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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legibility of one-syllable Korean characters with the participation of sixteen
subjects. The experiment considered nine factors including age (young and old), gender (male and female), illuminance
(150lx and 600lx), viewing distance (50cm and 200cm), material type (paper and LCD), typeface (Ming and Gothic),
thickness (plain and bold), color contrast (black letter/white background and white letter/black background), and complexity
(simple, complex, and number) to examine main effects with a 26-3×3 fractional factorial design.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minimum character size of 100% correctness, maximum character size of 0% correctness, and minimum character size
of comfortable reading preference. The results of analysis of variance (ANOVA) revealed that age, illuminance, viewing
distance and complexity were significant for all dependent variables, except gender which was significant only for the
minimum character size of comfortable reading preference. In general, the young could see twofold smaller size letters than
the elderly. The subjects could see smaller sized letters with the illuminance of 600lx and viewing distance of 50cm than
150lx and 200cm, respectively and also with numbers, simple characters, and complex characters in that ord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characterized about the legibility of Korean characters and be good resources for developing its standard.
Keyword: Legibility, Korean, Legible character size, One-syllable, Number

1. 서

론

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상회하여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20.8%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통계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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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의 감각, 인지, 운동 등

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14pt 글자 크기에서 가

생체적인 기능들이 감퇴하게 된다. 인간의 신체 기능 중 시

독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자를 위한 Online Text상의

력은 정보를 인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령

글자 크기로서는 14pt 글자 크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의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기관 중 하나이다. Gittings

또한 Arial, Serif, Sans Serif 알파벳 폰트를 기반으로 글

and Fozard(1986)의 연구에 의하면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자의 굵기와 배경색에 대한 가독성 실험 연구에서는 글자의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시각(Visual Acuity)이 감소하는 추세

굵기와 배경색은 일반적으로 가독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를 보여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45세를 전후로 시력이

았으며, 다소 작은 알파벳 폰트는 지양함이 좋은 것으로 나

감퇴되는 노안현상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

타났다(Tullis et al., 1995).

법을 찾게 된다(Fisk et al., 2004). 노화로 시력이 감퇴하였

국내에서도 기존에 가독성에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거나 선천적으로 시력이 낮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글자

었지만 아직 다양한 자료와 표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문자를 인지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게 되며 이는 중요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VDT 환경에서 글자색과 바탕색의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치명적인 위험

휘도 단계에 따른 가독시간과 피로도를 측정하여 휘도대비

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와 가독성 사이에는 단순한 선형 관계가 아닌 2차함수 관

글자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기능뿐만 아

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으며(이수진과 김진우, 2007), 황

니라 보다 효율적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가능하

우상 등(1997)의 연구에서는 글자체와 글자 크기에 따른

게 해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글자나 문자를 인식하는 정

수행도와 피로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외에도 해설판의

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가독성(Legibility)이라 한다(Sanders

안내문, 차량 번호판, 도로 표지판에 대한 가독성 관련 연구

and McCormick, 1993). 가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대부분이며,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최소 글자 크기 및

요인은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간격, 배경색, 글자색, 시야

시각이 아닌 적정 글자 크기에 국한되었다(김상오, 2007;

거리, 조도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McLean,

이기영 등, 2006; 정성재, 1995).

1965; Vanderplas and Vanderplas, 1980).

기존 국내의 가독성 연구는 특정한 환경에서의 가독성에

일부 제품에서는 시력이 낮은 사용자를 고려한 설계로 가

대하여 실제 제품설계 시 적용도가 높은 좋은 정보를 주고

독성이 높은 큰 글자가 이용되지만, 이는 보통 시력의 사용

있지만,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한 최소 가독 글자 크기 관련

자에게는 거부감을 유발시켜 제품이 일반화되지 못하는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계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한글 1음절 글자

할 때 시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가독성을 제공하면서

의 최소 글자 크기에 관련된 가독성 연구를 위하여, 청년층

보통 시력의 사용자에게도 최대한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적

(20대)과 장년층(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

절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글

다. 가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하

자 크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너무 큰 문자나 숫자를

여 이 인자들이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일상 제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의 사용자가 인지

품과 VDT 표시장치에 표기되는 글자 크기에 대한 표준설

할 수 있는 최소 가독 글자 크기를 사용한다면 글자가 크기

계지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때문에 발생하는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정보 제공에

2. 연구 방법

이용되는 각종 시각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배경색과 글자체,
글자 크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시각 표시장치에 사용되
는 글자체의 최소 글자 크기에 대한 지침을 유형별로 제시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 외 7가지 인자들(조도, 시야거

