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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농약의 안전보건 정보 표시는 보통 농약병의 표면에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농약의 적절한 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대부분 애매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력에 따른 가독성 실험을 통하
여 적절한 글자 크기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실험은 20대의 20명을 대상으로 근거리시력(0.6, ≥0.8), 성
별, 글자체(세고딕, 중고딕), 글자의 굵기(plain, bold), 음절수(2음절, 3음절)가 농약 표시 글자의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가독성 평가를 위한 종속변수로는 정답률이 0%가 되는 최대글자크기, 정답률 100%가 되는 최
소 글자크기, 주관적 불편도를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가독성은 근거리 시력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답률이 0%가 되는 최대 글자크기는 근거리 시력 ≥0.8에서는 2pt, 0.6에서는 2~3pt로 나타났다. 정답률 100%의 
최소가독 글자크기는 근거리 시력 0.6에서는 9pt, ≥0.8에서는 5.3pt로 나타났다. 근거리 시력 0.6과 ≥0.8의 시력에 
따른 글자 크기별 불편도는 0.6에서는 남,녀 모두 평균 15.5 pt에서 불편도 1(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음)에 도달
하였으나 ≥0.8에서는 남자의 경우 평균 8.5 pt, 여자는 평균 10 pt에서 불편도 1에 도달하였다. 농약 표시 글자 
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정보의 경우는 9 pt 이상, ‘농약’ 표시나 독성 표시와 같은 안전상 
중요한 내용의 경우는 16 pt 이상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Safety and health related information for the proper use and handing of pesticides is usually 
printed on the surface of the pesticide products in the form of texts. But, the guidelines or standards for the 
appropriate presentation of the texts for the pesticide products are most vague or not practical. Thu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preliminary guidelines for the text sizes based on the legibility experiments. To 
achieve the objective legibility evalua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test the effects of different near 
vision (0.6, ≥0.8), gender, font type(thick gothic-type and fine gothic-type), thickness of font(plain and bold), 
and number of syllables(2 and 3 syllables) in the same age group of 20s. The results showed that legibility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visual acuity (p<0.05), and no other main effec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e ‘maximum illegible size’ to read at least one word correctly in all the text conditions 
was 2 pt when the near vision was ≥0.8, and 2 pt or 3 pt when the near vision was 0.6. The ‘minimum 
legible size' for 100% correct answer was 9 pt for the near vision of 0.6, and 5.3 pt for ≥0.8, respectively. 
Mean character size does not read any discomfort in 0.6 was 15.5 pt in both male and female but male was 
mean 8.5 pt, female was 10 pt in ≥0.8. Considering these experimental results, it was recommended that 
the 16 pt or larger characters should be used the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Pesticides' or toxicity, and 
the minimum character size was 9 pt for the less important information.

Key Words : Legibility evaluation, Maximum illegible size, Minimum legible size, No discomfort size, Most 
discomfor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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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글자는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의 목적을 위
해 사용되는 도구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시각적으
로 기호화한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다량의 정보 제공
에 있어서 글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글자를 포함한 표시 문자들이 너무 작거나 잘못 디자인
되어 제시되는 경우, 사람들은 제시되는 정보를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한다[1].

가독성(legibility)이란 낱자의 형태를 식별하고 인지하
는 과정에서 독서의 쉽고 빠르기에 미치는 영향도로서
[2],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글자나 단어, 기호, 본문에 있
어서 글자 체계의 요소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어떤 문자
나 문장이 다른 것들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속성을 가지
는 문자의 세부적인 표현이다[3].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글자체, 글자 크
기, 행의 길이, 줄간 간격, 글자 간격, 획폭비, 정보의 양
과 크기, 인쇄 면적, 여백 등의 시각적 요인과 함께 대비
(contrast), 조명 등의 환경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특히 의
약품이나 농약은 잘못 사용되면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
기 때문에 사용 시 경고와 적절한 사용법의 명확한 표시
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더욱 강조된다. 

