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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에서는 일반인이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과 련하여 핵심정보 제시,내용의 유용성,형식,직

성의 요성을 어떻게인식하는지와 재식품의약품안 처에서 발간하는웹진의텍스트와시각자료가

네 가지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 으로 디자인되었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하 다.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이 무엇인지를 탐색 으로 연구하 다.이를 해 294명의 성인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요도 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Analysis)을 실시하 다.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텍스트 디자인에서 내용의 유용성을,시각자료 디자인에서 핵심정보 제시를 가장

요한 항목으로 인식하 으며,텍스트와 시각자료 모두 형식 측면에서의 실행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시

각자료의핵심정보제시와직 성은가장 으로개선해야할원리인것으로나타났다.그리고개인의

건강 심도가건강증진메시지디자인원리의 요도와실행도인식에가장큰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이러한연구결과에기반하여효과 인건강증진메시지개발을 한원리와 략에 해논의하 다.

■ 중심어 : 건강증진 메시지 메시지 디자인 원리 핵심정보 직관성 중요도-실행도 분석

Abstract

Thisstudyinvestigatedhow peopleperceivedtheimportanceofhealthmessagedesign

principlesincludinggistpresentation,usefulnessofcontent,format,andintuitivedesignandhow

wellawebzinearticlepublishedbyKoreanMinistryofFoodandDrugSafetywasdesignedin

termsofthefourdesignprinciples.Thisstudyalsoexploredwhatindividualcharacteristics

influencedtheperceptionsofhealthmessagedesignprinciples.Atotalof294adultsparticipated

inthesurvey,andtheirresponseswereanalyzedwiththeImportance-PerformanceAnalysis

method.Participantsperceivedthatusefulnessofcontentwasmostimportantinthetextdesign;

gistpresentationwasmostimportantinthevisualdesign;andformatwaswelldesignedinboth

textandvisualmessages.Thisstudyshowedthatitiscrucialtoimprovethequalityofvisual

healthmessagesparticularlyintermsofgistpresentationandintuitivedesign.Wealsofound

thatindividuals’interestinhealthplayedasignificantroleintheperceptionsofhealthmessages.

Theseresultswerediscussedinregardstoprinciplesandstrategiesfortheeffectivedesignof

health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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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식품과 의약품에 한 해정보 혹은 건강증진을

한 메시지를효과 으로 달하는것은 국민의 건강과

한 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그 기 때

문에 국내외 헬스커뮤니 이션 분야의 많은 연구들이

해정보나 건강과 련한 메시지를 효과 으로 달

하기 한원리와가이드라인개발에많은 심을가지

고 있다[1-3].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식

의약품 련건강증진 메시지에 해서는잘 디자인되

었는지,어떤 을 개선해야 하는지,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에따라어떤 을유의해야하는지에 한경험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4].이는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메시지의 질을지속 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에 한 인식과 개선 을 도

출하기 한경험 연구를실시하는것은매우 요하

다.특히,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에 한 다수의 원리

들 에서우리나라국민들이어떤측면을 요시하고,

재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메시지를 디자인 측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에 기 하여 건강증진메시지디자인원리

에서무엇을우선 으로 용해야하고,가장

으로개선해야 할 이 무엇인지에 한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건강증진 메시지는 일반인들이 건강한

삶을 하고,식품과 의약품을 포함한 해물질로부

터건강을안 하게지키는데도움이되는언어 ,비

언어 메시지를 의미한다.건강증진 메시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달될 수 있는데,이 연구에서는 텍스

트와시각자료로 구성된 문서 형태의 메시지에 을

두었다.구체 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건강증진 텍스트와 시각자료 디자인에서 핵심

정보제시,내용의유용성,형식,직 성을얼마나 요

하다고 인식하는가?

둘째,식품의약품안 처(식약처)의 건강증진 텍스트

와시각자료가핵심정보제시,내용의유용성,형식,직

성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 으로 디자인되었다고 인

식하는가?

셋째,건강증진 텍스트와 시각자료 디자인의 요도

와실행도에 한인식에 향을미치는개인특성변인

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의 원리 

메시지 디자인과 련하여 다양한 원리와 략이 제

안되었으나그 건강증진메시지디자인 련연구에

서는텍스트와시각자료의핵심정보(gist)제시,내용의

유용성,형식,직 성을 요하게 다루고 있다.

먼 ,텍스트와 시각자료에서 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분명하게 제시할 것을 선행연구들은 강조하고

있다.핵심정보는 건강증진 메시지가 달하고자 하는

궁극의요지를의미하는데[2],이는외 으로나타난정

보를 의미하는 표면정보(verbatim)와 구분된다[5].

