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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정보 디자인 유형 에서 상 으로 “노출 시간이 짧지만 정보 달력이 강한 정보 

즉, STM 정보(Short-term Memorable Information)” 에 한 사용자의 인지력을 높이기 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STM 정보의 디자인 속성을 고찰하고 거시  에서 디자인  표  방

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STM 정보는 기능변수의 조작, 방법, 사건, 사용 라는 네 가지 시각화 

속성을 기 으로 시각  재  측면에서 ‘이해도(Understandable)’, ‘ 근성(Accessibility)’ 속성이 충족되

어야 한다. 한 사용자 조작 측면에서는 ‘무오류(Errorless)’, ‘ 정성(Timeliness)’ 속성이 충족되어야 한

다. 각 측면에서의 거시  표  방법으로써, 시각  재  측면에서 “속성이론”, “인식모형”, “정보 주도성

(Proactivity)의 최 화”, “잉여 정보의 최소화”, “이 부호의 사용”을 제안했으며, 사용자 조작측면에서 

“맥락효과”, 일차  독특성을 심으로 한 “기억부호화”, “정보 주사(Scanning)”의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

다. 사용자 설문․인터뷰를 통해서 앞서 제안한 8가지 표  방법의 효율성에 한 확증   STM 정보에 

한 사용자 인지패턴을 발견하 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발견 을 토 로 향후에는 노출시간별 효과 인 

정보 표   그에 따른 응용 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STM(Short-term Memorable) Information∣인지∣정보표현∣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thod to enhance user cognition  for "STM 

information(Short-term Memorable Information)" that is relatively accessible to inform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information design types. What stands out from this study is the 

design attributes and expression method of information in a broad perspective. B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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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목적 및 방법

데이터, 정보, 지식의 요성이 증 하고, 이를 기반

으로 하는 학문  다양성이 확장되고 있다. 표 으로 

과거 정보과학(Informatics)의 토 에 물리학 , 기술

 역이 추가되고 네트워크  소 트웨어 진보에 힘

입어 새로운 정보공학 이론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

러한 이론들은 다수 정보의 검출, 달, 가공, 장  

리에 한 비즈니스 로세스 개선을 제로 하고 있

으며 다분히 “정보 소비  ”에 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원천  정보의 생산 방식이나 그래픽 정보의 효

과 인 표  방법 등과 같은 “정보의 생산학”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과거 텍스트 

정보에 비해 시각  정보와 그에 따른 시각  문해력

(Visual Literacy)이  요해지고 있는 시 에서 그

래픽 정보를 효과 으로 분석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보디자인 방식에 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정보는 정보사용자 유형, 달 매체, 배포 

 유통 과정, 표  매체 등 다양한 기 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보가 특정 환경에서 사용자에

게 노출되는 시간의 양, 빈도에 따라 해당 정보에 한 

가독력 즉, 정보에 한 인지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을 착안하여 이에 한 디자인  근을 진행하 다. 

정보의 노출시간과 인지력의 계에서도 특히, “정보의 

노출 시간과 노출 빈도가 낮지만 상 으로 정보의 가

독력은 높아야 하는 정보”를 연구 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출시간이 짧고, 정보의 달력이 강

력해야 하는 정보 유형을 ‘STM(Short-term 

Memorable) Information’이라고 명명한다. 이 유형의 

정보는 정보를 의도 으로 해석하려 하거나 기억해 내

려는 노력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시 에 “자발  인출

(Spontaneous retrieval)”이 가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유형의 정보는 사용자가 무의식 으로 정보를 하

고도 정보를 사용해야 할 시 에서 정보에 한 재생이 

손쉽게 가능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STM Information의 표 사례로 항

공기 기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상 안  규칙(Safety 

Information Instruction)에 용된 정보디자인 사례를 

연구 상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국내외 

표 항공사의 비상 안  규칙을 토 로 STM 정보의 

주요 속성을 밝 내고 이를 기 로 향후 정보디자이

가 활용할 수 있는 STM 정보의 거시  표  방법을 고

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TM 정보의 속성을 도출하기 해 1

차 으로 정보디자인과 인지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 다. 한 국내외 표 인 7개 항

공사(Air France, airTran, United Airline, Northwest 

Airline, JAL, Asiana Airline, Korean Air)의 항공기 비

상 안  규칙 정보에 한 사용자 설문과 인터뷰를 실

시하 다. 설문은 10  후반에서 40  반의 3회 미만 

비행기 탑승 경험이 있는 남, 녀 50명을 상으로 이루

어 졌으며, 설문 과정에서 인터뷰를 병행해 설문에 

한 즉각 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 다.

