 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간섭효과라 한다.6)

실험심리학에서 인지과정중에서 특히 억제기능을 주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주의, 자동화, 읽기, 의미기억 등의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7)

[그림 5]� 스트룹 간섭효과

단일자극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극이 색명(Red)이며 주의를 기울인 자

극이 색상이다. 색명은 자동적 처리, 색상은 수동적 처리에 해당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동적 처리에 의해 주의를 기울인 수동적 처리가 방해를 받

는 것이다.

이는 색명과 색상이 일치하는 단어가 제시되었을 때 인지속도가 더욱 빨라지

6) 1935년,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존 리들리 스트룹(John Ridley Stroop)
7) Stroop 간섭 지표들의 효율성 비교 : 정상노인집단과 치매집단을 대상으로, 이정희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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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촉진효과가 나타나며, 색명을 말하는데 주의가 덜 필요하게 된다.

색상과 색상명칭이 서로 일치하는 조건에서 색명칭에 따라 반응하는 것은 올

바른 반응에 해당된다. 이때 색명칭은 언어자극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각자극

과 구두반응은 서로 부합된 형태가 된다. 반면 두 자극이 서로 불일치하는 조

건에서는 올바른 반응에 도달하기 위해 색상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 이런 경

우 색상은 시각자극이 되기 때문에 시각자극과 구두반응의 형태는 부합된 형

태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일치조건에 비해 불일치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느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8)

종합해 보면 스트룹 간섭효과는 단일 자극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극에 

의해 주의를 기울인 자극의 정보 처리가 방해 받는 것이다. 간섭효과의 발생

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이야기 하는데, 선택적 주의에 의한 단어의 자동적 처리

에 의해 색상의 통제적(수동적, 수의적)처리에 따른 자동적 처리의 간섭, 병렬

분산처리에 따른 동시에 두 개의 경로를 활성, 글자와 색상 두 개의 경로가 

동시에 경쟁적으로 활성으로 인한 간섭, 또는 뇌의 억제 기능에 의해 글자와 

글자색상의 색깔 말하기에서 글자(Text)의 색상을 억제하거나, 글자색상

(Text Color)을 말하기를 억제하는 것으로 스트룹 간섭효과를 설명할 수 있

다.9)

본 연구에서는 실험 심리학에서의 선택적 주의집중과 자동화 처리에 기반을 

두고, 스트룹 간섭이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동적 처리가 주의를 기울인 

통제적 처리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8) 자극과 반응의 감각양상에 따른 스트룹 효과의 차이, 김보성, 민윤기, 윤지연.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8. No 6, 2006
9) 공간 작업기억 및 음운 작업기억의 부하가 공간 스트룹 효과에 미치는 영향, 전하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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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너 간섭효과(Garner Interference effect)

가너 간섭효과는 자극의 모순된 변순가 자극의 일관된 양상을 포함하는 절차

들을 방해하는 심리적 절차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는 자극의 모순된 가변적 

요인이 일관된 모양과 절차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림 6]� 가너 간섭효과(Garner� Interference� effects)

10)

[그림 3]의 예시1과 같이 따로 있는 모양들의 이름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며 

같이 놓여 있는 모양들 중 하나의 이름을 말하는 것 보다는 쉽다. 예시2와 같

이 가까이 붙어 있는 모양은 방해를 일으켜 근접한 모양의 이름을 말하기가 

10) 디자인 불변의 법칙 100가지 Universal Principles of Design, 고려문화사, 윌리엄 리드웹외 2명 공

저, 방수원 옮김. 1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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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 또한 가까이 붙어 있는 모양들이 고정된 경우보다 변동하는 경우

에 더욱 모양의 이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가너 간섭효과는 선택적 주의집중의 따라 주의집중 해야 할 정보 그 외에 정

보습득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극들이 주의집중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며 

또한 시각적 주의이동 중에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찾기 위해 공간적 주

의 이동간 불필요한 정보에 의해 선택적 주의를 빼앗기는 간섭효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인지에 필요 없는 방해자극과 변수 등이 정보인지를 

방해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3. 순행 간섭효과(Proactive Interference effect)

기억과 관련된 인지적 현상인 순행 간섭효과는 선행 간섭효과라고도 하며 기

존의 기억들이 학습 및 인지활동을 방해하는 간섭효과이다. 

[그림 4]�순행 간섭효과(Proactive�

Interference� effect)

11)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하나의 약속인 기호는 시각적 의사전달을 위해 활용하

11) ibid. 1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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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중에 화살표는 방향, 지시 등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또한 흔히 마주

하는 신호등의 색상처럼 빨강색은 정지의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그림 4]

는 그런 일련의 기억이 교통신호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방해를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습된 정보가 새로운 정보 학습을 방해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4. 역행 간섭효과(Reproactive Interference effect)

선행 간섭효과와 마찬가지로 기억과 관련된 인지적 현상을 말한다. 역행 간섭

효과는 소급간섭이라고도 하며 새로운 자료가 시간상 역행적인 방향으로 과

거의 자극 재생을 간섭하는 것12)을 말한다. 또한 기존의 기억들이 학습을 방

해하며 새로운 정보 습득이 이미 가진 기억의 정보의 인출을 방해 하는 것을 

말한다.13)

체육학에서의 역행간섭효과는 ‘운동학습에서 분단화된 배열로 연습을 할 때 

A-B-C 세가지의 기술을 차례로 연습하기 때문에 파지검사 때의 A의 기억은 

B와 C에 의해서 파지가 방해받는다‘라고 설명한다.14) 기억과 관련된 인지

적 행위가 학습의 시간상 역행적 방향으로 새로이 학습한 행위가 과거의 학

습된 기억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학습된 정보가 기존의 학습된 정보의 인출을 방해 하

는 것이 역행간섭이라 정의한다.

12) 실험심리학용어사전, 곽호완, 박창호, 이태연, 김문수, 진영선, 2008
13) 디자인 불변의 법칙 100가지 Universal Principles of Design, 고려문화사, 윌리엄 리드웹외 2명 공

저, 방수원 옮김. 114p
14) 운동학습에서 암시시행이 맥락간섭효과에 미치는 영향, 경의대학교, 전준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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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정보디자인의 유형

제1절 정보디자인 정의

정보디자인은 1983년 에드워드 터프트(Edward Tufte)의 저서 “정량적 정

보의 시각적 표현(The Visual Display of Quantitative Information)”으

로 출발하며 1989년 리차드 솔 워먼(Richard Saul Wurman)의 “정보불안

(Information Anxiety)”을 바탕으로 학문적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한 것으

로 파악된다.  독립된 학문의 영역으로 인정되기 까지 산업디자인이나 다른 

영역 디자인과 달리 통칭적 의미가 아닌 비통칭적 의미로 시각디자인을 지칭

하는 의미의 용어로 사용됐으며 이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인포

메이션 그래픽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후 학제적 영역으로 부각

되며 다른 디자인 영역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로버트 E. 혼(Robert E. Horn)은 “정보디자인이란 사람들이 효율적,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비하는 기술과 과학이라 정의된다. 정보디

자인의 주요 목표는 첫째, 이해하기 쉽고, 신속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행동에 옮겨질 수 있는 문서를 개발하는 것. 둘째, 도구와의 상호

작용이 쉽고 자연스러우며 가능한 한 유쾌한 상호작용을 디자인하는 것. 이것

은 인간과 컴퓨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

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사람들이 3차원 공간안에서 편안하고 용이하게 자

신들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디자인은 다른 디자인 분야와 

구별 짓는 가치는 의사전달 목표를 완성 시키는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

(effectiveness)이라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15)

정보디자인은 특정 메시지를 하나의 언어에서 이해하기 쉬운 다른 언어로 바

15) 정보디자인, 로버트 제이콥슨, 안그라픽스, 200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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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는 일16)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이너는 단순히 ‘좋은 디자인’을 위함이 아

닌 상황이 원하는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정보디자인은 현재까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17)되고 있다.

발제기관 주요내용

1990

David Sless

정보디자인이란 인간이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1994

Peter J. 

Dogaards

정보디자인이란 특정 영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의 정보가 의도된 

과정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

1996

Text matters

정보디자인은 사물을 설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언어,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디자인, 시스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을 핵심도구로 활용한다

1996

Text matters

정보디자인은 사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용편의성과 기타 연구를 

활용해서 제품이 사용자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1999

ID News

정보디자인은 사용자 니즈와 관련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메시지와 그것이 

표출되는 환경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정의하고 계획하고 형상화시키는 것이다.

2000

Information 

Design 

Association

정보디자인은 인간이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비하는 예술이며 과학이다

2000

Information 

Design 

Association

정보디자인은 정보가 쓸모 있고 최상으로 유용하게 만들어 지도록 인공물에 

정보를 조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이다

2001

Infodesign

정보디자인 분야는 복잡하고 비조직화,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가치롭고,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시키는 과정에 전통적이며 진보한 디자인 원리를 적용한다

2002

Mok
정보디자인은 정보에 맥락과 의미를 공급하기 위한 조직화 모델들의 배합이다

[표 1]� 정보디자인 개념 정의

정보디자인이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최상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표현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18) 정보디자인은 인간이 효율적이고 효과적 정보 

16) 정보디자인-정보의 얽힌 실타래 풀기, 안드레아스 슈나이더외, 김경균 옮김, 2004
17) 정보디자인 유형과 수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류시천, 2002
18)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디자인 제작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 사이버대학교, 이재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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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조직화하고 정보를 재생산 하는 과정을 일

컫는다. 지금까지 정보디자인을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로 정의하고 있지만 결

과적으로 정보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림 7]� 정보디자인의 요소와 정보전달

정보디자인은 정보사용자의 효과적 정보습득을 위해 완성된 시각적 커뮤니케

이션의 결과물이며, 정보의 설득력 있는 전달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

조화 과정을 정보디자인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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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보디자인 유형

1. 정보 구조별 유형

이재린은 정보디자인 유형을 정보의 구조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19) 

정보디자인의 구성요소의 구조적 유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보 제공 형태

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유형이다. 정보의 구조에 따라 명확한 분류가 가능하

며, 가장 기본적인 정보디자인을 구분하는 유형이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디자인의 3가지 구성요소인 정보세트

(Information Sets)를 활용하였다. 정보의 최소단위인 정보요소

(Information Points)와 정보 구조를 배열 및 집단화(Information 

Cluster)하고 최종적으로 집합적 정보를 연출하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Information Architecture)에 이르는 과정이 멀티미디어 디자인상에서의 

정보디자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20)

가. 선형구조

순차적 접근을 통한 정보 제공의 유형이며 흐름이 있는 이야기를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 선형 구조가 사용한다.