재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있는 건강증진 메시지에서 핵심정보인 주제문장이 불

분명한경우가다수이며,이는메시지를효과 으로

달하는 데에 문제 이 되고 있다[3][4].건강증진 메시

지에서 핵심정보의 효과 표상을 해 미국식품의약

국(FoodandDrugAdministration,FDA)보고서에서

는 짧은 문장을 이용하여 1-3개의 핵심메시지를 정

인 문장을 이용하여 제시할 것을 권장하 다[6].

둘째,건강증진 메시지가 정보수용자에게 유용한 정

보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1][7].메시지가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거나 유용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해식

품과 의약품의 섭취를 이거나건강증진을 한 생활

습 의변화를가져오기힘들다.더욱이건강증진메시

지의 유용성에 한 인식은 정보수용자혹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8],이를 고려하여

정보수용자의 요구에 따라 건강증진 메시지의 내용을

선정하거나 우선순 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건강증진메시지에서 자의크기, 간격,여

백,시각자료의크기 치등에 한형식이가독성

을 높이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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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되어야한다.비록메시지가핵심정보와유용한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읽기가어렵게디자

인되어 있다면 주의집 을방해함으로써그 효과를 감

소시킬 것이다.인지부하이론(cognitiveloadtheory)에

따르면,시각자료속에텍스트의 련정보를통합 으

로 제공하는경우 시각자료와 텍스트를 오가며 주의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생성에 더

효과 일 수 있다[9].

마지막으로 건강증진 메시지를 디자인할 때 직 성

을 고려해야 한다.텍스트나 시각자료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하며,어렵고 복잡한 수

량정보나 통계기호, 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와 련된 질 해석을 덧붙이는 것이 필요하다

[10][11].조 환외[3]의연구에따르면,식약처제공웹

진에서 평균 10.4%의 문단에서 문용어를 아무런 설

명없이제시하 고,평균38.1%의시각자료에서그의

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텍스트와의 련성을 직

으로 악하기어려웠다.그 기때문에직 성을높일

수있는방법을다각 으로탐색하려는노력이더욱필

요하다.

건강증진 메시지를 효과 으로 달하는 데에 필요

한 네 가지 디자인 원리에 해 정보수용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건강증진 메시지의 질

개선을 해서 필요하다.

2. 메시지 디자인에 대한 인식 연구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에 한 인식을 탐색한 연구

는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다.많은연구들이건강

증진메시지를담은미디어의효과,정보수용자의특성

에 따른 메시지의 효과,개발된 메시지에 한 평가에

을 두었다.

첫째,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미디어의 유형에 따라

동일한 메시지에 한 험인식이어떻게다른지를 조

사한연구들이많았다.즉,동일한식의약품 해물질에

한방송과신문 보도자료에 해정보수용자의인식

을 살펴 으로써 미디어가 건강증진 메시지를 달하

는데어떠한역할을하는지를연구하 다. 컨 ,신종

루[12]나발암물질에 한 험인식[13]등의연구가

그 이다.이러한연구들은메시지보다는미디어에

을두고있어메시지디자인원리나 략을도출하기

보다는 해당 메시지를 어떤 미디어에 담을지에 심을

두고 있다.

둘째,건강증진메시지에 한인식이정보수용자의

선호나 개인특성에 따라어떻게달라지는지에 한 연

구가이루어졌다. 를들어,만12세이하의자녀를둔

엄마들을 상으로 직업유무와 자녀양육경험에 따라

선호하는미디어와 방 종에 한지식 태도에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14],인 루엔자

방을 한공익 고의효과를수용자특성에따라비교

한연구[8],소비자의식품 험에 한불안을인구통계

학 특성에 따라 조사한 연구[7]가 있다.개인특성에

따른건강증진메시지에 한인식연구는정보수용자

와메시지간의상호작용에 을둔다는 에서의의

가 있으나,메시지 디자인에 한 시사 을 얻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셋째,새로개발된건강증진메시지나자료가효과

인지를 살펴보기 하여사용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

들이 있다. 컨 ,식품첨가물에 한 교재와 동 상

자료에 한 학부모의 평가를 조사한 연구[1]가 있다.

이연구는건강증진 메시지의 디자인을연구한 에서

의의를 가지나,일반 인 디자인 원리를 도출하기보다

는특정 메시지의디자인이 효과 인지를 평가하는 데

을 두었다.