Ⅱ. STM 정보 유형의 특성

1. 노출 시간에 따른 정보 유형
시간, 정보제공 횟수, 장소 등과 같은 정보의 환경  

요소는 정보 디자인에서 사용자의 인지와 깊은 련이 

있다. 반복 으로 제공되는 정보나, 공간과 시간에 제약

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 되는 정보는 짧은 시간에 집

력이 요구되지 않은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보다 사용

자에게 더욱 쉽게 인지된다. 같은 내용의 고라 하더

라도 지하철 내에서 하는 고가 버스 안에서 하는 

버스 밖의 정보 보다 “자발  인출(Spontaneous 

retrieval)”이 더 용이하다는 에서 정보 환경과 정보

의 인지력의 상 계를 알 수 있다. 

정보의 “자발  인출”을 유도하는 다양한 정보환경 

요인  변수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보 노출 시

간에 따른 인지력의 계에 을 맞추었다. 정보의 

노출 시간이 긴 정보를 LT(Long-term) 정보로, 짧은 

정보를 ST(Shot-term) 정보로 정의1하고, 인지력이 낮

1. 인지 심리  정보 통신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Long-term 

memory, Short-term memory의 장기, 단기 기억의 개념에서 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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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높음을 기 으로 ‘매력 인(Attractive) 정보’와 ‘기

억이 용이한(Memorable) 정보’로 구분하여 정보의 상

 노출시간과 정보 인지력의 계에 의한 4가지 주

요 정보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노출시간과 인지력의 관계 

노출시간과 인지력의 계를 통해서 정보 유형은 각

각 LTA(Long-term Attractive) 정보, LTM(Long- 

term Memorable) 정보, STA(Short- term Attractive) 

정보, STM(Short-term Memorable) 정보로 구분 가능

하다. LTA 정보는 정보의 노출 시간은 긴 반면, 인지력

이 낮은 정보로 문화  특수성이 강조되어 동일 문화권 

사용자들에게는 인지력이 높지만 타문화권 사용자에게

는 이해하기 힘든 정보들이 표 인 사례이다. LTM 

정보는 노출시간과 정보 노출 빈도가 높아 정보 인지력 

는 정보의 자발  인출이 높은 정보로 사용자와의 커

뮤니 이션 특성이 강조 된 유형이다. 지하철 맵 정보 

는 국제공항 여객 터미  등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보

편 으로 용하고 있는 사인 정보들이 이에 해당한다. 

STA 정보는 그래픽 심벌, 상징  이미지와 같은 정보 

표 의 요소가 짧은 시간에 강조되어, 사용자의 인지력 

보다는 심미  차별성 는 미학  독립성이 강조된 정

보유형에 해당된다. 종종 지역성을 기반으로 갓 출범한 

단체, 회사 등에서 사용하는 내부 커뮤니티 문서 등에

서 할 수 있는 상징  정보들이 이에 해당한다. STM 

정보는 짧은 시간에 정보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정보

의 자발 인 인출도가 높은 정보로써, 인지력이 강조된 

하 다. 보통 반복 인 학습에 의해 장된 기억을 장기기억이라고 

일컫는다.   

정보 유형에 해당된다. 표 으로 도로교통 표지 , 안

규칙, 비상시 피 요령 등과 같이 도로, 지하철, 항공 

여객기 등에서 할 수 있는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STA 정보가 미  특수성이 강조 된 반면, STM 정보

는 보편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정보 사용자의 시각  

문해력(Visual Literacy)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보 유

형이다.  

2. STM 정보의 디자인 변수에 따른 고품질 정보 
속성 

LTA 정보와 같이 노출시간이 길고 정보의 잔상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는 2차  상징이나 메

타포(Metaphor)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지만, STM 

정보와 같이 노출 시간이 짧거나 노출빈도가 낮지만 짧

은 시간 내에 정보를 인지해야 하는 경우는 1차  도상

(Icon)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다. 상징(Symbol) 

는 도상이라는 단편 인 기  이외 STM 정보 디자인

이 효율 으로 표 되기 해 어떤 디자인 변수와 속성

이 용 되어야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류시천은 존 게로(John S. Gero)의 논리를 바탕으로 

재 정의한 정보 표 의 구성 수 과 주요 시각화 속성2

에 한 논의를 통해 정보 객체의 특성에 따른 수 을 

정의하 다. 디자인에서 작용 가능한 변수를 기능, 행

, 구조라는 세 가지 변수로 나 고, 이를 심으로 객

체 구조수 (Object-Structure Level), 객체 행  수

(Object-Behavior Level), 객체 기능 수 (Object- 

Function Level)으로 나 어 시각화 속성을 제시하

다. 그  기능 수 의 정보 표 은 객체의 상호 작용이

나 발생 과정, 조작 등을 설명하며, 사용자로 하여  쉽

게 정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맞춰져 있다.  