[그림 8]� 정보의 선형구조의 본질

정보요소 및 정보 집단을 순차적인 선형 구조로 구성한 정보디자인을 말한다. 

대표적인 선형구조의 정보는 텔레비전이나 영화가 있다.

19)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디자인 제작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서울 사이버대학교, 이재린, 2003
20) 멀티미디어디자인에서 정보디자인 주요 특성, 조선대 조형미술연구소지, 류시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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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선형구조 정보의 예

사용자가 정보를 습득할 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선형 구조

의 특성상 내용의 이해에 있어 쉬운 접근이 가능하다. 선형 구조는 정보의 량

과 정보습득 소요시간이 비례하며, 정보의 빠른 이해를 위한 선택적 학습 방

법은 다소 제한적인 특성이 있다.

나. 계층구조

책의 구조처럼 계층화된 구조의 정보를 말하며 단계별 진행에 절차가 존재한

다. 최하위 정보의 경우 개별 정보를 갖게 되며, 각 단계별 내용간의 순서, 

논리 등의 측면에서 연계성을 갖는다. 

[그림 10]� 정보의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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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품 사용 설명서

 21)

[그림 12]� e-book

22)

계층구조를 갖는 정보로 상․하위 구분, 논리적 연계성, 최하위의 내용은 개별

적인 정보를 갖는 구조의 정보이며, 대표적으로 제품 사용자 매뉴얼과 

e-book등이 있다.

다. 하이퍼텍스트 구조

각각의 단위정보간의 연결되는 비선형적 정보의 조직이다. 대표적으로 웹사이

트가 하이퍼텍스트 구조에 해당하며, 많은 정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각 정보

간의 위계가 불확실해 단계적 정보 습득에 다소 복잡할 수 있다.

[그림 13]� 정보의 하이퍼텍스트 구조

21) 한경희 생활과학 스팀청소기 사용 설명서, http://ihaanblog.tistory.com/
22) 아마존 킨들DX, http://www.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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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웹사이트

23)

대표적인 하이퍼텍스트 구조로 웹사이트를 들 수 있는데 정보와 정보간에 연

결되는 비선형 정보로서 정보간의 링크라는 두 개의 구성요소를 갖는다. 

라. 데이터 베이스 구조

정형데이터의 집합으로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갖는다. 사용자의 필요

에 따라 검색창을 통해 그 일부의 정보를 습득하는 구조이며, 비정형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가 가능하지만 정보의 신뢰도와 정확도는 다소 낮은 구조이

다. 고밀도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구조로 많이 활용되며, 고밀도 정보의 특성

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보설계를 해야하며, 정보의 표현 방법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습득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23) http://www.samsung.com,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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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마. 혼합구조

여러 정보 구조를 통합한 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제품은 여러 가

지의 정보 구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특정 구조가 주를 이룰지라도, 다른 

정보 구조가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림 16]� 정보의 혼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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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스마트 폰

24)

혼합구조의 정보디자인은 정보 구조의 총체적 집약체로서 스마트 폰을 예로 

들 수 있다. 선형, 계층,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포함한 멀티미디

어 제품으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정보 구조를 갖는다.

24) http://www.apple.com, I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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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속성별 유형

박미영은 정보디자인 유형을 정보의 속성별 유형에 따라 분류 하였다.25) 정

보의 본질적 속성에 따라 구분한 유형이며, 표현 형식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

어 진다.

가. 원리와 방법

현상이나 시스템의 기본 법칙, 작동의 절차와 순서를 설명하는 것을 원리와 

방법을 위한 정보라 한다.

원리를 위한 정보디자인은 시스템 전체에 관한 포괄적이며 근본이 되는 것을 

다루며 시스템의 기본 진리나 지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프나 차트 다이어

그램 등은 통계, 뉴스, 학습을 위해 원리의 정보를 표현하는 형식이며 사실 

데이터 정보의 그래픽 표현 방식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방법을 위한 정보디자인은 대상을 절차적, 순서적, 더불어 설명과 묘사

로 표현하며, 주로 제품의 사용법, 지시나 안내의 경우가 방법의 정보를 표현

에 주로 활용된다. 논리적 정보의 순차 표현의 특성이 있다.

[그림 18]� 정보 속성별 유형 -� 원리와 방법 예시

26)

25) 정보디자인에서 메시지 유형이 정보전달 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주의․이해단계를 중심으

로, 홍익대학교, 박미영, 2011
26) http://www.flickr.com, 작성자 ryanmoonë Œ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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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식과 연구

정보의 상위 개념으로서 지식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 경험을 통해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용자의 유사한 지식을 재구성하고 통찰

력, 경험, 의견, 예견, 전망 등의 지식을 시각화 하는 것이다. 학습용 정보, 

학술연구 정보, 연대표가 해당된다.

정보표현에 있어 복잡한 구조적 표현은 정보의 시각화에 유의해서 디자인되

어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지식과 연구 표현 정보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함

축적이고 이해도가 높게 표현되어야 한다.

[그림 19]� 정보 속성별 유형 -� 지식과 연구 예시

27)

다. 길찾기와 안내

길찾기와 안내 디자인은 정보 사용자의 길찾기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도

와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 길찾기와 안내는 타 학문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는데 공간의 안내는 건축 분야와, 교통 정보는 지리와 교통 시스템과, 

컴퓨터 기술에 의한 가상공간은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의 긴밀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고 사용자 중심의 정보 구조와 형식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27)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 역, 세종출판사, 2006,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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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정보 속성별 유형 -� 길찾기와 안내 예시

28)

라. 제품과 가상공간의 개념

제품 정보디자인은 제품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시켜 제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설명서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식과 미

디어를 통해 제품과 사용자를 연결해 준다. 제품과 연계되는 각종 서비스를 

목적에 따라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체화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정보를 효율적으

로 전달할 수 있다. 

28) pictogram and Icon Graphic2. ピエ.ブックス, 2007.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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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정보 속성별 유형 -� 제품과 가상공간의 개념

예시

29)

가상공간에서의 정보디자인은 가상공간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

의 변화는 물론 다양한 상호 연관성과 실험적인 방식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데 이들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효율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29) http://blog.naver.com/sol9501, 실행파일(PR) 기본구조 Image section header 및 PE 구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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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인지 특성별 유형

류시천은 정보디자인 유형을 사용자 인지 특성별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정보

디자인의 소비모델 측면에서 “비즈니스 중심 환경에서는 생산보다 오히려 

소비의 개념이 중요시 된다.”고 말한다.30) 정보사용자 인지적 측면에서 정보

디자인 유형의 구분을 제시함으로써 정보 생산자가 정보 사용자의 측면을 고

려한 정보디자인을 하기 위함이다.

가. 구조화된 데이터 집합으로서 정보와 디자인

류시천은 구조화된 데이터 집합으로서 정보와 디자인을 “정보디자인의 가장 

기본적 형태로서 사실(Facts)이나 데이터를 구조화시켜 정보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인시스템, 지도, 항공 여객 시간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

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관적 디자인 연출이 중요하다.”로 정의한다. 단순한 수치 데이터의 시각화 

뿐만 아니라 사실 데이터의 구조화를 통한 시각화로 설명 가능하다.

[그림 22]� 구조화된 데이터 집합으로서 정보와 디자인

예시

31)

30) 멀티미디어디자인에서 정보디자인 주요 특성, 류시천, 조선대학교, 2003, p58
31) http://www.naver.com, 네이버 지도



제3장 정보디자인의 유형

- 30 -

나. 상황, 순서, 흐름, 구조의 표현을 전제로 하는 정보디자인 유형

류시천은 “가이드북, 사용설명서,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등이 대표적인 사례

이다. 일반적으로 무언가 복잡한 구조나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다 쉽고 명확하

게 전달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보사용자의 논리적 인지 특성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32)고 말한다. 상황 표현, 순서 표현, 흐름 표현, 구조 표

현의 정보디자인으로 각각 구분 가능하며, 표현에 있어 사용자의 정보 인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그림 23]� 상황 표현을 전제로 하는 정보디자인 유형 예시

33)

32) 멀티미디어디자인에서 정보디자인 주요 특성, 류시천, 조선대학교, 2003, p58
33) 북한의 연평도 공격 상황 재구성, 중앙일보, 20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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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순서 표현을 전제로 하는 정보디자인 유형 예시

34)

[그림 25]� 흐름 표현을 전제로 하는 정보디자인 유형 예시

35)

34) 천안함 침몰, 중앙일보, 2010.04.10
35) http://www.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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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구조 표현을 전제로 하는 정보디자인 유형 예시

다. 제어시스템 조작으로서 정보와의 디자인

“카네비게이션 시스템이나 PDA에서와 같이 시스템 조작에 대한 정보를 사

용자에게 표현하는 형태가 바로 그것이다. 앞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사례가 

주로 전통적 그래픽 디자인분야에서 다뤄졌던 영역임에 반해 본 유형은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을 목적으로 표출되는 정보디자인 

영역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앞서 본 두가지 유형과 달리 제품디자인과 사

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을 목적으로 한 정보디자인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상이

한 목적으로 보여진다.