가독성과 관련된 글자 크기, 굵기, 글자체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박세진 등[4]은 한글의 글자 크기에 따
른 가독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글자 크기와 가독성의 관
계는 글자체 보다 명확하여, 글자가 클수록 가독성이 좋
아졌다. 한글의 글자체는 고딕체가 인쇄물[5]과 모니터 
표시장치[3]에서 가독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Tullis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글자 굵기는 가독성에 큰 영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 

가독성의 연구는 인쇄 매체를 이용한 연구로부터 최근
에는 다양한 종류의 VDT를 이용한 가독성 연구에 이르
기까지 그 연구의 방향과 방법이 날로 다각화되고 체계
화되었으며[5], 특히 글자 크기는 지면[7], 컴퓨터[8], 소
형 컴퓨터[9]에서 가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각종 시각 표시
장치에 표시되는 글자체와 배경색, 글자 크기에 대한 가
독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는 시야거리 50 cm에서 
식별도가 중요한 영문 대문자의 최저 높이를 약 6.6 폰트
(pont, pt), 바람직한 글자 높이는 약 8.3～9.1 pt로 규정하
였고, 의약품에 표기되는 라벨의 제목과 내용, 글자 크기
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어 있다[10]. 일본
의 JIS S 0032:2003은 고령자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표지판과 시각 표시장치에 
대한 최소 글자 크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고[11], 
유럽에서도 의약품 표시와 상품 포장 가독성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12].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취급 방법 등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제품 포장 용기 표
면, 농기계 표면 혹은 별도의 사용 설명서에 글자 혹은 
그림 문자를 사용하여 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011-17호에 따른 농약 글자에 관
한 기준에 의하면 글자 크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기
본 주의사항과 상호, 소재지는 5 pt이상, 독성 구분 등은 
6 pt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 중인 농약 50종을 대상으로 글자와 
기호 표시 현황을 조사한 연구[13]를 보면, 안전 및 기타 
주의사항, 약효에 관한 주의사항, 해독방법과 취급제한 
기준의 경우 가장 작은 글자 크기가 1 mm(약 2.8 pt), 독
성분류는 가장 작은 크기가 1.5 mm로 나타났다. 농약을 
포함한 비료/사료, 농기계 등의 글자 표시 정보를 읽는데 
불편함을 느낀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임창욱 등의 
연구에 의하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많거나 매우 많다
고 응답한 응답자는 농약이 49.4%로 가장 많았다[14]. 이
러한 정보는 안전 보건 상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작
은 글자 크기로 인해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읽기 어려운 
크기이며, 60세 이상의 노년 경영주가 전체 농가의 65%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15], 농약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자
라 할 수 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수정체의 탄력성이 
감소하므로 조절력이 감소하게 되어 40대 이상에서 노안
이 나타나게 된다[16-17]. 따라서 시력이 떨어지는 고령
자의 경우 더욱 가독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임창
욱 등의 연구[18]에서도 50～60대의 장년층의 가독성이 
청년층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농약
의 안전보건 정보 표시에서도 농업인의 고령화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약에 기재되는 문자에 대하여 
동일 대상자에서 시력에 따른 가독성 실험을 통하여 고
령화에 따른 시력의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글자 크기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안질환의 병력이 없고, 원거리, 근거리 교정시력 0.8 
이상의 20대 20명(남녀 각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
실험자의 평균 나이는 남자는 24.1±1.97세,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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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02세로 나타나 전체 평균 나이는 23.5±2.04세였다. 

2.2 실험 계획

독립변수로는 근거리 시력(0.6, ≥0.8), 성별, 글자체
(세고딕, 중고딕), 글자의 굵기(plain, bold), 음절수(2음절, 
3음절)의 5가지로 하였다. 근거리 시력은 일반적인 근용
안경의 교정시력인 0.6과 근용 정상시력인 ≥0.8으로 하
였다.

독립변수 중 성별은 between-subject 변수이며, 시력, 
글자체, 글자 굵기, 음절수는 within-subject 변수로 
mixed-factor design을 하였다. 피실험자는 시력, 글자체, 
글자 굵기, 음절수의 4가지 변수의 모든 조건 16가지 실
험을 모두 하였으며, 실험순서는 무작위로 결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정답률 0% 가독 글자 크기, 정답률 100% 
가독 글자 크기, 불편도 1(전혀 불편함이 없음)의 가독 글
자 크기, 불편도 4(전혀 읽을 수 없음)의 가독 글자 크기
였다. 