따라서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 원리를 정보 수용자

가어떻게인식하는지를연구하는것이필요하다.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법으로 요도-실행도 분

석(Importance-PerformanceAnalysis,IPA)이 있다

[15]. 요도-실행도분석에서는건강증진메시지디자

인 원리의 요도에 한 인식과 함께 그 원리가 건강

증진 메시지에 얼마나 효과 으로 용되고 있는지에

한인식을조사한다.만약 요도는높으나실행도가

낮은 디자인 원리가 있다면,우선 으로 그 원리와

련하여 건강메시지 디자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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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절차

이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 원리의 요성에 한 일반인의 인식을 조사하

고,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일반국

민에게제공되고있는‘소비자를 한웹진열린마루’의

건강증진 메시지를이용하여 디자인 원리가 얼마나 효

과 으로 용되고 있는지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한,이러한 디자인 원리의 요도와 실행도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을탐색하기 해일반

인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연구참여자들

에게 연구목 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설문조사에

한 안내를 제공하 다.이후 연구참여자들은 설문참

여동의서에이름과서명을기입한후설문지를작성하

다.이때설문조사에참여할의사가없는사람은조

사에서 제외하 다.

참여자들은 우선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 원리의

요성에 한 설문에 응답을 하고,식약처 웹진에서 제

공하는건강증진읽기자료를읽고,해당아티클에메시

지 디자인 원리가 효과 으로 용되었는지(실행도)에

한 설문에 응답하 다.마지막으로 개인특성에 한

문항에 응답하 다.

2.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방송통신 학교에 재학 인 294

명의성인을 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 다.연구참

여자들은연령,최종학력,자녀수등의개인특성에있어

서다양하게분포되어있었다.연령 를살펴보면,20

가 30명(10.9%),30 가 88명(32.1%),40 가 105명

38.2%),50 가 47명(17.2%),60 이상이 3명(1.1%)으

로나타났으며,최종학력의경우고졸155명(52.7%),

문 졸 49명(16.7%), 졸 61명(20.7%), 학원졸 7명

(2.4%)으로고졸인학생이가장많았다.최종학력의경

우는 세 번째 연구문제에 한 분석을 해 고졸과

문 졸 이상으로 변환하여 코딩하 다.성별에 있어서

는 남자가 17명(5.8%),여자가 262명(89.1%)으로 여자

의비율이매우높았으며,학년에있어서는1학년이86

명(29.3%),2학년이27명(9.2%),3학년이131명(44.6%),

4학년이 29명(9.9%),5학년이 2명(0.7%)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의 자녀를 둔 참여자가 가장 많았는데,

145명(49.3%)이었고,자녀가 없는 경우가 52명(17.7%),

1명의자녀를둔경우가34명(11.6%),3명의자녀를둔

경우가 29명(9.9%),4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3명(1.0%)

으로 나타났다.직업군에 있어서는 업주부가 101명

(34.4%)으로가장많았고,교사68명(23.1%), 문직24

명(8.2%),사무직36명(23.1%),상업, 매,서비스직14

명(4.8%), 리직 2명(0.7%),무직 10명(3.4%),기타 15

명(5.1%)으로 나타났다.각 문항별로 무응답자는 에

제시된 통계 수치에서 제외되었다.

3. 연구도구

3.1 읽기자료 선정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에 한 인식을 조사하기

해서식약처에서발행하는‘웹진열린마루’에서 형

인 아티클을 연구도구로 삼고자 하 다.이를 해 웹

진 열린마루의 2년치 자료를 분석한 연구결과[3]에 기

반하여텍스트의길이,시각자료의수,내용의유형,직

성등에있어서평균치에가장근 한아티클을선정

하 다.결국최근2년치웹진아티클의평균에가장가

까운 “식품 알 르기가 생겼어요”라는 아티클을 선정

하 다.

선정된 읽기자료의 구성은 [표 1]과 같다.이 1개

문단에서 문용어가 아무런 설명 없이 제시되었으며,

수량정보가설명없이제시된경우는없었다.2개의그

림은의미와주제 련성을직 으로이해할수있었

고,1개의그림은그의미를직 으로 악하기어려

웠다.

구분 전체
핵심정보
포함

내용 유형

사실 개념 방법 원리

텍스트(문단) 10 2 7 2 3 0

시각자료(개) 3 0 0 3 0 0

표 1. 읽기자료의 구성

3.2 설문조사 도구 

선행연구로부터 요도와 실행도 항목을 도출한 다

음 건강증진 메시지에 합하도록 문항을 수정하 다.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 원리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311

상 구분 항목

텍스트

핵심
정보

건강 관련 핵심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건강 관련 핵심 아이디어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건강 관련 글의 주제가 명확하다. 