[그림 27]� 제어시스템 조작으로서 정보와의

디자인 예시

36)

36) http://www.inavi.com/, 아이나비 SMART A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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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커뮤니케이션 조작으로서 정보와 다자인

웹 페이지, 멀티미디어 타이틀 또는 인터랙티브 무비와 같은 멀티미디어형 정

보표현이 주를 이루는 형태이다. 이러한 정보디자인 형태는 원활한 커뮤니케

이션을 위해 사용자 피드백이 전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용자 반응적 인지

특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림 28]� 커뮤니케이션 조작으로서 정보와 디자인 예시

37)

마. 문화적 조작으로서 정보디자인

류시천은 “이것은 현재까지 발전해온 정보디자인 중에서 가장 확장적이고 

통합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는 온라인 공동체를 위한 정보디자인, 문화

적 상징을 표출하기 위한 정보디자인, 대중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디자

인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대응 디자인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정보디자인의 유형은 다양한 각도에서 구분이 가능하지만 정보 구조별 유형, 

정보 속성별 유형, 사용자 인지 특성별 유형 3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정보 구조별 유형’은 정보 표현 구조에 따른 정보 유형이며, 선형, 계층, 

하이퍼텍스트, 데이터베이스, 혼합 구조로 구분되어 진다. 

37) http://www.readeryou.co.kr, 실감나는 교육세상! 아이챌린지와 삼성 3D TV의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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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 정보 표현 구조에 따른 유형 구분

▪특성 : 선형 구조, 계층 구조, 하이퍼텍스트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혼합 

구조

▪장․단점 : 다양한 정보 표현 구조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지만 단일 구조의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활용 : 정보 표현 구조에 따라 정보사용자의 정보인지 중 발생하는 간

섭효과의 유형의 파악 및 요인 추출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정보 전달 매체

의 활용을 통한 간섭효과 사례연구가 실질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속성별 유형’은 정보 제공 형태에 따른 유형이며, 표현 형식에 따라 

원리와 방법, 지식과 연구, 길찾기와 안내, 제품과 가상공간의 개념으로 구분

되어 진다.

▪본질 : 정보 제공 형태에 따른 유형 구분

▪특성 : 원리와 방법, 지식과 연구, 길찾기와 안내, 제품과 가상공간의 개념

▪장․단점 : 정보를 어떤 구분으로 제공 하느냐에 따라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

지만, 정보 표출에 대해 정보 생산자 측면과 정보사용자 측면의 모호함이 

있다.

▪연구 활용 : 정보 제공 형태에 따른 유형 구분을 통해 제공 형태별로 사용

자가 정보 인지에 미치는 간섭효과의 연구와 요인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파

악된다. 하지만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보의 유형 구분으로 인해 특정 

유형의 사례연구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인지 특성별 유형’은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으로서 정보와 디자

인, 상황․순서․흐름․구조 표현을 전제로 하는 정보디자인, 제어시스템 조작으로

서 정보와의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조작으로서 정보와 디자인으로 구분되어 

진다.

▪본질 : 사용자의 인지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

▪특성 :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으로서 정보와 디자인, 상황․순서․흐름․구조 

표현을 전제로 하는 정보디자인, 제어시스템 조작으로서 정보와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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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조작으로서 정보와 디자인

▪장․단점 : 사용자가 정보를 직관적으로 또는 논리적, 반응적, 상징적, 집약

적, 경험적으로 인지하는지에 따라 정보디자인 유형을 구분하였다. 사용자

가 정보를 인지하는데 어떤 기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지 특성별 분류로 

정보사용자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연구 활용 : 정보디자인의 생산자 측면이 아닌 정보사용자 측면의 유형 구

분을 통해 사용자가 어떠한 기재를 필요로 하는 정보에서 주로 어떤 간섭

효과로 인해 정보 인지를 방해받았으며, 그에 따른 간섭효과 발생 요인을 

추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간섭효과의 유형과 요인을 추출하여 정

보 디자이너가 사용자에게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에 목적

이 있다. 이는 사용자 인지 특성에 따라 정보디자인 유형 구분을 통해 사용자

가 빈번히 인지에러를 발생하는 간섭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정보디자이너가  

사용자에게 정보 인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발견점을 바탕으로 정보사용자의 인지

와 습득의 방해요인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가

이드라인 제시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 인지 중심으로한 류시천의 ‘사용자 인지 특성별 유형’으로 

정보디자인 유형으로 구분하여 간섭효과 사례조사 및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

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제 1절 정보디자인 유형별 간섭효과 선별 기준 및 방법

제 2절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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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우리의 감각기관은 자극을 받아들이고 뇌는 이러한 감각을 일관된 이미지로 

정리하는 과정을 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 게슈탈트 이론과 디자인 기초이론에 

위배되어 정보습득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간섭효과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절 정보디자인 유형별 간섭효과 선별 기준 및 방법

사례연구의 선별기준은 첫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보다 친숙하고 쉬운 정보로 선

택하였다. 남녀노소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며, 

친숙하고 쉬운 정보를 일간 신문으로 선정하고, 주요 일간신문에서 공통적으

로 ‘2010년 10대 주요뉴스’로 선정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를 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는 주요 일간신문이 전체 언론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10대 주요뉴스는 사용자들의 관심도가 높아 뉴스에 대한 평균적인 

지식수준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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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섬네일 이미지
그래픽 
정보

간섭효과 
내포

북, 연평도 포격 도발 ○ ×

설명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에 북한이 대한민국 

연평도를 향해 포격한 사건이다.

천안함 침몰 ○ ○

설명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이 피격되어 침몰된 사건이다.

[표 2]� 사례조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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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섬네일 이미지
그래픽 
정보

간섭효과 
내포

김정은 3대 세습 공식화 ○ ×

설명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언급, 후계구도의 공식화 하였다.

6.2 지방선거 여당 참패 ○ ○

설명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에 

대한 기사이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 ×

설명

G20(Group of 20)또는 주요 20개국은 세계 경제를 
이끌던 G7과 유럽연합(EU)의장국에 12개의 신흥국, 
주요경제국들을 더한 20개 국가의 모임, 2011년 11월 
11일 ~ 11월 12일에 서울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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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섬네일 이미지
그래픽 
정보

간섭효과 
내포

4대강 사업 논란 가열 ○ ×

설명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을 2012년까지 총 15조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 

설치등을 추진하지만 환경파괴를 가속화 시킨다는 주장에 

대립하고 있다.

잇단 기상이변 ○ ○

설명

미국과 유럽에 최악의 한파와 폭설, 남반구 국가들의 

폭우, 폭염 등 전세계적으로 엘리뇨 현상과 제트기류 

약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EU와 FTA 체결 - × ×
설명

EU는 유럽연합(EU)으로 27개국의 회원국으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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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섬네일 이미지
그래픽 
정보

간섭효과 
내포

신한류 아이돌 열풍 - × ×
설명

한국 음반시장을 휩쓴 아이돌 열풍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아이돌에 대한 인기도가 상승하였다.

스마트폰, 트위터 속으로 ○ ○

설명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급부상하고 있다.

예비사례조사를 통해 그래픽 정보를 포함한 사례 중 간섭효과가 발생하는 뉴

스는 ‘천안함 침몰’, ‘6.2 지방선거 여당 참패’, ‘잇단 기상이변’, 

‘스마트폰, 트위터 속으로’으로 총 4개 주요뉴스에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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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1-1.� ‘6.2�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정보디자인 사례

[그림 29]� 6.2�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38)

∘ 기사제목 : 6.2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 발행일자 : 2010년 6월 3일

∘ 발행지 : 연합뉴스

∘ 기사내용 :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6.2 지방선거는 오후 들어 투표율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 간섭효과 : 2010년에 치러진 ‘6.2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율’을 나타내는 

38) 6.2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연합뉴스, 2010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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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디자인이다. 위 정보디자인은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

된 정보디자인‘으로 정보의 사실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주요 정

보는 시간대별 투표율이며 시간대별 투표율에 대한 정보의 정확한 구분뿐

만 아니라 ‘지방선거’의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위 다이어그램은 시간대별 정확한 투표율을 인지하는데 부족함이 있고, 참

고적 자료 성격인 ‘4회 지방선거’와 ‘18대 총선’투표율의 색상이 주요 

정보인 ‘5회 지방선거’와의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스트룹 간

섭’이 발생한다. 또한 비교정보의 제공을 위해 제시한 ’18대 총선‘은 

비교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가너 간섭‘이 발생한

다.

[그림 30]� ‘6.2�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간섭효과 부분

6.2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가너 간섭효과

[표 3]� ‘6.2�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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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2지방선거 정당별 광역의원(지역구)�당선 분포‘� 정보디자인 사례

[그림 31]� 6.2지방선거 정당별 광역의원(지역구)� 당선분포

39)

∘ 기사제목 : 6.2 지방선거 정당별 광역의원(지역구) 당선분포

∘ 발행일자 : 2010년 6월 3일

∘ 발행지 : 연합뉴스

∘ 기사내용 : 중6.2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 분포.

39) 6.2지방선거 정당별 광역의원(지역구) 당선분포, 동아일보, 2010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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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섭효과 : 2010년 ‘6.2지방선거 정당별 광역의원(지역구) 당선분포’ 정

보를 제공하는 정보디자인이다. 위 정보디자인의 주요 정보는 ‘광역의원 

당선분포’이다. 정확한 정보는 하단에 위치한 텍스트 정보에 나타나 있지

만 ‘한나라당 : 252’, ‘민주당 : 328’으로 민주당이 더 많이 당선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보사용자는 당선분포가 ‘한나라당’이 많다고 

인지하였다. 그 이유는 정보디자인 중앙에 위치한 그래픽 정보의 색상의 면

적이 Blue계열이 많고 지역별 상세정보에 한나라당이 상위에 노출되어 있

으며, 막대그래프 색상을 비슷한 계열의 색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로 하

여금 정확한 정보의 인지를 방해한다.