하고 있다(Japan Industrial Standard, 2003). 이 같은 일본

리, 제시방식, 글자체, 글자굵기, 색대비, 글자유형)을 고려

의 표준은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표준이다(Sagawa

하여, 정답률 100% 최소 글자 크기, 정답률 0% 최대 글자

et al., 2003; Sagawa and Itoh, 2006). 미국 또한 부분적

크기, 읽기 편한 선호도의 최소 글자 크기를 비교 연구하여

으로 의약품에 표기되는 라벨의 제목과 내용, 글자 크기에

가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파악하였다.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2.1 피실험자

Bernard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VDT 환경에서 글자체와 글자 크기에 따른 가독성과 주관적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과 장년층 남·여 각각 4명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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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연령대 별 피실

2003)에서 빈도수 별 글자들을 추출하여 1810개 중 비완

험자들의 특성(평균연령, 보정한 평균양안시력)은 표 1과

성형 음절 18개를 제외한 완성형 음절인 상용글자 1792

같다.

개를 사용하였다. 실험 인자 중 하나인 글자유형을 위해 받
침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획수에 따라 정규분포를 구하여

표 1. 연령대별 피실험자 특성
연령대
청년층

장년층

성별

n

연령(편차)

양안 시력(편차)

남

4

25.0(0.82)

1.35(0.17)

여

4

23.0(2.83)

1.23(0.21)

남

4

63.5(11.09)

1.10(0.12)

여

4

62.5(5.80)

0.83(0.26)

획수가 6획 이하는 단순글자, 7획 이상은 복잡글자를 선정
하여 해당 유형에서 랜덤하게 글자를 추출하여 카드를 제작
하였다.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피실험자들은 적절한 시력을 유지
하며, 노안을 제외한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5m 방식의 시력측정

그림 2. 실험에서 사용된 글자 카드 예
(왼쪽: 단순글자, 중간: 복잡글자, 오른쪽: 숫자)

검사표를 이용하여 피실험자의 시력을 측정하되, 만약 피실
험자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할 경우 렌즈 보정 시력

2.3 실험계획

을 측정하였다(Mclean, 1965).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시장

2.2 실험장비

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조사, 분류하여 사용 빈도가 높
은 변수와 수준을 우선적으로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표 2).

ᆨ자 프레임과 암막천으로 암실을 구축하고 내부 인테리

조도의 수준은 한국 산업규격 조도기준(KSA3011)을 따라

어는 흰색 천과 장판을 사용하여 피실험자들에게 편안한 환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밝은 환경의 수준에 해당하는 600lx

경을 구축하였다. 턱받이가 있는 머리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와 어두운 환경에 해당하는 150lx로 설정하였다. 시야거리

피실험자의 눈과 제시되는 글자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

의 경우 박세진(2007)과 이수진(2007)의 연구를 참조하

하였으며, 암실 내부 실험 환경의 조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였으며, 제시방식의 수준으로서 비전기적 비발광성 표시장

암실 천정에 LED 조명기구(KDT, Model No. R02TD 620

치인 종이와 전기적 발광성 표시장치인 LCD 모니터를 기

×620)를 설치하였다(그림 1).

준으로 설정하였다. 글자체와 색대비 수준은 1087가지의
의약품, 식료품, 제품 설명서 등의 샘플을 추출하여 빈도수
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글자굵기의 수준은 기본 글자체인
Plain과 두꺼운 글자체인 Bold로 설정하였으며, 글자유형의
기준은 2.2절에서 제시하였듯이 한글 모·자음의 빈도수
별 분포에 의거하여 단순글자(2~6획), 복잡글자(7~15획)

표 2. 가독성 평가를 위한 실험 인자
독립변수

수준

연령

청년층(20대), 장년층(50대 이상)

성별

남, 여

조도

150lx, 600lx

160~80pt는 8pt간격, 80~40pt는 4pt간격, 40~20pt는

시야거리

50cm, 200cm

2pt간격, 20~2pt는 1pt간격으로 설정하여 하나의 글자 카

제시방식

종이, LCD

드 세트당 총 49장의 무광택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글자체

명조체, 고딕체

2와 같이 한 장의 글자 카드에는 글자 크기가 같은 4개

글자굵기

Plain, Bold

의 1음절 글자들을 사용하였으며, 글자 카드에 사용된 글

색대비

검정글자/흰바탕, 흰글자/검정바탕

자들은 한국 현대 소설의 어휘 조사 연구(국립국어연구원,

글자유형

단순글자, 복잡글자, 숫자

그림 1. 암실 내부 및 머리고정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된 글자 크기는 160pt부터 2pt였으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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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6명의 모든 피실험자들은 다수의 독립변수에 의한 많은
실험조건을 줄이기 위하여, 26-3×3 일부실시법(Fractional
Factorial Design)을 실시함으로써 피실험자당 24개의 실