내용의
유용성

건강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건강 관련 글에서 유익한 정보가 제시된다. 

건강정보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형식

건강 관련 글을 읽기가 편하다. 

건강 관련 글의 글자크기가 적당하다. 

건강 관련 글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충분한 여백이 있
다.

직관성

건강 관련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건강 관련 글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건강에 관한 수량 정보의 의미가 쉽게 설명되어 있다. 

시각
자료

핵심
정보

건강 관련 그림과 표가 글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 

건강에 관한 그림과 표가 글의 중심내용을 잘 요약한
다. 

건강에 관한 그림과 표가 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내용의
유용성

건강 관련 그림과 표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건강에 관한 그림과 표가 내 생활에 도움이 된다.  

건강에 관한 그림과 표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형식

건강 관련 그림과 표에서 색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건강 관련 글에서 그림과 표의 위치가 적절하다. 

건강에 관한 그림과 표의 크기가 적절하다. 

직관성

건강에 관한 그림과 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건강 관련 그림과 표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강 관련 그림과 표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표 2. 중요도 및 실행도 평가 항목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두 부분

으로 구분하여 핵심정보,내용의 유용성,형식,직 성

에 한 문항을 각각 3개씩 작성하 다.

건강증진메시지에 한인식에 향을미칠수있는

개인특성으로 성별,연령,최종학력,자녀수,직업군에

한 문항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그리고 건강정보에

한 심도와비 읽기성향을묻는문항을각각3

개씩 포함시켰다.

설문지는 2명의 헬스 커뮤니 이션 분야 문가와 6

명의 학생의검토를통해타당하지않거나모호한문

항을수정하 다. 요도와실행도에 한인식과건강

정보 심도 비 읽기성향에 해서Likert5

척도(1: 그 지않다.5:매우그 다.)로제시하

다.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α=.87∼.93으로 매우

높은 수 을 보 다.

3.3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조사는 2013년 가을에 약 2주간 실시되었다.설

문지응답에는약20분이소요되었다.수집된데이터는

코딩과정을 거쳐 모두 자 일로 변환하여 통계분석

을실시하 다. 요도 실행도와개인특성변인들에

한기술통계를실시하 다. 한, 요도와실행도간

차이가 있는지는 반복측정 t검정으로,네 가지 디자인

원리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는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

해 검토하 다.그리고 요도와 실행도를 두 개의 축

으로삼아서각디자인원리의평균치를사분면에나타

냈다.이 때 요도와 실행도의 체 평균을 기 으

로삼았다.디자인원리의 요도와실행도에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 원리의 요도와 실행도에

한 인식을 살펴본 다음에 요도-실행도 분석(IPA)

을통해사분면에서각디자인원리를시각 으로표상

하고자한다.그리고텍스트와시각자료에서각디자인

원리의 요도와실행도에 한인식에 향을미친개

인특성 변인을 보고하겠다.

1.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 원리의 중요도 및 실행도

1.1 텍스트 디자인 원리의 중요도 및 실행도

텍스트디자인원리에 한 요도와실행도인식간

에는내용유용성과형식,수량정보에 한직 성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05).[표 3]에 제시된 것처럼 핵심정보 제시와

문용어 의미에 한직 성의경우는 요도와실행

도인식간에통계 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

다.내용 유용성의 세 문항과 수량정보에 한 직 성

문항에있어서 요도가실행도보다높게나타났다.반

면형식에 한세문항에서는 요도보다실행도가높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6312

구분 항목

요도 실행도

t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핵심
정보

건강 관련 핵심정보를 쉽
게 찾을 수 있다. 

3.72 .81 3.70 .77 .32

건강에 관한 핵심 아이디
어가 반복적으로 제시된
다.  

3.56 .71 3.51 .76 .99

건강 관련 글의 주제가 명
확하다. 

3.96 .78 3.89 .78 1.41

내용의
유용성

건강에 관한 새로운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3.90 .82 3.62 .84 5.61
**

표 3. 텍스트 디자인 원리의 중요도 및 실행도 인식

건강 관련 글에서 유익한 
정보가 제시된다. 

4.01 .81 3.79 .77 4.37**

건강정보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
다.  

3.92 .79 3.74 .79 3.39**

형식

건강관련 글을 읽기가 편
하다. 

3.59 .79 3.75 .67 -2.84**

건강 관련 글의 글자크기
가 적당하다. 