[그림 32]� ‘6.2� 지방선거 정당별

광역의원(지역구)� 당선분포’� 간섭효과 부분

6.2지방선거 정당별 광역의원(지역구) 당선 분포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가너 간섭효과

[표 4]� ‘6.2지방선거 정당별 광역의원(지역구)� 당선 분포’�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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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스마트폰 이용 급증’� 정보디자인 사례

[그림 3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스마트폰 이용 급증

40)

∘ 기사제목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스마트폰 이용 급증

∘ 발행일자 : 2010년

∘ 발행지 : 중앙일보

∘ 기사내용 : ‘스마트폰 이용률 35%, 6개월 안에 67%까지 확대 가능, 태블

릿PC 선호도 세계 최고, SNS·게임·쇼핑 문화 대격변 돌입’. 글로벌 전

40)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스마트폰 이용 급증, 중앙일보, 2010



제4장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 47 -

략 경영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최근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시작은 늦었지만 변화 속도는 세계 최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폰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2년 가까이 늦었지만 확산 속도는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디지털 환경 변화도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중략)

∘ 기타 : 2010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스마트폰 이용 급증‘에 대한 정

보디자인이다. 위 정보의 주된 목적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급증, 스마트

폰 보급 및 점유율이 주 정보로 나타난다. 이 정보를 습득하기엔 많은 그

래픽 정보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정보에 정보사용자의 혼란을 야기시키

기에 충분하다. 또한 ’태블릿 PC미보유자 중 1년 내에 사겠다는 국내 응

답자 비중‘ 그래픽은 범례의 흐름과 그래픽 정보의 흐름이 일관하지 않아 

정보사용자로 하여금 정보인지를 지연시켜 스트룹 간섭효과가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스마트폰 이용 급증‘�

간섭효과 부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스마트폰 이용 급증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표 5]�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스마트폰 이용 급증’�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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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NS서비스 외산천하...국산SNS는 이제 걸음마’� 정보디자인 사례

[그림 35]� SNS서비스 외산천하...국산SNS는 이제 걸음마

41)

∘ 기사제목 : SNS서비스 외산천하...국산SNS는 이제 걸음마

∘ 발행일자 : 2010년 10월 19일

∘ 발행지 : 디지털 데일리

∘ 기사내용 :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해외 SNS의 트래픽이 최근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기관 메트릭스

(www.metrix.co.kr 대표 조일상)가 2009년 9월과 2010년 9월의 소셜네

트워크서비스(SNS) 방문자수를 조사한 결과, 페이스북은 650%, 트위터는 

528% 성장해 미투데이 93.7%, 싸이월드 11.7% 등 국내 SNS 보다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 기타 : ‘SNS서비스 외산천하...국산SNS는 이제 걸음마’에 대한 정보디

자인이다. 이 정보의 주목적은 국산 SNS서비스가 외산SNS에 비해 낮은 

성장을 보여준다는 것에 있다. 비교적 간단한 정보디자인에서도 간섭이 나

타나는데 이 정보디자인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간섭을 배제 시키지 

않은데 있다. 외신 SNS의 정보와 국내 SNS의 명확한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그램 전체적으로 ‘국내 SNS는 초입단계에 있다’라는 정

41) SNS서비스 외산천하...국산SNS는 이제 걸음마, 디지털 데일리, 2010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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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인지하기엔 빨간색의 'me2day'가 도두라지게 돌출되어 있다. 이는 

간단한 정보를 디자인하는데 있어 정보사용자의 인지는 더욱 단순해지는데 

비해 정보디자인이 주고자 하는 정보는 그에 대응한 단순하고 명쾌한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적 처리가 수동적 처리를 방해하는 ‘스트

룹 간섭효과’가 나타난다.

[그림 36]� ‘SNS서비스 외산천하...국산SNS는 이제 걸음마’� 간섭효과 부분

SNS서비스 외산천하...국산SNS는 이제 걸음마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표 6]� ‘SNS서비스 외산천하...국산SNS는 이제 걸음마’� 사례조사



제4장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 50 -

1-5.� ‘세계적 기상이변을 낳은 지구 온난화’� 정보디자인 사례

[그림 37]� 세계적 기상이변을 낳은 지구 온난화

42)

∘ 기사제목 : 세계적 기상이변을 낳은 지구 온난화

∘ 발행일자 : 2010년 9월 1일

∘ 발행지 : 중앙일보

∘ 기사내용 :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도 커

지고 있다. 기상전문가들은 올겨울 극심한 추위와 폭설은 북극진동으로 제

트기류가 약해져, 올여름 폭염과 홍수는 제트기류가 고기압에 꽉 막힌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롤러코스터 같은 제트기류 이면에는 

지구온난화가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올해 지구촌을 강타한 변

칙 기상의 배경과 지구온난화 현상을 살펴본다.(중략)

∘ 기타 :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이다. 다양한 색상의 혼재로 인해 정보인지를 지연시키며,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위 정보디자인은 주요 정보를 도드

라지게 표현되어 있지 못한데 엘리뇨 현상에 따른 따듯한 공기의 흐름, 그

에 따른 라니냐현상에 따른 수온의 상승 표현에 있어, 의미적 반대되는 색

상의 활용으로 인해 정보 습득을 방해하기도 한다.

42) 세계적 기상이변을 낳은 지구 온난화, 중앙일보, 201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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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세계적 기상이변을 낳은 지구 온난화’�

간섭효과 부분

세계적 기상이변을 낳은 지구 온난화

정보디자인 유형 상황 표현,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가너 간섭효과

[표 7]� ‘세계적 기상이변을 낳은 지구 온난화‘�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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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상이변 악몽의 지구촌.북반구에 폭설․한파’� 정보디자인 사례

[그림 39]� 기상이변 악몽의 지구촌.북반구에 폭설․한파

43)

∘ 기사제목 : 기상이변 악몽의 지구촌... 북반구에 폭설․한파

∘ 발행일자 : 2010년 1월 8일

∘ 발행지 : 한국경제

∘ 기사내용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이 시작된 것일까. 아니면 뜨거워진 지

구를 식히기 위한 '가이아(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스스로 균형상태

를 조절한다는 이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까. 지구촌 곳곳이 기록적인 

폭설과 혹한,홍수로 고통받고 있다. 교통이 두절되고 얼어죽는 사람이 속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자 일부 나라에선 전기배급제까지 실시

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중략)

43) 기상이변 악몽의 지구촌.북반구에 폭설․한파, 한국경제, 2010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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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기상이변에 대한 원인 표현으로 유라시아 내륙지역의 따뜻한 공기의 

유입과 제트기류 약화에 따른 차가운 공기의 이동에 대한 공기 흐름 표현

이 부정확해 정보인지 지연이 나타난다. 또한 각기 다른 정보의 색상 무게

를 동일하게 표현하여 인지에 혼란을 야기 시켰으며, 그에 따라 ‘스트룹 

간섭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뉴스 정보와 관련성이 모호한 이미지의 활

용에 따라 ‘가너 간섭효과’도 나타난다.

[그림 40]� ‘기상이변 악몽의 지구촌,북반구에

폭설․한파’� 간섭효과 부분

기상이변 악몽의 지구촌.북반구에 폭설․한파

정보디자인 유형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가너 간섭효과

[표 8]� ‘기상이변 악몽의 지구촌,북반구에 폭설․한파’� 사례조사



제4장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 54 -

1-7.� ‘어뢰 파편인데 韓 무기엔 없는 재질…�결정적 증거 나와’� 정보디자인 사례

[그림 41]� 천안함 침몰 버블제트 어뢰공격 결론

44)

∘ 기사제목 : 어뢰 파편인데 韓 무기엔 없는 재질… 결정적 증거 나와

∘ 발행일자 : 2010년 5월 6일

∘ 발행지 : 동아일보

∘ 기사내용 :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의 연돌에서 화약 성분을 검출하고 수

거한 알루미늄 조각이 어뢰의 파편이라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규명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의 조사 결과

를 정리해 발표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천안함 좌

현 아래쪽의 수중 폭발에 의한 버블제트 충격으로 배가 두 동강 났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합조단은 이번에 화약 성분과 알루미늄 조각을 

44) 어뢰 파편인데 韓 무기엔 없는 재질… 결정적 증거 나와, 동아일보, 2010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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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어뢰 공격에 의한 폭발’이라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이 어뢰가 국

내에서 사용하는 어뢰가 아니라는 점도 밝혀냄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실상 북한의 소행이라고 지목하는 데까지 규명 작업을 진척시켰다(중략)

∘ 기타 : 천안함의 침몰의 원인을 ‘버블제트 어뢰 공격’으로 결론지어졌다

는 내용의 뉴스다. 주요정보에서 버블제트의 폭발위치에 대해 사전지식이 

없다면 인지가 쉽지 않다. 공간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래픽 소스를 활용

했다면 인지를 향상 시켰을 것이다. 또한 주요정보에 비해 세부정보에 시선

이 빼앗기며, 상단의 실사 이미지로 표현된 ‘백령도’의 필요성을 갖지 못

한다. 바다의 단면도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부족하여 간혹 ‘수심’

의 표현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림 42]� ‘어뢰 파편인데 韓 무기엔 없는 재질…�

결정적 증거 나와‘� 간섭효과 부분

어뢰 파편인데 韓 무기엔 없는 재질… 결정적 증거 나와

정보디자인 유형 상황, 순서, 구조 표현으로서 정보디자인

간섭효과 유형 가너 간섭효과

[표 9]� ‘어뢰 파편인데 韓 무기엔 없는 재질…�결정적 증거 나와‘�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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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간대별 천안함 함미 인양 작업’� 정보디자인 사례

[그림 43]� 시간대별 천안함 함미 인양 작업

45)

∘ 기사제목 : 시간대별 천안함 함미 인양 작업

∘ 발행일자 : 2010년 4월 15일

∘ 발행지 : 연합뉴스

∘ 기사내용 : 천안함이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20일만

인 15일, 이날 12시간만에 인양 작업을 완료했다.