조작, 사건, 방법, 사용 라는 4가지 기능 변수의 “시

각화 속성”은 Wang, Richard Y., Strong, Diane 

M.(1969)이 제시하는 “고품질 정보(High-Quality 

Information)의 14가지 속성” 에서 ‘Attractiveness’를 

제외한 13가지 정보 속성이 기능변수의 시각화 속성과 

연 성을 지니고 있다. 그  연 성이 높은 

2. 류시천, 다이어그램 구성수 과 시각화 속성에 한 연구, 한국기

조형학회,  Vol.5, No.2, 2004.5, pp.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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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Errorless,  Timeliness, Understandable 

4가지 속성을 STM 정보의 정보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시각화 속성과 고품질 정보 속성간

의 계를 매트릭스로 보여주고 있다.

표 1. STM 정보의 시각화 속성과 고품질 정보 속성

시각화 속성
고품질 정보 속성 조작 사건 방법 사용예

Accessibility ◎ ○ ◎ ◎

Appropriateness ○ ○ ○ ◎

Attractiveness - - - -

Completeness ○ ○ ○ ○

Conciseness ◦ - ◦ ◦
Credibility ○ ◦ ○ ○

Errorless ◎ ○ ◎ ◎

Interpretability ◎ ◦ ◎ ○

Objectiveness ○ ◦ ○ ◦
Relevance ○ ◦ ◎ ◦
Timeliness ◎ ○ ◎ ◎

Secure ◦ ◦ ◦ -

Understandable ◎ ○ ◎ ◎

Valuable ◦ ◦ ◦ ◦
 (두 속성의 연관성 ◎: 상당히 높음, ○: 보통, ◦: 낮음, -: 관련 없음)

기능변수의 4가지 시각화 속성은 사용자 조작과 시각

 재  측면으로 나 어 정보 속성을 용할 수 있다. 

조작에 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해 사용자의 조작 측

면에서 Errorless, Timeliness 속성이 요하며, 사건이

나 상황에 한 를 이해하기 해 시각  재  측면

에서 Accessibility, Understandable 속성이 요하다고 

단된다.  

그림 2. 디자인 변수에 따른 정보디자인 속성 

Ⅲ. Airline Safety Information의 STM 
   정보 특성

1. Airline Safety Information의 인지 환경
STM 정보 가운데에서도 정보 노출 빈도, 노출 시간, 

노출 환경뿐만 아니라 정보의 요도에 따라서 기억 가

능한 정보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도로교통 표지 의 

경우 정보의 노출시간이 짧으면서도 사용자의 정보에 

한 정확하고 즉각 인 정보 인출이 필요한 반면, 항

공사의 비상 안  규칙은 도로교통 표지 의 경우보다 

노출시간이 길고 노출 기회도 다양하지만 사용자의 정

보에 한 집 력이 낮아 정보의 인출이 필요한 시 에 

사용자가 잘못 정보를 인출하거나,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험성이 비교  크다. 그러나 도

로교통 표지 의 경우 표  방법이 다소 제한 이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비상 안  규칙을 STM 정

보의 분석 샘 로 삼고, STM 정보의 특성  표  방

법을 모색하 다. 

항공기 비상 안  규칙의 약 60%는 비정상착륙 시 

탈출방법이나 산소마스크 등의 사용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용자는 보통 비행기 이륙  승무원의 사용 

시뮬 이션과 함께 정보를 하거나, 비행 이나 도

에 무의식 으로 정보를 하게 된다. 본 정보의 

 ‧ 상  노출시간이 짧아 정보 인출 시 에서 인출 

오류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한 항공기의 비상 안

 규칙은 여러 인종의 사용자에게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로, 표 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언어 사용의 

경우 최소 4개 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문화  격차를 최

소화해야 한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어 다른 어떤 유형의 

정보보다 더 보편 이고 국제성이 강조된 정보 표 이 

필요하다.  

2. Airline Safety Information의 정보 형태
항공기의 비상 안  규칙은 비정상 착륙 시 비상 상

황에 한 행동 지침들을 순차 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상으로 한 7개의 항공기 비상 안  

규칙에 따르면, 7개 항공사 모두 비상구의 치와 사용

법, 산소마스크와 구명조끼의 사용, 기내 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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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방 보 법, 연 등에 한 정보 등을 아이콘  

그림, 텍스트 정보 주로 그리스 시스템 내에 순차

으로 표 하 고, 아코디언 는 폴딩 방식으로 정보를 

배치하 다.   