1음절 한글과 숫자의 가독성에 대한 '정답률 100% 최소

험조건에 참여하여, 각 인자들에 대한 주효과를 파악하였으

글자 크기', '정답률 0% 최대 글자 크기', '선호도 4(읽기 편

며, 교호작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함)의 최소 글자 크기'를 비교 연구하기 위하여, 9가지 독립

1음절 한글에 대한 가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변수에 대해서 통계프로그램(SAS Ver. 9.1)을 사용해 기술

서는 한 카드에 제시한 동일한 크기 4개의 글자를 모두 읽

적 통계치인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를 구하고, 주효과 분산

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중 가장 작은 글자 크기인 '정답률

분석(α=0.05)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이 최소 글자 크기에

100% 최소 글자 크기', 4개의 글자를 모두 틀리거나 읽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수 없는 글자 크기 중 가장 큰 글자 크기인 '정답률 0% 최
대 글자 크기', 5점 척도에서 4점(읽기 편함)을 선택한 글자

3.1 정답률 100% 최소 글자 크기

크기 중 가장 작은 글자 크기인 '선호도 4의 최소 글자 크
기'로 설정하였다.

정답률 100% 최소 글자 크기에 대하여 주효과 분산분석
결과 9가지 독립변수 중 연령(p<0.01), 조도(p<0.05), 시

2.4 실험절차

야거리(p<0.01) 그리고 글자유형(p<0.01)이 가독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그 외의 변수들은 통계

피실험자들에게 실험참가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실험의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목적과 실험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실험에 임

연령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의 평균은 청년층 10.76pt,

하기 전, 암실 외부에 마련된 시력측정검사표를 이용하여

장년층 16.66pt였으며, 조도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의 평균

우안, 좌안, 양안의 순서로 시력을 측정하였다. 안경이나 콘

은 600lx에서 12.74pt, 150lx는 14.69pt였다. 또한 50cm

택트렌즈를 착용한 피실험자의 경우에는 보정 시력을 측정

와 200cm 시야거리에 대해서 각각 8.96pt와 18.48pt였으

하였다. 실험진행자가 제시한 5개의 숫자와 Landholt ring

며, 글자유형별로 숫자(10.13pt)는 글자(단순: 14.47pt, 복

차트 5개중 3개 이상을 맞추었을 경우를 피실험자의 시력

잡: 16.63pt)보다 다소 작은 글자 크기까지 읽을 수 있는

으로 인정하였다(McLean, 1965).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

시력측정을 마친 후, 암실 내부에서 무작위순으로 정해진
실험조건 순서에 따라 일정한 거리의 종이 또는 LCD 모
니터 상에 큰 글자(160pt)부터 작은 글자(2pt) 순으로 글
자 카드를 피실험자에게 제시하였다(Kuntz et al., 1950;
Tomioka, 2007). 피실험자는 제시된 글자를 읽고 주관적
인 선호도(1: 매우 읽기 불편함, 3: 보통, 5: 매우 읽기 편함)
를 구두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반응시간에 제약
은 두지 않았다.
만약 제시한 글자가 다른 글자와 혼동되는 경우(예: 닮,
곪, 끓 등), 피실험자 앞쪽에 놓인 메모용지에 해당 글자를

그림 1. 암실 내부 및 머리고정장치

필기구로 적는 형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실험진
행자는 피실험자들에게 제시한 글자에 대한 정답오류 여부
를 실험용지에 기록한 뒤, 다음 크기(pt)의 글자 카드에 대
한 가독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시된 해당 글자 크기의 4
글자를 2회 연속 모두 읽지 못하거나 2회 연속 모두 틀린

그림 3. 정답률 100% 최소 글자 크기

경우, 해당 실험조건에서의 실험을 종료하였다.
다수의 실험조건에 의한 피실험자의 눈을 비롯한 생리적

3.2 정답률 0% 최대 글자 크기

인 피로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실험조건이 바뀔 때 마다 약
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으며, 12(24/2)번의 실험조건을 마
친 후에는 약 15분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였다.