∘ 기타 : 시간대별 천안함 함미 인양 작업에 대한 정보디자인이다. ‘상황․순
서․흐르․구조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으로 하나의 다이어그램에 여러 가

45) 시간대별 천안함 함미 인양 작업, 연합뉴스, 2010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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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보디자인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함미인양 순서에 대한 표현에 있어 

게슈탈트 이론의 ‘근접성의 법칙’을 위배하여 순서상 4번 정보를 찾는데 

사용자들이 큰 어려움을 느꼈다(스트룹 간섭효과). 또한 천안함 함미 인양 

작업에 소요된 전체시간을 인지하기에 위 다이어그램만으론 정보 습득이 

힘들다. 해양 크레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화살표의 의미에 대해 인지 못하

는 사용자 또한 있었다. 시간대별 천안함 함미 인향 작업에 대한 정보를 인

지하는데 시신수습과정(8번)과 함미 이송 후 조사 예정(9번)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하다고 말하였다.(가너 간섭효과)

[그림 44]� ‘시간대별 천안함 함미 인양 작업‘�

간섭효과 부분

시간대별 천안함 함미 인양 작업

정보디자인 유형 상황, 순서, 흐름, 구조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가너 간섭효과

[표 10]� ‘시간대별 천안함 함미 인양 작업‘�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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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의 사례연구

제 1절 사례연구 목적 및 방법

1. 사레연구 목적

본 사례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정보디자인의 간섭효과의 유

형을 찾고 사용자로 하여금 간섭요소의 추출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사용자가 정보디자인 유형별 간섭효과의 영향여부 파악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정보디자인 유형별 빈번히 발생하는 간섭효과 유형이 존재할 것으로 보

고, 정보디자인 유형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간섭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간섭효과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존재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주로 빈번히 

간섭효과가 발생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정보디자인의 ‘사용자 인지 특성별 유형’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간섭

요인들을 파악한다.

넷째, 예비 사례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 인지의 출발점’에 의해 간섭효

과의 인지 유․무가 달라지거나, ‘간섭효과 요인’이 달라지는 것이 확인되었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피험자의 ‘인지 순서’를 파악하고, 추출된 ‘간섭

효과 요인’의 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 인지의 출발점’을 규명하는데 

사례연구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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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사례연구 목적

본 사례연구는 ‘2010년 10대 주요뉴스’에서 그래픽 정보를 포함한 뉴스로 

한정하며, 4장에서 실시한 사례조사 연구와 예비 사례조사을 통해 선별된 그

래픽 뉴스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2010년 주요뉴

스’별 자극물을 2개씩 사용하였으며, 사용자의 인지를 방해하는 간섭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질문을 설계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험자의 응답내

용을 기술하며, 정확한 응답내용 활용을 위해 피험자 동의하에 음성녹음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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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연구 방법

[그림 46]� 조사방법

가.� 준비단계 -� 자극물 선정 단계

  ∘ ‘2010년 10대 주요뉴스’를 선정하여 그래픽 정보를 포함한 뉴스 중 

예비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 사례조사를 통해 4개 뉴스, 각 2개씩

의 자극물을 선정 하였다.

  ∘ 심층 인터뷰를 위한 조사지 작성 및 질문 설계를 실시하였다.

[그림 47]� 심층 인터뷰 질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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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심층 인터뷰 조사지

[그림 49]� 예상질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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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례연구 단계 -�간섭효과 요인 파악 단계

  ∘ 사례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피험자의 학습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례 

1개당 피험자 1명씩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인당 사례연구 소요시

간은 약 15분 정도로 소요됐다.

  ∘ 심층 인터뷰의 내용 작성 중 정확한 요인 추출을 위해 사례연구 응답지

와 작성과 함께 피험자의 동의하에 음성녹음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림 50]� 사례연구 응답지

[그림 51]� 자극물 및 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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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사례연구 대상 선정

  피험자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여 시각적 언어의 이해가 빠

르고 디자인 의사표현이 분명한 디자인과 학생을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또한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지적능력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도가 비슷한 대학

생 1～3학년 20~26세 남․여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피험자의 자극물의 학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피험자는 1개의 자극물을 사

용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심층 인터뷰가 완료된 피험자는 대기 피험자

에게 사례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을 구분하여 사레연구

가 진행되었다.

표본선정 남부대학교 디자인과 1～3학년 20~26세 남(15명), 여(17명)

조사시기 2011년 12월 2일 ～ 12월 7일(6일간)

자료수집
(조사항목)

∘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발생 확인(사용자가 간섭을 인지하는지 질문)

∘ 간섭효과 요인 파악

응답방식 심층 인터뷰

조사시간 1인당 15분 ±5분 실시

응답조사 조사지, 음성 녹음기(사전 양해)

[표 11]� 사례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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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사례연구 결과

1. [6.2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그림 52]� 6.2�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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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섭효과 요인

∘ 중첩

피험자는 자극물에서 ‘꺽은선 Red', ’꺽은선 Orange', '꺽은선 Blue'의 중

첩으로 인해 정보인지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발견요소 중첩

발생빈도 1

간섭효과 유형 가너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12]� 사례연구 결과

∘ 불필요 정보

‘꺽은선 Blue'의 18대 총선 시간대별 투표율은 불필요 정보로 인지 하였다.

발견요소 불필요 정보

발생빈도 2

간섭효과 유형 가너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13]� 사례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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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2 지방선거] 정당별 광역의원(지역구) 당선 분포

[그림 53]� 6.2� 지방선거 정당별 광역의원(지역구)� 당선 분포

2-1.� 간섭효과 요인

∘ 크기

‘그래픽 정보’의 당선 분포도의 지도의 파란색 ‘크기’가 비교적 크게 보

여 ‘종합정보’의 정보를 보기 전까지 한나라당의 당선이 더 많이 된 것으

로 인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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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요소 크기

발생빈도 3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14]� 사례연구 결과

∘ 위치

‘상세정보’의 한나라당 당선자의 정보표현 ‘위치’가 대부분 위쪽에 나타

내어 피험자가 당선 분포 정보를 인지하는데 위쪽에 위치한 한나라당의 당선

이 많이 된 것으로 인지하였다.

발견요소 위치

발생빈도 1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15]� 사례연구 결과

∘ 불필요 정보

당선 분포와 관련 없는 ‘그래픽 이미지’는 불필요 정보로 인지하였다.

발견요소 불필요 정보

발생빈도 1

간섭효과 유형 가너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16]� 사례연구 결과

∘ 색상

한나라당의 로고에 나타난 파란색은 전체적으로 막대그래프 색상이 파란색계

열이 사용으로 인해 피험자는 한나라당의 당선이 많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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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요소 색상

발생빈도 2

간섭효과 유형 순행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17]� 사례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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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스마트폰 이용 급증

[그림 5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스마트폰 이용 급증

3-1.� 간섭효과 요인

∘ 불연속성

‘막대그래프 8’의 정보를 인지하는데 범례 부분의 정보의 흐름과 막대그래

프의 정보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서 막대그래프에 하나의 정보를 인지 후 

범례를 자주 오가며 봐야하는 불편함을 응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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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요소 불연속성

발생빈도 4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18]� 사례연구 결과

∘ 분산

피험자가 위 정보디자인의 정보를 이해하는데 정보의 ‘분산’에 의해 정보 

인지가 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위 다이어그램이 주고자 하는 정보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의 정보를 인지

하기에 과도하게 그룹화되고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인해 사용자의 

인지 지연과 방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발견요소 분산

발생빈도 1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19]� 사례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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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S서비스 외산천하...국산SNS는 이제 걸음마

[그림 55]� SNS서비스 외산천하...국산SNS는 이제 걸음마

4-1.� 간섭효과 요인

∘ 근접

위 다이어그램의 주 정보는 ‘외산 SNS에 비해 국산SNS가 약세이다’를 나

타내는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이다. 각각의 

‘꺽은선 그래프’의 ‘근접’으로 인해 국산 SNS가 약세로 보이는 것보다

는 강세를 보이기도 한다.

발견요소 근접

발생빈도 3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20]� 사례연구 결과

∘ 불필요정보

 또한 ‘꺽은선 그래프’ 불필요한 ‘점’들에 의해 정보인지를 방해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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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요소 불필요정보

발생빈도 1

간섭효과 유형 가너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21]� 사례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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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적 기상이변을 낳은 지구 온난화

[그림 56]� 세계적 기상이변을 낳은 지구 온난화

5-1.� 간섭효과 요인

∘ 색상

디자인 기초인 ‘색의 상징’에서 말하는 차가움을 표현하는 색은 ‘한색’

계열, 따듯함을 표현하는 색은 ‘난색’계열로 대부분 학습되어 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원인 표현에 있어 ‘고온 다습한 엘리뇨 현상’을 파란색으로 

사용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동적 처리’가 주의를 기울인 ‘수동적 

처리’를 방해하는 ‘스트룹 간섭효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색상’에 의해 

발생하였다.

발견요소 색상

발생빈도 1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22]� 사례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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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

‘화살표 1’과 ‘화살표 2’의 ‘중첩’과 ‘지구본 1’과 그래픽 요소간의 

‘중첩’으로 인해 정보 인지를 방해하였다. 이는 ‘게슈탈트 이론’의 ‘공

동 운명의 법칙(The law of common fate)'에 의해 배열이나 성질이 같은 

것끼리 집단화되어 보이는 성질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가너 간섭‘을 발

생한다.