항공기의 비상 안  규칙은 상황에 따른 행동 지침들

을 비교 는 순차 으로 표 한 정보로써, 정보디자인

의 5가지 유형3 에서 “상황 ‧ 순서 ‧ 흐름 ‧ 구조 표

으로서 정보 디자인”의 정보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유

형의 정보는 STM 정보의 특성과 같이 사용자의 자발

인 시각  사고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Saul 

Carliner가 정의한 정보 디자인의 3단계 모델에서 인지 

단계(Cognitive Level)가 강조되어야 하는 정보형태에 

해당된다.  

설문과 함께 실시한 인터뷰에서 역시 사용자는 항공

기 비상 안  규칙을 할 때 가장 요하게 생각되는 

항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해도(52%), 조작성(쉽게 

따라 할 수 있음, 32%), 정보의 매력도(8%), 신뢰도

(0%), 일 성(0%) 순으로 답했다. 설문을 통해서 사용

자 역시 비상 안  규칙에서 정보에 한 이해와 조작

성이 정보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Ⅳ. STM 정보의 정보 표현방법

1. 시각적 재현 측면에서 정보 표현
항공기 비상 안  규칙의 경우 외부상황 악, 기내 

지사항, 가방 보 법,  사항 시 체 자세, 비상 

탈출 유도등, 탈출구의 치 정보 등이 시각  재 이

란 측면에서 표 다. 시각  재 측면에서 STM정보

가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재 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는 무엇보다도 ‘지각  표상’이 히 활용 되어야만 

한다. 정보의 “물리  단계”에서 정보의 식별이 용이해

야 하며, “인지  단계”에서 정보의 의미가 정확하게 사

용자에게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를 해 속성이론, 인식

3. 류시천, 정보디자인 유형과 수 에 한 연구, 기 조형학 연구, Vol. 

5, No. 1, pp. 205-213, 2004

  정보디자인을 구조화된 데이터 집합, 상황․순서․흐름․구조 표 , 

제어 시스템 조작, 커뮤니 이션 조작, 문화  응으로서의 정보 디

자인으로 유형을 정의하고 있음. 

모형, 정보 주도성(Proactivity), 잉여 정보와 노이즈의 

최소화를 표 방법으로 제안했다.

1.1“속성 이론”에 따른 정보 표현 
“비교  단순한 형체의 틀”에서 사람은 지각에 필요

한 자극의 자료를 맞춘다. 이는 사용자의 잔여 기억이 

객체에 한 세부 인 요소들이 아닌 특성으로 존재하

며, 이 특성은 이후의 정보인식에 향을 끼치기 때문

이다. Nickerson과 Adam의 1 Cent 동  테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형태에 한 인식은 정보에 한 정확한 재

이 아닌 정보의 ‘독특한 특성’에 의해 이루어진다.4 따

라서 정보의 의미를 사용자의 잔여기억 내에서 단순화 

‧ 특징화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시각  재 에서 요하다. 

그림 3. Nickerson과 Adam의 1 Cent 동전 테스트 

항공기의 비상 안  규칙의 설문 ‧ 인터뷰에서 역시, 

지나친 상황의 재 이 잔여기억을 바탕으로 한 단순화 

‧ 특징화 시킨 정보보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

왔다. 아래 비정상 착륙 시 외부 상황 악에 한 정보

의 경우, 1차 도상화 된 정보([그림 4]의 좌측)가 상황에 

한 재 ([그림 4]의 우측)보다 이해하기 쉬웠다고 답

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세부 인 상황 재  이미지는 

사용자가 연상할 수 있는 정보의 폭을 오히려 제한하

4. Stephen K. Reed,박권생 역, 인지심리학, 시그마 스, 2006, 

pp.28~36

   형태인식에 한 이론은 크게 형태간의 유사성이 인식을 진한다

는“형 이론”, 독특한 속성이 재인을 진한다는“속성이론”, 속성들

간의 계로 형태 인식이 이루어진다는“구조이론”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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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STM 정보의 경우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표 속성, 즉 특성을 단순화 시키는 방법이 효과 이

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4. 비정상 착륙시 외부 상황 파악에 관한 정보  

1.2“인식 모형”에 따른 정보 표현
“속성이론”과 같은 맥락에서 Biederman은 형태 인식

에 있어서 속성들 간의 계가 요함을 강조 했다. 그

는 객체의 ‘독특속성’을 도출함에 있어서 객체의 각 속

성들의 계를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 다. 그림 55

는 객체의 윤곽선을 약 60% 가량 지운 피아노 그림이

다. 피아노 A는 그림의 간 부분이 지워진 것이고, 피

아노 B는 객체를 강조하는 부분 외를 지우기 해 모서

리 부분 심으로 남겨둔 것으로 B 그림이 A그림보다 

객체의 형상을 추측하기 용이하다. 이 듯 특정 객체를 

구성하는 독특 속성을 표 함에 있어, 사용자로 하여  

쉽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들 간의 계, 객체

의 형태를 유지하는 주요 요소들을 유기 으로 표 하

는 것이 요하다.