3.52 .73 3.83 .66 -6.53**

건강 관련 글의 문장과 문
장 사이에  충분한 여백이 
있다.

3.40 .74 3.82 .68 -8.06**

직관성

건강 관련 전문용어를 많
이 사용하지  않는다.

3.70 .84 3.77 .73 -1.16

건강 관련 글의 의미를 직
관적으로 알 수 있다. 

3.79 .78 3.74 .76 .97

건강에 관한 수량 정보의 
의미가 쉽게 설명되어 있
다. 

3.60 .82 3.42 .74 3.46**

*p<.05, **p<.01

구분 항목

요도 실행도

t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핵심
정보

건강 관련 그림과 표가 
글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3.80 .81 3.60 0.79 3.44
**

표 5. 시각자료 디자인 원리의 중요도 및 실행도 인식

게 인식되었다.

텍스트 디자인 원리들 에서 내용의 유용성

(M=3.94,SD=.67)이 가장 요하게 인식되었다.그 다

음으로 핵심정보의 제시(M=3.74,SD=.57)와 직 성

(M=3.70,SD=.63)이 요하게 인식되었다.반면에,형

식(M=3.51,SD=.60)에 한 요성은상 으로가장

낮게 나타났다.즉,건강증진 텍스트 디자인에 있어서

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형식보다는 정보수용자가 필

요로하는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더 요하다고

인식되었다.반복측정분산분석에따르면,텍스트디자

인에 있어서 네 가지 원리들 간에 요도에 있어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F(3,282)=37.76,p<.001).사후분석

(LSD)결과,핵심정보제시와직 성 을제외한각범

주는 다른 범주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s<.05).

텍스트디자인의네가지원리가식약처웹진열린마

루 아티클에얼마나효과 으로 용되어있는지를 묻

는질문에 해 체 으로실행도가높지않은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실행도가 높은 항목은 형식(M=3.80,

SD=.53)인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내용의 유용

성(M=3.72, SD=.67), 핵심정보의 제시(M=3.69,

SD=.56),직 성(M=3.64,SD=.56)순으로 실행도가높

게나타났다.반복측정분산분석에따르면,텍스트디자

인에 있어서 네 가지 원리들 간에 실행도에 있어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F(3,279)=7.98,p<.001).사후분석

(LSD)결과,형식은나머지원리와유의미한차이를나

타냈으며,직 성 한나머지원리와유의미한차이를

나타냈다(ps<.05).

구분 평균
표
편차

Wilks’
lambda

F df1 df2

중요도

핵심정보 제시 3.74 .57

.71 37.76** 3 282
내용의 유용성 3.94 .67

형식 3.51 .60

직관성 3.70 .63

실행도

핵심정보 제시 3.69 .56

.92 7.98** 3 279
내용의 유용성 3.72 .67

형식 3.80 .53

직관성 3.64 .56
*p<.05, **p<.01

표 4. 텍스트 디자인 원리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1.2 시각자료 디자인 원리의 중요도 및 실행도

시각자료 디자인 원리에 있어서는 형식을 제외한 모

든문항에서 요도와실행도인식간에유의미한차이

가나타났다(ps<.05).[표5]에제시된것처럼핵심정보

제시와 내용 유용성,직 성에 한 모든 항목에서

요도를실행도보다높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형

식디자인에있어서는 요도와실행도에 한인식간

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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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관한 그림과 표가 
글의 중심 내용을 잘 요
약한다

3.73 .78 3.51 0.86 3.42**

건강에 관한 그림과 표가 
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를 전달한다

3.81 .70 3.46 0.85 5.69**

내용의
유용성

건강 관련 그림과 표로부
터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57 .95 3.12 .99 6.81**

건강에 관한 그림과 표가 
내 생활에 도움이 된다.  

3.64 .85 3.36 0.90 4.55**

건강에 관한 그림과 표로
부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70 .91 3.31 0.94 5.94**

형식

건강 관련 그림과 표에서 
색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
다. 

3.40 .81 3.47 0.74 -1.54

건강 관련 글에서 그림과 
표의 위치가 적절하다. 

3.49 .78 3.59 0.68 -1.97

건강에 관한 그림과 표의 
크기가 적절하다. 