발견요소 중첩

발생빈도 1

간섭효과 유형 가너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23]� 사례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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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상이변 악몽의 지구촌.북반구에 폭설․한파

[그림 57]� 기상이변 악몽의 지구촌.북반구에 폭설․한파

6-1.� 간섭효과 요인

∘ 불연속성

화살표1은 ‘북미’로의 확산으로 인지하는 반면, ‘인도양․태평양’의 화살

표는 ‘유라시아 내륙지역’으로 유입의 표현이 간섭을 일으켰다.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내포한 다이어그램에서 ‘게슈탈트 이론’의 ‘단순 충만의 법

칙(The law of pragnanz)'의 위배는 가장 단순한 방향으로 지각하는데 방

해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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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요소 불연속성

발생빈도 4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24]� 사례연구 결과

∘ 불필요 정보

피험자들의 ‘화살표 1’에 대한 ‘불연속성’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유

럽’, ‘동아시아’, 또한 ‘이미지’의 다소 연관성 없는 ‘배’ 이미지를 

‘불필요한 정보’로 인지하였다.

발견요소 불필요 정보

발생빈도 2

간섭효과 유형 가너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25]� 사례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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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뢰 파편인데 韓 무기엔 없는 재질… 결정적 증거 나와

[그림 58]� 어뢰 파편인데 韓 무기엔 없는 재질…�결정적 증거 나와

7-1.� 간섭효과 요인

∘ 색상

‘순서․상황․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는 각 정보디자인 유형에 따

라 간섭효과가 고루 발생하였다.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의 유형

으로서 정보디자인으로 ‘정보 인지의 출발점’을 둔 피험자의 경우 ‘그래

픽 3~4(주정보)’에 비해 ‘상세정보 2’의 ‘색상’에 의해 정보의 인지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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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요소 색상

발생빈도 3

간섭효과 유형 가너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26]� 사례연구 결과

∘ 불필요 정보

전체적인 천안함 침몰의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으로 인지한 사

용자의 경우 ‘그래픽 2’와 ‘그래픽 4’의 ‘불필요한 정보’에 의해 간섭

이 발생하였다.

발견요소 불필요 정보

발생빈도 2

간섭효과 유형 가너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27]� 사례연구 결과

∘ 공간감

‘구조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으로 인지한 피험자의 경우 ‘좌현’, 

‘우현’의 위치 표현에 있어, ‘공간감’의 부재로 인해 ‘좌․우현’으로 인

지하기 보다는 ‘상․하’로 인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어 인지 지연을 초래 하

였다고 답하였다.

발견요소 공간감

발생빈도 1

간섭효과 유형 가너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구조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28]� 사례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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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간대별 천안함 함미 인양 작업

[그림 59]� 시간대별 천안함 함미 인양 작업

8-1.� 간섭효과 요인

∘ 근접

‘근접성의 법칙’에 의해 ‘흐름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을 인지하는데 

오류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는 서로 근접해 있는 물체들을 밀접하게 연관지어 

보는 오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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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요소 근접

발생빈도 4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순서․흐름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29]� 사례연구 결과

∘ 불연속성

피험자 모두 공통적으로 ‘순서 1’에서 시작하여 ‘순서 2’로 넘어가는 정

보의 ‘불연속성’에 위배로 인해 정보를 인지를 지연시켰다고 대답하였다. 

‘게슈탈트 이론’의 ‘연속성의 법칙’에 의해 방향성과 연속성이 있을 때 

전체의 고유특성 또는 배열된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법칙에 의해 간섭이 

발생 하였다.

발견요소 불연속성

발생빈도 4

간섭효과 유형 스트룹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30]� 사례연구 결과

∘ 불필요 정보

위 다이어그램의 8번과 9번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사용자는 인양작업과 무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인지 하였다.

발견요소 불필요 정보

발생빈도 2

간섭효과 유형 가너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유형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표 31]� 사례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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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사례연구 결과 종합

사례제목 정보디자인 유형 주요간섭효과 간섭요인
발생
빈도

6.2 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율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가너 간섭

중첩 1

불필요정보 2

6.2지방선거 정당별 

광역의원(지역구) 당선분포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스트룹 간섭 크기 3
가너간섭 불필요정보 1
순행간섭 색상 2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스트룹 간섭 위치 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스마트폰 이용 급증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스트룹 간섭

불연속성 4

분산 1

SNS서비스 

외산천하...국산SNS는 이제 

걸음마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스트룹 간섭 근접 3

가너 간섭 불필요정보 1

세계적 기상이변을 낳은 지구 

온난화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스트룹 간섭 색상 1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가너 간섭 중첩 1

기상이변악몽의지구촌.북반구

에폭설.한파 

상황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스트룹 간섭 불연속성 4

가너 간섭 불필요정보 2

어뢰 파편인데 韓 무기엔 

없는 재질…결정적 증거 나와

순서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가너 간섭

색상 3

상황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불필요정보 2

구조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공간감 1

시간대별 천안함 함미 인양 

작업

순서․흐름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스트룹 간섭

근접 4

불연속성 4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가너 간섭 불필요정보 2

[표 32]� 사례연구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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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간섭효과의 유형

∘ 사례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간섭효과의 유형은 

스트룹 간섭효과, 가너 간섭효과와 순행 간섭효과가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본 연구의 사례연구를 통해서는 정보디자인에서 역행 간섭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이는 순행 간섭효과가 정보디자인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

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순행 간섭효과와 역행 간섭효과는 

시간적 흐름에 관련된 간섭효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을 ‘삼각형’으

로 배운 사용자가 정보디자인에서 ‘△’을 ‘사각형’이라 칭한 것에 대한 

학습의 방해인 것이다. 이는 정보디자인에서 표현 됐을 때 간섭효과를 일으키

는 것보다, 그 정보디자인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디자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행 간섭효과가 정보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오리

엔테이션’효과에 의한 간섭효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정보디자인에서 그래픽 

정보의 흐름이 시계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사용자가 사전학습한 후 텍스트 정

보를 인지하는데 역 시계방향으로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정보를 

인지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역행 간섭효과는 새로운 정보가 예전의 지식의 인출을 방해 하는 것으로 정

보디자인의 효율적․효과적 전달과 정보 습득을 위한 사전 지식의 인출을 방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디자인은 ‘잘못

된 디자인’인 것이다.

2. 간섭효과 유형별 요인

∘ 스트룹 간섭효과 요인

스트룹 간섭효과에서 나타나는 요인은 크기, 위치, 불연속성, 분산, 색상, 근

접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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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너 간섭효과 요인

가너 간섭효과에서 나타나는 요인은 중첩, 불필요 정보, 색상, 공간감으로 나

타났다.

∘ 순행 간섭효과 요인

순행 간섭효과에서 나타나는 요인은 색상으로 나타났다. 

3. 정보디자인 유형별 간섭효과

∘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 스트룹, 가너, 순행 

간섭효과

∘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 스트룹, 가너 간섭효과

∘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 스트룹, 가너 간섭효과

∘ 흐름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 스트룹 간섭효과

∘ 구조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 가너 간섭효과

4. 정보 인지 출발점

정보를 인지하는데 인지의 출발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간섭효과를 인지

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각적 정보 인

지의 순서를 피험자에게 질문하여 아래의 [표 33]~[표 36]의 심층 인터뷰 결

과를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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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2011-6

인지순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픽1 상세정보2 말풍선
간섭요인 ․ 없음

간섭효과
스트룹 가너 순행 역행

기타 간섭효과 ․ 없음

[표 33]� 피험자 2011-6� 심층 인터뷰 결과

피험자 2011-13

인지순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상세정보2 그래픽3 그래픽4 그래픽1
간섭요인 ․ 색상

간섭효과
스트룹 가너 순행 역행

○
기타 간섭효과 ․ 없음

[표 34]� 피험자 2011-13� 심층 인터뷰 결과

응답자 2011-21

인지순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픽4 상세정보1 상세정보2

간섭요인
․ 색상

․ 불필요 정보

간섭효과
스트룹 가너 순행 역행

○
기타 간섭효과 ․ 없음

[표 35]� 피험자 2011-21� 심층 인터뷰 결과

응답자 2011-27

인지순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상세정보2 그래픽4 일반 텍스트

간섭요인
․ 색상

․ 불필요 정보

․ 공간감

간섭효과
스트룹 가너 순행 역행

○
기타 간섭효과 ․ 없음

[표 36]� 피험자 2011-27� 심층 인터뷰 결과

사례연구 ‘어뢰 파편인데 韓 무기엔 없는 재질…결정적 증거 나와’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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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심층인터뷰 결과이며 이를 종합해보면 아래 [표 37]과 같다.

[그림 60]� 정보 인지의 출발점

피험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스트룹 가너 순행

2011-6 그래픽1 상세정보2 말풍선 　 　 　 　

2011-13 상세정보2 그래픽3 그래픽4 그래픽1 　 색상

2011-21 그래픽4 상세정보1 상세정보2 　 　 색상,불필요정보

2011-27 상세정보2 그래픽4 일반텍스트 　 　
색상,불필요정보

,공간감

[표 37]� 정보 인지의 출발점 데이터

피험자 ‘2011-13’과 ‘2011-27’은 시각적 정보의 인지 순서에 1순위로 

‘상세정보2’를 꼽았다. 피험자 모두 강조된 색상으로 인해 시선이 유도되

었고 답했다. 그로인해 주요정보의 습득을 방해하는 가너 간섭효과가 발생하

였다.