그림 5. Biederman의 인식모형 

특정 객체에 한 사용자의 기억 이미지는 정보에 

한 지각과 해석의 기능을 담당한다. 미쇼(A. Michotte)

가 정의한, 존재하지 않는 물리  사실을 존재하는 사

실과의 연 성에 의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5. 의 책, p.41

“양상  보충(Modal Complements)” 의 개념처럼 독특

속성을 근거로 한 속성들의 계만으로도 특정 객체에 

한 인식이 가능하다. 

[그림 6]은 비상구 사용에 한 두 항공사의 정보이

다. 윗부분은 3D 이미지 정보를 사용해 실과 유사한 

정보를 묘사하려 한데 반해, 정보의 핵심이 되는 요소

들의 속성들을 순서에서 서로 연 시키지 못해 사용자

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로 선택(36%)되었

다. 반면 [그림 6]번의 아래 정보는 조작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매개로 순차 으로 정보가 이루어져 사용자들

의 56%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선택하 다. 주

요 정보 요소들이 정보 표 의 핵심이 되어 정보 순서

에서 연 성 있게 묘사되고 있어 주요 정보 속성들의 

연계  표 이 정보 달에 효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6. 비상구 사용법  

1.3 정보 주도성(Proactivity)에 따른 정보 표현
STM 정보는 정보 노출 시간이 짧으면서도 정보 

달력이 강해야 하는 유형의 정보로, 정보의 요도에 

따른 배열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정보의 주도성

(Proactivity, Proactiveness;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성질이나 특성)을 높이기 해 사용자의 시각의 흐름에 

따라 요도가 높은 순서 로 정보가 배열되어야 한다.

비상 안  규칙의 설문 ‧ 인터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가장 요한 정보를 비상구 사용법(44%), 산소마스크 

사용법(20%), 구명조끼 사용법(18%)라고 답하고, 가장 

불필요한 정보를 가방 보 법(36%), 좌석 사용법(36%), 

안 벨트 사용법(20%)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air Tran

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 정보 모두 가방 보 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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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사용법, 기내 사용 지 품목이 시각의 흐름상 가

장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7. 정보 중요도에 따른 정보 배열의 차이

[그림 7]의 좌측은 사용자가 불필요하다고 단된 정

보가 가장 먼  제시 된 사례이며, 우측은 가장 요한 

정보가 첫 번째 시각이 머무는 지면에 배치됨으로써 

체 정보의 내용을 주도하고 있는 사례이다. 가장 요한 

정보를 면 배치함으로써, 정보의 체 구조를 쉽게 이

해 할 수 있고, 체 정보에 한 큰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다. 한항공의 경우, 첫 지면의 정보가 다수의 

설문 응답자가 불필요하며, 흔히 알고 있는 정보로 정보

가치가 낮은 항목이라 답한 것들이다. 사례 분석과 설문 

결과, SMT 정보는 정보의 이해와 원활한 정보 근을 

해서 주도 인 정보의 한 배치가 필요하다. 

1.4 잉여 정보와 노이즈 정보의 최소화  
정보 표 을 한 여러 자원 에서 ‘문자’가 정확하

게 정보에 한 이해를 가능  하는 반면, 정보 달에 

있어서 많은 집 력을 요할 뿐만 아니라 많이 사용 되

었을 때 다른 정보 자원에 비해 정보 인지도가 히 

하되는 정보표  요소이다. 특히 항공사 비상 안  

규칙의 경우, 정보 사용자의 범주가 넓어 최소 4개 국어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 정보가 정보 표

을 한 좋은 수단이라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수의 항공사는 텍스트 정보에 약 18% 이상

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Northwest Airline의 경우는 

표지 체를 텍스트 정보로 할애함으로써, 체정보의 

계를 무 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텍스트의 

사용으로 노이즈 정보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외에도 여타 항공사의 비상 안  규칙에서 1.3에서 

언 한 가방 보 법, 좌석 사용법, 안 벨트 사용법을 

면배치 하거나 많은 지면에 표 해 정보의 흐름을 

해하고 있었다. 