정답률 0% 최대 글자 크기에 대하여 주효과 분산분석
결과 정답률 100% 최소 글자 크기와 동일하게 연령(p<

한글과 숫자 낱글자의 가독성에 미치는 주요 요인 평가 5

第 28 卷, 第 4 號, 2009. 11. 30

0.01), 조도(p<0.05), 시야거리(p<0.01) 그리고 글자유형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정답률 100% 최소 글자

(p<0.01)이 가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크기는 선호도 4의 최소 글자 크기보다 평균적으로 4.88pt

그 외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작게 분석되었다.

그림 4와 같이 연령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의 평균은 청
년층 7.18pt, 장년층 12.03pt였으며, 조도에 따른 최소 글
자 크기의 평균은 각각 8.88pt(600lx)와 10.44pt(150lx)
였다. 또한 50cm와 200cm 시야거리에 대해서 각각 6.02
pt와 13.17pt였으며, 글자유형별로 숫자(7.44pt)는 단순글
자(10.00pt)보다 다소 작은 글자 크기까지 읽을 수 있었으
며, 단순글자는 복잡글자(11.43pt) 보다 작은 글자 크기까
지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 선호도 4의 최소 글자 크기

4. 결론 및 검토

본 연구에서 1음절 한글과 숫자의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그림 4. 정답률 0% 최대 글자 크기

주요 인자들의 특성 및 최소 가독 글자 크기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실험자들에게 평상 시 안경이나

3.3 선호도 4의 최소 글자 크기

렌즈 착용자는 렌즈 보정 시력을 사용하여 실험에 임하도
록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른 최소 가독

주관적인 선호도 4(읽기 편함)의 최소 글자 크기에 대

글자 크기는 정답률 100% 최소 글자 크기와 정답률 0%

하여 주효과 분산분석 결과 9가지 독립변수 중 연령(p<

최대 글자 크기 그리고 읽기 편함 선호도 최소 글자 크기

0.01), 성별(p<0.05), 시야거리(p<0.01) 그리고 글자유형

에 대해 모두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최소 가독 글자

(p<0.05)이 가독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크기는 평균적으로 청년층이 장년층에 비해 약 2배 정도

그 외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더 작은 글자 크기까지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와 같이 연령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의 평균은

Charness and Dijkstra(1999)는 연령대 별로 휘도 변화

청년층 15.45pt, 장년층 21.94pt였으며, 성별에 따른 최소

에 따른 가독성에 대한 연구에서, 전화번호부 책에서 전화

글자 크기의 평균은 각각 남성 16.23pt, 여성 20.61pt였다.

번호를 찾는 작업은 연령이 높을수록 전화번호의 탐색시간

또한 50cm와 200cm 시야거리에 대해서 각각 12.60pt와

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Sagawa et al.(2003)에

23.59pt였으며, 글자유형별로는 숫자 15.82pt, 단순글자

따르면 시력을 보정하여도 시야거리의 변화에 따른 시력의

19.25pt, 복잡글자 20.15pt 순으로 분석되었다.

변화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

가독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 종속변수 중 실제 정답률

령의 증가에 따른 시력의 감퇴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에 의

100% 최소 글자 크기와 주관적인 선호도 4의 최소 글자

한 시력보정을 하더라도 시각적 정보 획득에 영향을 미치고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비교분석하기 위

있음을 의미한다.

하여, 두 그룹간 거리에 따른 쌍체검정(Paired t-test)을

박세진 등(2007)의 연구에서는 연령별 거리 변화에 따른

수행하였다. 50cm, 200cm 거리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적정 가독 글자에 대하여 20대는 각각 8pt(50cm), 22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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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cm)였으며, 60대는 14pt(50cm)와 32pt(200cm)였

로 실시되어 왔으나,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거리 변화에 따른 정답률 100%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조

최소 가독 글자 크기에 대하여 각각 청년층은 6.20pt

건하에서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본적이며 다양한 데

(50cm), 15.00pt(200cm)였으며, 장년층은 11.78pt(50cm)

이터베이스 구축은 향후의 한글 관련 가독성 연구와 한글

와 22.00pt(200cm)로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해 평균적으

최소 가독 글자 크기 표준 수립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로 약 5pt 더 작은 글자 크기로 파악되었다. 이는 본 연구

기대한다.

에서 제시한 글자 크기의 간격은 160~80pt는 8pt간격,
80~40pt는 4pt간격, 40~20pt는 2pt 간격, 20~2pt는 1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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