그러나 피험자 ‘2011-6’과 ‘2011-21’은 인지 순서가 ‘그래픽 1’과 

‘그래픽 4’로 정보 인지의 출발점이 피험자 ‘2011-13’과 ‘2011-27’

과는 달랐다. 그로인해 간섭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2011-21’ 피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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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색상에 의한 간섭요인을 이야기 했지만, 배경색과의 극명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응답 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정보습득을 하는데 있어 ‘정보 인

지의 출발점’에 따라 간섭효과와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6장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의 사례연구 

결과 분석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 1절 사례연구 결과 분석

제 2절 사례연구 분석 결과 종합

제 3절 가이드 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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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의 사례연구 결과 분

석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 1절 사례연구 결과 분석

1.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정보디자인 유형 간섭효과 간섭요인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스트룹 간섭

가너 간섭

순행간섭

중첩, 불필요정보, 크기, 색상, 불연속성, 분산, 

근접

[표 38]�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결과 분석

[그림 61]�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는 스트룹 간섭효과, 가

너 간섭효과, 순행 간섭효과가 나타났으며, 역행 간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다. 그 중에서도 스트룹 간섭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스트룹 간섭의 

자동적 처리와 수동적 처리는 선택적 주의집중과 관련된 사용자 인지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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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중 자동적 처리는 의식적 행동이 아닌 반복적 

학습에 의한 직관적 행동을 말하며, 정보디자인에서 사용자 인지 특성 중 직

관성이 가장 중요한 유형은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표현이 강조된 정보디

자인’이다.

사실과 정량적 데이터를 구조화시킨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유형은 사용자가 자신의 목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정보의 ‘직관적인’ 연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46) 

[그림 62]�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요인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간섭효과 

요인은 중첩, 불필요정보, 크기, 색상, 불연속성, 분산, 근접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근접, 불연속성에 의해 빈번히 간섭효과가 나타났는데, 비교정보를 포

함한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주의를 기울이

지 않은 비교를 위한 ‘근접’정보에 의해 주의를 기울인 통제적 정보의 처

리를 방해 받기 때문이다. 

46) 정보디자인 유형과 수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류시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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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정보디자인 유형 간섭효과 간섭요인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스트룹 간섭

가너 간섭
위치, 불필요정보, 불연속성

[표 39]�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결과 분석

[그림 63]�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는 스트룹 간섭효과, 가너 간섭

효과가 나타났으며 순행 간섭효과와 역행 간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

룹 간섭이 주로 나타났는데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는 사건

이나 상황에 대한 복잡한 구조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정보사용자의 논리적 인지 측면에 강조된 디자인이 필요로 한다. 정보 디자이

너가 복잡한 정보를 명확히 표현하는데 있어 정보사용자의 선택적 주의집중

과 인지처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스트룹 간섭이 자주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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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요인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요인은 위치, 불필요정보, 불 

연속성으로 나타났고 불연속성과 불필요정보가 주로 나타났다. 불필요정보 요

소는 사용자가 정보 인지에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가너 간섭효

과’를 유발하였다. 불연속성 요소는 게슈탈트 이론의 단순 충만의 법칙에 의

해 가장 단순한 방향으로 지각하는데 있어 일정한 흐름이 있는 그래픽적 요

소 중 그 흐름을 무시한 그래픽적 요소가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3.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정보디자인 유형 간섭효과 간섭요인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스트룹 간섭

가너 간섭
색상, 근접, 불연속성

[표 40]�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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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간섭효과는 스트룹 간섭효과와 

가너 간섭효과로 나타났다. 스트룹 간섭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일정한 순서에 

대한 표현에 있어 근접성의 법칙(게슈탈트 이론)에 의해 정보사용자가 근접된 

정보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동적 처리를 수행하

지만 순서적 위치의 변화에 의해 수동적 처리(정보습득) 과정에 방해를 발생

한다.

정보의 효율적 습득을 위해 시각적 주의이동 중 강조된 그래픽적 요소에 주

의가 집중된다. 주요정보와 세부정보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주요정보보다 세

부정보의 시각적 강조로 인해 가너 간섭이 발생한다.

[그림 66]�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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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의 요인은 색상, 근접, 불연속성

으로 나타났다. 게슈탈트 이론의 근접성 법칙의 위배로 인해 근접 요인이 주

로 나타났으며, 연속성의 법칙에 의해 방향성과 연속성이 있을 때 배열된 하

나의 대상으로 정보를 인지하는데 불연속성 요인에 의해 간섭효과가 발생하

였다.

4. 구조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정보디자인 유형 간섭효과 간섭요인

구조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가너 간섭 공간감

[표 41]� ‘구조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결과 분석

구조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가너 간섭효과가 공간감 요인으로 인해 

발생 하였는데, 3차원적인 구조적인 표현을 위한 그래픽 요소가 입체적으로 

공간을 감지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지만 공간감의 부재로 인해 가너 간섭효

과가 나타났다.

5. 흐름표현으로서 정보디자인

정보디자인 유형 간섭효과 간섭요인

흐름 표현 스트룹 간섭 근접, 불연속성

[표 42]� ‘흐름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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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흐름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요인

흐름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연속성의 법칙에 의해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정보의 흐름에 대한 표현이 인지처리과정을 간섭하여 스트룹 간섭효과를 

발생하며, 근접성 법칙의 위배로 인해 근접 요인이 주로 나타났으며, 연속성

의 법칙에 의해 방향성과 연속성이 있을 때 배열된 하나의 대상으로 정보를 

인지하는데 불연속성 요인에 의해 간섭효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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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사례연구 분석 결과 종합

1. 주요 발견점

첫째, 정보디자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간섭효과는 ‘스트룹 간섭효과’이다. 

스트룹 간섭효과는 정보사용자의 인지적 측면에서 자동적 처리, 통제적 처리

에 의한 선택적 주의집중과 관련된 간섭효과로 정보디자인에서 주로 발생하

였다.

[그림 68]�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

본 연구에서는 정보디자인에서 ‘역행 간섭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역행 

간섭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제5장 4절. 사례연구 분석 

결과 종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역행 간섭효과는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지

식의 인출을 방해 하는 것으로 정보디자인의 효율적․효과적 전달과 정보 습득

을 위한 사전 지식의 인출을 방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디자인은 ‘잘못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

았다.

둘째, 간섭효과 유형별 간섭효과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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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룹 간섭효과’에서는 ‘불연속성’, ‘근접’, ‘크기’, ‘위치’, 

‘분산’이 간섭요인이며, 주로 ‘불연속성’과 ‘근접’요인이 간섭효과

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9]� 스트룹 간섭효과에서 간섭발생 요인

∘ ‘가너 간섭효과’에서는 ‘불필요한 정보’와 ‘색상’, ‘중첩’, ‘공간

감’이 주로 간섭을 일으키는 요인이며, 불필요정보와 색상에 의한 간섭이 

두드러졌다.

[그림 70]� 가너 간섭효과에서 간섭발생 요인

∘ ‘순행 간섭효과’에서는 ‘색상’요인에 의해 간섭효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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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보디자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간섭요인은 ‘불연속성’, ‘불필요 정

보’, ‘근접’, ‘색상’, ‘크기’, ‘중첩’, ‘위치’, ‘분산’, ‘공간

감’이다.

[그림 71]�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간섭효과 요인

넷째, 정보디자인에서 ‘정보의 시작점’에 따라 정보습득 능력이 달라진다

이는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의 발생 여부가 ‘정보의 시작점’의 차이에 

의해 달라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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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가이드 라인 제시

정보의 효과적․효율적 전달을 위한 간섭효과의 최소화를 위해 간섭효과의 유

형과 사용자 인지특성별 정보디자인유형에 발생하는 간섭효과 요인을 발견하

였고, 발견된 정보디자인 유형별 간섭효과 및 간섭요인을 배제한다면 효율적

인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다. 

∘ ‘스트룹 간섭효과’에서는 ‘불연속성’, ‘근접’, ‘크기’, ‘위치’, 

‘분산’이 간섭요인이며, 주로 ‘불연속성’과 ‘근접’요인이 간섭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너 간섭효과’에서는 ‘불필요한 정보’와 ‘색상’, ‘중첩’, ‘공간

감’이 주로 간섭을 일으키는 요인이며, 불필요정보와 색상에 의한 간섭이 

두드러졌다.

∘ ‘순행 간섭효과’에서는 ‘색상’요인에 의해 간섭효과가 발생하였다. 

정보디자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간섭효과는 ‘스트룹 간섭효과’이며, ‘불연

속성’, ‘근접’, ‘크기’, ‘위치’, ‘분산’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자

세한 정보디자인 유형별 간섭요인은 아래와 같다.

∘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은 중첩, 불필요정보, 크

기, 불연속성, 분산, 근접 요인에 의해 빈번히 간섭효과를 일으킨다.

  - 중첩 :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는 사

실이나 데이터를 구조화 하여 정보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정보

이다.  ‘중첩’은 구조화된 데이터의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사용자의 정보 인지 향상을 위해 각각의 정보간의 명확히 구

분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

  - 불필요정보 : 정보사용자가 정보를 인지하는데 불필요한 정보의 혼재는 

올바른 정보의 인지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불필요하

게 주요정보보다 강조되거나 관련성 없는 이미지의 사용에 의해서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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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발생한다. 