한 반복 인 정보 제시나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정

보는 사용자들로 하여  정보에 해 다른 의미를 부여

하게 만든다. [그림 8]은 산소마스크 사용에 한 이

다. 설문 ‧ 인터뷰에 의하면 산소 마스크 사용법  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에 한 질문에 흡연 지표

시(48%), 시간 정보(30%)라고 응답했다. 흡연 지 표

시의 경우 사용자들은 “산소마스크를 사용할 한 상

황에 가 흡연하겠어?”라고 의문을 제시했고, 시간 정

보에 있어서는 “시간 안에 수행하지 못하면 사용 못하

게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아이 착용 이미

지 한 당연한 내용을 기재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차라리 착용에 한 세부 인 내용을 강조하는데 지면

을 할애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간 정보

와 같은 노이즈 정보의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해 정보 인지를 지체시키거나 잘못 이해하게 

한다는 에서, 잉여 정보의 최소화가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단된다.  

그림 8. 산소마스크 착용법의 노이즈 정보

1.5 이중 부호(Dual-Code)
이  부호화 이론(Dual-coding Theory)6에 따르면 

시각부호와 어문부호를 함께 사용했을 때가 그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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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보다 기억력이 향상 된다. 이론에 따르면, 한 경

로로 정보를 입력 했을 때보다 두 가지 경로로 정보를 

입력했을 때 정보에 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장기기억

으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항공기 비상 안  규칙의 경우에서도, 부분의 항공

사가 정보의 분류  정보의 카테고리를 설명할 때 아

이콘과 텍스트 정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항공사에 

따라 세부 정보를 표 함에 있어 이미지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지로만 표

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상으로 설문 ‧ 인터뷰를 실시

하 다. [그림 9]의 ①은 이  부호와 1차  도상을 사

용한 경우이며, ②는 1차  도상만을 사용한 경우, ③은 

상황에 한 세부  이미지 정보를 사용한 경우, ④는 

1차 도상과 상황을 설명하기 한 이미지 정보를 사용

한 경우, ⑤는 2  부호를 사용하 지만, 텍스트 정보가 

①번 보다 간단하게 제시된 경우이다. 

그림 9. 외부상황 정보에 대한 설문

이에 한 설문 결과 이  부호를 사용한 ①과 ⑤번

이 각각 48%, 23%로 1차 정보만을 사용한 ②, ④번이나 

이미지 정보만을 사용한 ③번 보다 이해하기 쉽다는 결

과가 나왔다. 설문과 함께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이

부호의 사용이 사용자의 인지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

견하 다. 

6. 의 책, p.220

그림 10. 외부상황 정보 설문 결과

이  부호의 경우, 시각  재  측면에서의 정보 표

에만 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조작 측면의 정

보표 에서도 용되는 표  방법이다. 한 두 부호

의 사용은 시 지를 발생해 인지도를 향상 시킨다고 

단된다. 그러나 앞서 언 한 간략하지 않게 제공되거나 

넓은 지면에 제공되는 텍스트 정보는 오히려 노이즈 정

보로 인식된다는 을 유의해야 한다.

2. 사용자 조작 측면에서 정보 표현
시각  재  측면에서 STM 정보는 ‘물리  단계’에

서 정보 식별 는 이해 과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 조

작이라는 측면에 STM 정보는 ‘인지  단계(Cognitive 

Level)’를 뛰어 넘어 정보 처리 ‧ 활용의 단계인 ‘감정  

단계(Affective Level)’에서 정보가 표 되어야 한다. 

인지 ‧ 감정  단계의 정보 표 을 해서 정보의 맥락 

효과, 기억부호, 정보의 주사(Scanning)에 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 3가지 정보 표 을 항공기의 비상 안

 규칙 에서 탈출구, 구명조끼, 산소마스크 사용법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2.1 정보의 맥락 효과 
루 (Jerome S. Bruner)는 “모든 지각 경험은 반드

시 범주화 과정의 결과이다.”7라고 이야기 하며 과거 경

험이 지각에 미치는 향에 해 언 하 다. 그의 지

론처럼 과거 경험을 토 로 사용자의 정보 이해의 폭이 

정해진다. 자신이 처한 환경 는 지식의 범주에서 사

용자의 정보 인출의 정도가 다른데, 이를 인지심리학에

서는 “맥락효과”8로 설명한다. 인지심리학에서 “맥락효

7. 루돌  아른하임, 김정호 역, 시각  사고_미술의 인지심리학  기

, 이화문고, 1982, pp.1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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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사용자의 사  지식 는 경험은 특정 정보를 이

해하는데 효과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를 들어 

“Safe”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각각 'E','S','A','F' 라는 4개의 알 벳이

“SAFE”의 정보 구성요소라고 제시했을 때 제시한 정

보에 한 피드백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이는 사용자의 사  지식과 사용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정보에 한 이해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설명

하고 있다.   