3.50 .77 3.59 0.72 -1.73

직관성

건강 관련 그림과 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90 .75 3.58 0.78 5.41**

건강 관련 그림과 표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63 .85 3.49 0.88 2.41*

건강 관련 그림과 표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3.72 .80 3.39 0.89 5.23**

*p<.05, **p<.01

구분 평균
표
편차

Wilks’
lambda

F df1 df2

중요도

핵심정보 제시 3.78 .62

.74 32.662** 3 280
내용의 유용성 3.65 .77

형식 3.46 .65

직관성 3.76 .66

실행도

핵심정보 제시 3.52 .72

.83 18.972** 3 278
내용의 유용성 3.27 .86

형식 3.55 .59

직관성 3.49 .74
*p<.05, **p<.01

표 6. 시각자료 디자인 원리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시각자료 디자인에서는 핵심정보의 제시(M=3.78,

SD=.62)를 가장 요한 항목으로 인식하 다.그 다음

으로 직 성(M=3.76,SD=.66),내용의 유용성(M=3.65,

SD=.77),형식(M=3.46,SD=.65)순으로 요도가높게

나타났다.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시각자료에서도 그림

의 해상도,크기 등과 같은 형식보다 시각자료 구성에

있어내용 인 측면을 요하게 인식하는것으로나타

났다.반복측정분산분석에따르면,시각자료디자인에

있어서 네 가지 원리들 간에 요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280)=32.66, p<.001). 사후분석

(LSD)결과,핵심정보 제시와 직 성 을 제외한 각

범주는 다른 범주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ps<.05).

건강증진 메시지에 포함된 시각자료는 체 으로

실행도가높지않은것으로인식되었다.특히,시각자료

의내용유용성(M=3.27,SD=.86)의실행도가상 으

로가장낮았다.아울러직 성(M=3.49,SD=.74),핵심

정보의 제시(M=3.52,SD=.72),형식(M=3.55,SD=.59)

의실행도도낮게나타났다.반복측정분산분석에따르

면,시각자료디자인에있어서네가지원리들간에실

행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278)=18.97,

p<.001).사후분석(LSD)에서 내용 유용성은 핵심정보

제시,형식,직 성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s<.05).시각자료의 핵심정보 제시,형식,

직 성간에는실행도에있어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

2.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 원리의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앞서살펴본텍스트와시각자료에 한 요도 실

행도 인식을 요도-실행도 사분면에서 살펴보면,[그

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매트릭스

이연구에서는 요도를X축으로,실행도를Y축으로

하 으며, 심기 은 요도 평균인 3.69(SD=.80)와

실행도 평균인 3.58(SD=.79)로 상정하 다.그 결과

요도도 높고 실행도도 높은 역인 1사분면(유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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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
변인

요도 실행도

건강
심도

비
읽기

연령
최종
학력

자녀수 모형
건강
심도

비
읽기

연령
최종
학력

자녀수 모형

텍스트

핵심정보
제시

.29** .05 .03 .04 -.14* F(1,248)=12.80, 
p<.001,R2=.09

.24** .03 .09 -.09 .07
F(1,250)=15.28, 
p<.001, R2=.06

내용 유용성 .22** -.03 .00 -.00 -.13* F(1,248)=7.21, 
p=.001, R2=.06

.26** .01 .11 -.11 .04
F(1,250)=17.80, 
p<.001, R2=.07

형식 .24** .04 -.05 -.05 .01
F(1,249)=15.39, 
p<.001, R2

=.06
.13* -.03 .03 -.06 .10

F(1,250)=4.18 
p=.042, R2

=.02

직관성 .22** .10 .07 .03 -.18
** F(1.248)=9.42, 

p<.001, R2
=.07

.25
** .05 .04 -.12

* .05
F(1,249)=10.94, 
p<.001, R2

=.08

시각
자료

핵심정보
제시

.03 .24** -.05 .09 -.07
F(1,248)=15.75, 
p<.001, R2=.06

.16** -.07 .20** -.07 .02
F(1.249)=10.46, 
p<.001, R2=.08

내용 유용성 .18** .05 .08 .10 -.03
F(1,248)=8.11, 
p=.005, R2

=.03
.14* -.01 .27** -.05 .04

F(1,249)=14.20, 
p<.001, R2

=.10

형식 .18** .14* -.04 .13* -.09
F(1,246)=8.55, 
p<.001, R2=.09

.14* -.07 -.01 -.01 .05
F(1,250)=5.18, 
p=.024, R2=.02

직관성 .02 .16* .01 .07 -.07
F(1,248)=6.74, 
p=.010, R2

=.03
.17** -.06 .15* -.10 .06

F(1,249)=7.75, 
p=.001, R2

=.06

*p<.05, **p<.01

표 7. 텍스트 및 시각자료 디자인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표준화 회귀계수)

역)에는 텍스트의 내용 유용성,핵심정보 제시,직

성이포함되었다. 요도는낮은데실행도가높은 역

인 2사분면(지속유지 역)에서는 텍스트의 형식만 해

당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요도와실행도모두낮은

역인 3사분면(진개선 역)에는 시각자료의 형식

과 내용 유용성이 이에 해당하 다.마지막으로 가장

우선 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역이라 할 수 있는,

요도는 높은데 실행도가 떨어지는 역인 4사분면(

개선 역)에는 시각자료의 핵심정보 제시와 직 성

항목이 포함되었다.