  - 크기 : 정보의 개수와 크기에 대한 사용자 습득 비중을 어느 것에 크게 

둘 것이냐의 문제이다. 동시에 개수의 차이와 크기의 차이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였을 때 정보의 개수는 수동적 처리에 해당하며 정보의 크기는 

자동적 처리에 해당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동적 처리(크기정보)에 

의해 주의를 기울인 수동적 처리(개수정보)가 방해를 받는 것이다. 즉 사

용자는 크기정보의 인지가 개수정보의 인지보다 빠르기 때문에 정보를 

크기와 개수로 나타내는 경우 크기정보에 더욱 주의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

  - 불연속성 : 게슈탈트 이론의 ‘근접성의 법칙’에 위배되는 정보를 말한

다. 정보사용자는 서로 근접해 있는 물체들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인지하며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일정한 방향으로의 연속성과 

근접성은 정보습득을 향상 시킨다. ‘리커트 척도’처럼 ‘강한긍정-긍

정-보통-부정-강한부정’의 연속성 있는 정보의 제공은 텍스트 정보와 

그래픽정보의 같은 방향의 흐름과 연속성을 갖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 분산 : 하나의 정보디자인에 연관성 있는 다수의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

합을 표현하는 경우 각각의 정보가 분산되어 있는 때 정보 사용자는 정

보의 효율적인 습득에 방해를 받는다. 이를 위해 각각의 정보가 통일성

을 갖는 그래픽으로 표현되어야하며, 각각의 정보간에 여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 근접 : 그래픽 정보간에 근접은 비교데이터를 표현한 정보디자인에서 정

보습득을 방해한다. 정확한 정보의 구분을 위해 비교구간을 확대하여 정

보를 제공하거나 필요시 선두께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을 활용 하여야 

한다.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은 위치, 색상, 불연속성, 불필요정보에 의해 

간섭효과가 일어난다. 

  - 위치 : 정보 사용자는 상위에 위치한 정보는 중요한 정보로 인지한다. 상

황표현에 있어 유리한 입장의 정보나 긍정적 입장의 정보를 위쪽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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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켜야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 색상 : 색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정보디자인에서 각각의 색이 뜻하는 내

포된 의미를 되새겨 디자인되어야 한다.

  - 불연속성 :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불연속성은 구조화된 데

이터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방향성과 연속성이 

있는 정보로 인해 사용자의 정보습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에 대

한 표현에 연속성 있고 연관성 있는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도록 디자인되

어야 한다.

  - 불필요 정보 : 모든 정보디자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너 간섭효과

로, 사용자 정보인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불필요 정보는 대부분 이해

를 돕기위한 그래픽 이미지의 오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은 색상, 근접, 불연속성에서 간섭효과를 발생

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 색상 :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의 경우 주요 그래픽 정보가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 이외의 이해를 돕는 보조 정보의 강조색상 사용에 따

라 가너 간섭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주요 정보와 보조 정보간의 위계있

는 색상의 활용으로 사용자의 ‘정보 인지의 출발점’을 시각적으로 가

이드 할 필요가 있다.

  - 근접 : 순서표현에 있어 정보간의 근접 요인은 가독성과 정보인지 효율

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험에서 나타났듯 순서와 흐름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의 경우 처음 제공되는 정보와 뒤이어 올 정보의 근접은 최우

선시 고려하여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 불연속성 : 근접 요인과 마찬가지로 정보와 뒤어어 올 정보간의 연속성

을 갖는 것이 사용자 정보인지에 도움을 준다.

흐름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는 근접, 불연속성 요인에 의해 간섭효과

가 나타난다.

  - 근접 : 흐름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의 경우 처음 제공되는 정보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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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 정보의 근접은 최우선시 고려하여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 불연속성 : 순서와 흐름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는 근접과 마찬가

지로 사용자에게 흐름 정보의 제공에 있어 연속성, 근접 모두 충분히 고

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구조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유형에서는 공간감 요인에 의해 간섭효과가 

발생한다.

  - 공간감 : 구조의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은 복잡하지 않고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 사용자 측면에서 익숙하지 않은 구조

에 대해 단순 2차원적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공간감이 결여되어 정보의 

인지를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구조 정보가 정보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 습득 향상을 위해서 입체적이고 공간감이 나타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보디자인 유형별 간섭요인들을 정보디자이너가 적극 

고려하여 디자인 한다면 정보사용자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전

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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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및 금후 연구과제

제 1절 결론

본 연구는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하여 간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으로, 문헌연구를 통한 간섭효과의 정의와 개념을 파악하고, 사용자 인지 특

성별 정보디자인 유형을 통해 실증적인 간섭효과 요인 분석을 위함이다.

초기 연구 목적 대비 연구결과의 비교를 통해 성과를 정리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간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로 그 

목적과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정보디자인 유형별 빈번히 발생하는 간섭효과 유형을 파악하였다.

∘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간섭

은 ‘스트룹 간섭효과’, ‘가너 간섭효과’, ‘순행 간섭효과’이며, 가장 

빈번히 ‘스트룹 간섭효과’가 사용자 인지에 방해를 자주 일으켰다.

∘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는 ‘스트룹 간섭효과’, ‘가너 간

섭효과’가 자주 발생하였다.

∘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은 ‘스트룹 간섭효과’와 ‘가너 간섭

효과’가 발생하였다.

∘ ‘구조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는 ‘가너 간섭효과’가 발생하였

다.

∘ ‘흐름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는 스트룹 간섭효과‘가 발생하였

다.

둘째, 간섭효과에서 간섭효과 발생 요인의 추출이다.



제7장 결론 및 금후 연구과제

- 105 -

∘ 스트룹 간섭효과가 발생하는 요인은 ‘불연속성’, ‘근접’, ‘크기’, 

‘위치’, ‘분산’이 있다. 이중에서도 근접과 불연속성이 가장 간섭을 일

으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 가너 간섭효과는 ‘불필요한 정보’와 ‘색상’, ‘중첩’, ‘공간감’이 

주로 간섭효과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 ‘순행 간섭효과’에서는 ‘색상’요인에 의해 간섭효과가 발생하였다. 

셋째, 정보디자인 유형별 주요 간섭효과 요인 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 제시하

였다.

∘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은 중첩, 불필요정보, 크

기, 불연속성, 분산, 근접 요인에 의해 빈번히 간섭효과를 일으킨다.

∘ 상황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은 위치, 색상, 불연속성, 불필요정보에 의

해 간섭효과가 일어난다. 

∘ 순서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은 색상, 근접, 불연속성에서 간섭효과나 나

타났다.

∘ 흐름 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에서는 근접, 불연속성 요인에 의해 간섭효

과가 발생한다.

∘ 구조표현이 강조된 정보디자인 유형에서는 공간감 요인에 의해 간섭효과가 

빈번히 발생한다.

넷째, 정보의 인지 출발점에 따라 간섭효과의 발생 유무가 달라졌다.

∘ 사용자가 ‘정보의 인지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시작하는 지에 따라 정보

의 습득의 차이를 보였으며,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의 발생하느냐 발생하

지 않으냐를 결정 짓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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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금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통해 정보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간섭효과의 유형과 그 요인들을 효

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후의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먼저 정보디자인 환경

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간섭효과는 없는지, 또 있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또 다른 발견점으로 나온 ‘정보인

지의 출발점’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시선을 유도하며 출발점을 

모두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 구조적 심리적 방법론을 구축한다면 정보인지 

능률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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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ference Effects in Information Design

기존의 간섭효과의 연구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인간의 인지와 지각에 관련된 

연구로서, 단순히 인간의 두뇌활동과 의식과 무의식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인지

에러에 관한 연구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정보디자인 분야에서 시각화 

정보의 구성요소들 간의 오류가 발생하는 간섭효과에 대한 연구가 없으며 간

섭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간섭효과의 유형에 대한 사례연구와, 간섭효과 유형별로 사용자의 

정보인지를 방해할 수 있는 간섭효과의 요인을 파악하여, 그 요인을 최소화하

여 디자인 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간섭효과의 의미를 알아보고 간섭효과 유형을 파악하

여 정보 디자인에서의 간섭효과에 대해 정의하였고, 정보디자인의 정의와 유

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사례조사를 하였으며, 예비실험

을 통해 선별된 실험사례를 활용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간섭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간섭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요인들이 정보 디자인

에서 주로 정보인지를 방해하는지 파악하였다.

주요 발견점은 첫째, 정보디자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간섭효과는 ‘스트룹 간

섭효과’이며, 둘째, 정보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간섭효과 요인은 ‘불연속

성’, ‘불필요 정보’, ‘근접’, ‘색상’, ‘크기’, ‘중첩’, ‘위치’, 

‘분산’, ‘공간감’이며, 셋째, ‘구조화된 데이터의 집합으로서 정보디자

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간섭은 ‘스트룹 간섭효과’이며, 그 요인은 ‘중



국문 초록

- 110 -

첩’, ‘불필요정보’, ‘크기’, ‘색상’, ‘불연속성’, ‘분산’, ‘근

접’ 요인에 의해 간섭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 표현으로서 정보

디자인’에서는 스트룹 간섭이 자주 발생하며 ‘불필요한 정보’와 ‘불연속

성’에서 간섭효과를 자주 일으켰다. ‘순서 표현으로서 정보디자인’은 ‘스

트룹 간섭’이 발생하며, ‘색상’, ‘근접’, ‘불연속성’의 요인으로 인해 

간섭효과가 발생하였다. 넷째, ‘정보의 인지 출발점’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 

습득의 차이를 보였으며, 정보디자인에서 간섭효과의 발생 유무가 달라졌다. 

단일 사례에 여러 피험자가 ‘정보 인지의 출발점’을 같이 하였을 때, 같은 

부분에서 간섭효과를 일으켰다. 반면 ‘정보 인지의 출발점’이 다른 경우 피

험자 마다 다른 요인으로 인해 간섭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정보디자인에서 사용자 정보습득을 방해하는 간섭효과의 유형과 

그 요인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후의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먼저 

정보디자인 환경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간섭효과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간섭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발견점으로 나온 

‘정보 인지의 출발점’에 대한 사용자 사례연구를 통해 정보인지 능률 향상

을 위한 구조적․심리적 방법론을 구축한다면 더욱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Keywords : 간섭효과, 정보디자인, 스트룹 간섭효과, 가너 간섭효과, 순행 간

섭효과, 역행 간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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