항공기의 비상 안  규칙에서는 비정상 착륙 시 탈출

방법에 한 정보가 사용자들의 경험 ‧ 지식을 기반으

로 한“맥락효과”로 표 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정보의 맥락을 잘못 이용하거나 정보의 요소들을 잘못 

결합함으로써,  다른 의미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비상구 탈출에 한 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11은 설

문 ‧ 인터뷰 결과, 좌측은 냉장고나 서빙을 한 행동으

로, 우측은 고를 여는 남자로 잘못 이해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좌측의 경우 정보 조작의 상이 스튜어디스

로 되어 있어 사용자는 ‘스튜어디스’라는 맥락에서 정보

를 하다 보니 집 력이 낮을 때 의도하지 않은 의미

로 정보가 사용자에게 달 된 것이다. 

그림 11. 맥락에 의해 잘못 이해 될 수 있는 정보

정보를 할 사용자의 과 환경에서 사용자가 경

험해 봤을 만한 정보의 형태를 사용해야 만이 정보를 

잘못 해석하는 일이 어질 것이다. 

2.2 기억부호(Memory Code)
학습된 정보가 사용자 기억에 장 될 때 이용되는 표

상인 “기억부호(Memory Code)”는 4가지 독특성으로 나

뉜다. 인 맥락에 의해 정의 되는 “일차  독특성

(Primary Distinctiveness)”, 정보의 독특성에 의해 장기

기억에 재생이 용의한 “이차  독특성(Secondary 

8. 이정모 외, 인지심리학, 학지사, 2001 

Distinctiveness)”, 정서  사건에 한 잔여기억 는 재

생 정보가 향을 끼치는 “정서  독특성(Emotional 

Distinctiveness)”, 정보의 처리 과정에 주안 을 둔 “처

리 독특성(Processing Distinctiveness)”이다.9 앞서 속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보 표 이 독특속성, 즉 “이차  

독특성(Secondary Distinctiveness)”이 강조되어야 함을 

언 한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 조작 측면에서는 정보를 

따라 객체를 조작하거나 특정 과업을 이행해야 하기 때

문에 인  맥락에 따라 정보를 직감 으로 인지할 수 있

도록 “일차  독특성” (Primary Distinctiveness)을 심

으로 정보가 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그림 12]의 경우, 비상구를 이용한 탈출 방법에 

해 순차 인 방법을 사용해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탈출구 치에 따른 두 가지 탈출 방법을 제시하는 문

자 "A", "B"  후자를 빨강과 노란 색 사선을 사용한 

이차  독특성을 지닌 기억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사용

자가 정보를 정확히 측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림 12. 잘못된 기억부호 사용 예

설문에 따르면, 1인을 제외한 모두 “B”를 잘못 해속

하고 있었다. “계단 고장”, “탈출 자세를 다르게 하기”,

“공  탈출”, “탈출 시 슬라이딩 하지 마시오”, “두 로 

내려오면 안 됨”,“탈출 시 뛰지 마시오”등으로 잘못 이

해했다. 빨간색 사선으로 이루어진 문자 정보를 일반

으로 사용자가 지사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읽는데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

었다. 이 듯 경로 유형을 나타내는 A, B에서 A는 일차

 독특성을 사용하고 B만이 2차  독특성을 사용해 A

와 B의 정보 계가 무 져 사용자의 정보 인식  재

생에 혼선을 빚게 다.

시각  재  측면에서는 이차  독특성을 사용해 정

보를 표 하고, 사용자 조작 측면에서는 이차  독특성

9. Stephen K. Reed, 박권생 역, 인지심리학, 시그마 스, 2006, 

pp.17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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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기 보다는 일차  독특성을 사용해 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2.3 정보 주사(Scanning)의 두 가지 방법
Sperring(1963)은 사용자가 특정 정보를 1/4  동안 

‘시각정보 장고(Visual Information Store)’에 장한 

뒤 정보의 내용들을 순차  처리(Serial Processing), 동

시  처리(Pararrel Processing) 방법으로 스캐닝 한 뒤 

이를 정보 장고에 재입력한다는 정보 처리 모형을 제

시하 다. 그의 모형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경우는 병렬

 표상(Parallel Representation)을 활용하고, 행 인 

정보의 경우는 순차  표상(Sequential Representation)

을 활용해야한다. 그의 모형과 같이, 정보디자인에서도 

정보를 조직화하기 해 선형, 계층형, 웹형, 병렬, 메트

릭스, 첩, 공간 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 실제 본 연구에서 조사 상으로 한 항공기의 비

상 안  규칙에서도 사용자의 동작을 유발하는 경우는 

선형  구조의 정보 표 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는 병렬  구조의 정보 

표 , 세부 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감 을 활용 하고 

있다. 공간 을 통해 각 순서에서 요 정보에 해 강

조함으로써, 조작  오류를 최소화시키기고 있다.  