3.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텍스트 시각자료 메시지 디자인에 있어서 요도

와실행도에 한인식에 향을미치는개인특성변인

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

다.그결과[표7]에나타난것처럼모든 다회귀분

석 모형이 유의미하 다.

3.1 텍스트 디자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

텍스트 디자인 원리의 요도와 실행도에 한 인식

에 향을미치는요인은주로건강 심도인것으로나

타났다.건강 심도는 텍스트 디자인에서 핵심정보제

시(β=.29,t=4.79,p<.001),내용 유용성(β=.22,t=3.49,

p=.001),형식(β=.24,t=3.92,p<.001),직 성(β=.22,

t=3.59,p<.001)의 요도에 한인식에모두통계 으

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건강

심도가높은사람이텍스트디자인에서네가지원리

가모두 요하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아울러

자녀수는 핵심정보제시(β=-.14,t=-2.31,p=.022),내용

유용성(β=-.13,t=-2.00,p=.047),직 성(β= -.18,

t=-2.95,p=.004)의 요도 인식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나타났는데,자녀수가많을수록 요도인식이낮게

나온 은 특이한 이라 할 수 있다.

실행도 인식에 있어서도 [표 7]에 제시된 것처럼 건

강 심도가 모든항목에 향을미치는변인인것으로

나타났다(ps<.05).즉,건강 심도가 높을수록 텍스트

의 실행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아울러 최

종학력이 높을수록 텍스트의 직 성(β=-.12,t=-2.00,

p=.047)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3.2 시각자료 디자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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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 디자인 원리의 요도와 실행도에 한 인

식에 향을미치는개인특성 변인은 텍스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건강 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 심

도는 요도인식에서는내용유용성과형식에,실행도

인식에있어서는네가지항목모두에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ps<.05).즉,건강 심도가

높을수록 시각자료 디자인 원리의 요도와 실행도에

한 인식도 정 으로 나타났다.

시각자료 디자인 원리의 요도 인식에서 건강 심

도는 내용 유용성(β=.18,t=2.85,p=.005)과 형식(β=.18,

t=2.65,p=.009)에유의미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아울러 건강정보에 한 비 읽기 성향도

핵심정보제시(β=.24, t=3.97, p<.001), 형식(β=.14,

t=2.06,p=.040),직 성(β=.16,t=2.60,p=.010)의 요도

인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즉,비 읽기 성

향이 강할수록 세 개의 시각자료 디자인 원리에 한

요도를 높게 인식하 다. 한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시각자료 형식(β=.13,t=2.10,p=.036)의 요도를 높게

인식하 다.

시각자료의 실행도 인식에 있어서는 건강 심도 이

외에연령이 요한 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핵심정보제시(β=.20,t=3.31,p=.001),

내용 유용성(β=.27,t=4.43,p<.001),직 성(β=.15,

t=2.48,p=.014)의실행도를높게평가하는것으로나타

났다.

Ⅴ. 논의 및 결론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 원리

가 얼마나 요한지와 재식약처에서 발행하는웹진

이 메시지 디자인 원리를 얼마나 효과 으로 용하고

있는지에 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다.이러한 목 하에

요도-실행도 분석 개인특성 변인과의 계를 종합

으로 살펴 으로써 몇 가지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

다.

우선 건강증진 메시지에 있어서 텍스트보다는 시각

자료에있어서디자인측면의개선이매우필요한것으

로 나타났다.건강증진 시각자료의 실행도는 핵심정보

제시,내용의유용성,형식,직 성의모든측면에서낮

게나타났다.이는건강증진메시지가시각자료를효과

으로 디자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픽토그램

(pictogram)이나 데이터 시각화(datavisualization)와

같은새로운시각화 략을 히활용하지못하고있

음을보여 다.비록건강증진메시지의시각자료에

한 심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음[16-18]에도 불구하고

시각자료를 내용과 정보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에 한 구체 인 략이 부족하다.

따라서 경험 연구에 기반하여 건강증진 시각자료를

효과 으로 디자인하는 원리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특히,이 연구의 요도-실행도 분석 결과에서도 나

타났듯이,시각자료의 핵심정보 표상을 우선 으로 개

선할 필요가 있다.이는 건강증진 분야에서 내용의 주

제와 련성이 은시각자료를활용하는것에 한우

려와일맥상통한다.Houts외[16]는헬스커뮤니 이션

분야에서시각자료를개발할때해당정보에 해완

히숙지하지 못한 술가가 문가의 가이드라인 없이

시각자료를개발해서는안된다는것을당부하 다.건

강정보에 한 사 지식이 없는상태에서 개발한 시각

자료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각자료의 역할이 텍스트를 미 으로장식하는 데 국

한될 수 있다.조 환 외[3]의 연구에서도 건강증진에

한 웹진에서 식의약품의 해정보에 한 72개의 아

티클 에서핵심정보를담은시각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핵심정보의 제시와 함께 시각자료의 직 성도

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선행연구에서

시각자료의직 성을강조한연구는종종찾아볼수있

다. 를들어Lipkus[17]나Fagerlin와Peters[18]은제

시해야하는정보에따라막 그래 를잘활용하는것

이 직 으로 양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고

지 하 다.시각자료가 텍스트보다 기억에 오래 남고

높은 주의집 효과를 가지기 해서는시각자료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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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디자인하는것이필요하다.그러나그 요성

에 비해서 건강증진시각자료의 직 성에 향을미치

는요인에 한연구와직 시각자료디자인 략의

효과에 한 경험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다.이러한

연구가 향후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핵심정보 제시는 시각자료뿐만 아니라 텍스트 디자

인에서도 요하다.본연구에서건강증진텍스트디자

인에있어서핵심정보 제시의 실행도가 형식이나내용

의유용성에비해낮게나타났다.건강증진텍스트에서

의핵심정보제시는오래 부터논의되어왔으나구체

인 략과가이드라인의필요성은 최근에 더 두드러

지고있다[2][10].수많은텍스트정보를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 매시간 하는 인에게있어서핵심

인건강정보를 효과 으로 악하는 것은 매우 요

하다.핵심정보 달을 한 텍스트 디자인 원리와 구

체 인 략을 개발하고 경험 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 원리의 요도

와실행도에 한인식에개인의건강정보 심도가가

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정보 심

도는 평소 건강 련 행동의 변화와 태도에 향을 주

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19]에서 메시지 디자인

과도 하게연 되어있다.이연구에서는건강정보

에 한 심이 높을수록 텍스트와시각자료의 디자인

원리가더 요하다고인식하 다. 한,제공된건강증

진 메시지가 디자인 원리를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정 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그 이외에도 연

령,자녀수,최종학력,비 읽기 성향이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의 요도와실행도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건강증진메시지를디자

인할때 정보수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개발된 메시지를 사용성평가(usabilitytest)를 통

해서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향후건강증진메시지디자인에 한인식에 향을미

치는개인특성 변인이 체계 으로연구되고 경험 연

구결과가 축 된다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개인

의 특성에 따라 건강증진 메시지를 응 으로 제공하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에 한 원리

를 심으로 일반인의 인식을 탐색 으로 조사하 고

구체 인 건강증진 메시지 디자인 방안을 논의하 다

는 에서의의를지닌다.그러나이연구의의의를더

욱 공고히 하고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이연구에서는다양한배경을지닌원격 학의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나,사례수

가 제한 이어서 일반인을 표한다고 보기에 어려움

이있다.특히설문에참여한남자의비율이매우낮았

다.향후에는 더 많은 일반인을 상으로 다양한 지역

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한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이연구에서는건강증진메시지디자인을 한

여러가지메시지디자인원리들 몇가지원리를선

별하여 요도와실행도에 한인식을살펴보았다.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연구도구로 사용한 건강증진

읽기자료의 특성이 반 된 결과일 수 있다.그 기 때

문에건강증진메시지의유형과특성에따라어떠한원

리들이더욱 요하게 용될수있는지를탐색하는것

한 후속 연구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이 연구에서는 일반 인 건강증진 메시

지를 상으로 하 으나여러 연구에서지 하고 있듯

이 어떤 해물질인지,어떤 환경과 맥락인지에 따라

건강증진메시지원리에 한 요도인식이달라질수

있다.아울러이를 달하는매체가무엇인지에따라서

도 요도에 한인식이달라질수있다.그 기때문

에 내용,환경,매체 유형별 결과를 폭넓게 조사함으로

써건강증진메시지디자인을 한원리를정교하게발

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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