그림 13. 정보의 선형구조(Linear Structure)와 공간 줌
사용 예

[그림 13]은 이해하기 쉽다고 조사 된 탈출 방법의 사

례이다. 선택 요인에 해 사용자에게 물은 결과 인 

정보가 45%, 화살표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23%, 

정보의 선형  표 이 19%가 나왔다. 인과 지표를 

선택한 응답자는 조작 방향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선택

하는 반면, 메타포는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요

인으로 선택되었다.  

그림 14. 정보이해에 도움을 주는 항목 설문

설문과 함께 실시한 인터뷰와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공간과 구조에 한 정보는 병렬구조로, 정보의 조작에 

한 것은 선형 구조로, 정보의 세부 인 정보는 인 

정보로 표 하는 것이 좋으며, STM 정보와 같은 경우

에 메타포를 활용한 정보 표 은 사용자에게 혼란을  

수 있음을 발견하 다. 

Ⅴ. 결론 및 금후 연구 과제

정보 환경  유형에 따른 정보 표  방법을 모색하

는 과정 에서, ‘정보의 노출 시간, 노출 장소, 노출 횟

수와 같은 정보의 환경  요소는 사용자의 인지력에 

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

구에서 정보 노출 시간을 기 으로 정보의 유형을 

LTA Information, LTM Information, STA 

Information, STM Information으로 나 고, 그  노출

시간과 노출횟수가 지만 가독력이 높아야 하는 정보

인 ‘STM 정보’에 한 정보 속성  정보 표  방법에 

하여 논하 다. 정보 디자인 이론, 인지심리학 심의 

문헌연구와 STM 정보의 사례인 7개 항공사의 비상 안

 규칙에 한 설문․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문헌 연구를 통해, STM 정보는 짧은 시간  제한 

된 정보 인식 환경 하에 정보 인지와 활용이 가능해야 

하는 정보로써 ‘사용자 조작’과 ‘시각  재 ’이라는 측

면에서 각각 다른 속성과 표  방법이 용 되어야 함

을 알 수 있었다. 14가지 “고품질 정보 속성” 에서 사

용자 조작 측면에서 ‘Errorless’, ‘Timeliness’, 시각  재

 측면에서 'Accessibility', 'Understandable' 속성이 

매우 요하다고 보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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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표 을 해 거시  표  방법 8가지를 제안하

다. 시각  재  측면에서 독특속성을 기반으로 한 “속

성 이론”, 속성들 간의 계 표 에 을 두는 “인식

모형”, 주도 인 정보의 시각  배치에 한 정보 주도

성(Proactivity), 잉여 정보와 노이즈 정보의 최소화, 이

 부호화가 활용되어야 하며, 사용자 조작 측면에서 

“맥락효과”, 1차  독특성의 활용을 강조하는 “기억부

호”, 상황에 따른 두 가지 정보 주사(Scanning) 방법이 

활용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설문 ․인터뷰를 통해,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제시

한 8가지 표  방법의 활용 여부가 STM 정보의 인지

력에 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증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8가지 표  방법이 산발 으로나마 정보 

표 에 활용 되고 있는 반면, 제시한 표  방법에 어

난 정보들이 사용자로 하여  정보를 잘못 인지하게 만

들고 있음을 발견하 다. 한 STM 정보 사용자의 시

각  정보 자원의 인지 패턴과 특이 을 발견했다. 사

용자는 STM 정보를 할 때 순서 정보, 독특 속성을 

지닌 그림 정보, 아이콘 정보, 내용을 구분하는 타이틀 

정보, 텍스트 정보를 순서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비

교  단순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선호하 다. STM 정

보의 표 에 있어서 사진 는 3D 정보의 가독력이 

상 외로 히 낮았으며, 세부 인 표 보다는 독특속

성을 바탕으로 한 1차 도상이 오히려 가독력이 높았다. 

한 20%에 다다를 정도로 지면을 할애 하고 있는 텍

스트 정보는 사용자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주는 정보로 

인식되고 있어, 정보 표 의 문제 을 드러내고 있었다. 

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상  시간이

라는 정보 환경에 향을 받는 정보나 짧은 시간 비 

정확한 인지를 필요로 하는 정보 유형의 사용자 인지력 

향상과 이를 한 효율  표 을 해서 앞서 제시한 

속성과 속성에 따른 표  방법이 히 활용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  정보 표 방법에 해서만 논

의했으나, 향후에는 STM 정보 표 의 구체 인 방법

에 한 연구를 진행 할 정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노출시간에 따른 정보 유형  STM 정보에 해서만 

논의했으나 지속 인 연구로 각 유형에 한 연구도 진

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여러 유형의 정보

를 가시화해야 하는 HCI를 비롯한 인터 티  콘텐츠 

 각종 하드웨어 개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질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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