정답률 0% 가독 글자 크기는 피실험자가 4글자 모두
를 2회 연속 맞추지 못하는 경우 가장 큰 글자 크기이며, 
정답률 100% 가독 글자 크기는 피실험자가 2회 연속 4글
자 모두 맞추는 경우 가장 작은 글자 크기로 정의하였다.

2.3 실험 방법  

조도 조절이 가능한 LED 조명기구(Model No. R02TD, 
KDT, 620×620 ㎟, Korea.) 2개를 암실 천정에 설치한 철
제 프레임으로 된 암실(2200×3000×2200 ㎣)을 제작하여 
주위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였고[그림 1], 조명기구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LED 조명기구(Model No. R02TD, 
KDT, 620×620 ㎟, Korea.) 2개를 암실 천정에 설치하여 
가독성 실험 글자 카드가 설치된 곳의 조도를 KS A3011
의 일반휘도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의 조도
범위에 속하는 450 lux로 유지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가독성 글자 카드에 사용된 글자
들은 농약 샘플 15종에서 빈도수별 글자를 추출하여 2음
절 단어 366개, 3음절 단어 291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글자 카드를 제작하였다. 글자 카드에 사용된 모든 단어
들의 획수를 조사하여 평균 획수보다 높은 글자는 복잡
글자, 평균 횟수보다 낮은 글자는 단순글자로 분류하여 
하나의 글자 카드에 단순글자와 복잡글자 2글자씩 배치
하였다. 글자 카드에 사용된 글자의 크기는 2∼40 pt까지
이며 2∼20 pt는 1 pt단위, 20∼40 pt는 2 pt단위로 커지
게 하였으며, 총 29가지 글자 크기로 구성하였다. 글자 
카드는 음절수(2음절, 3음절), 글자체(중고딕, 세고딕), 글
자 굵기(plain, bold)에 따라 A, B의 두 세트를 제작하였

다. 농약에 표기되는 글자체는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1-17호에서 권고한 세고딕과 중고딕으로 선정하였다.

글자 카드는 A4용지로 제작하였으며, 높이 조절이 가
능하고 글자 카드와의 거리가 고정된 턱받이가 있는 머
리 고정 장치[그림 1]를 이용하여 모든 피실험자들이 가
독성 실험 글자 카드를 같은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
였다.

        (a) dark room               (b) head rest

[그림 1] 실험장치
[Fig. 1] Experimental setting and condition

2.2.1 실험 절차

각 피실험자에게 실험 참가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암
실에서 실험을 시작하기 전 피실험자의 원거리(5 m) 시
력과 근거리(40 cm) 시력을 측정하였다. 안경이나 콘택
트렌즈를 착용한 피실험자의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측정 
후 시험테를 이용하여 근거리 시력을 0.6과 ≥0.8의 시력
으로 교정하였다.

시력 측정이 완료된 후 무작위로 정해진 실험조건에 
각 피실험자에게 글자 카드에 제시된 글자(2음절, 3음절) 
4개를 50cm 거리에서 읽게 하였다. 글자 크기에 대한 불
편도는 1점(읽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음), 2점(읽는데 불
편함이 조금 있음), 3점(읽는데 불편함이 많음), 4점(전혀 
읽을 수 없을 만큼 불편함)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진행자
는 글자의 크기별로 피실험자가 구두로 읽은 단어의 정
답여부와 피실험자의 글자 크기에 대한 불편도를 실험기
록지에 기록하였다. 피실험자가 2회 연속 4개의 단어를 
모두 맞추고, 글자 크기에 대한 불편도가 전혀 없을 때 
해당 실험조건에서의 실험을 종료하였다. 

다수의 실험조건에 의한 각 피실험자의 피로를 경감하
기 위해서 실험조건이 바뀔 때 마다 5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으며, 한 세트의 글자 가독성 실험을 마친 후에는 
약 10분간의 휴식이 주어졌다. 

2.4 자료 분석

실험에 고려된 여러 요인들이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답률 0% 최대 가독 글자크기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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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100% 최소 가독 글자크기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SPSS Ver.12.0K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ANOVA 분석을 통해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p-value
가 0.05 미만일 때 유의한 차이로 판정하였다. 그리고 정
답률 0% 최대 가독 글자 크기와 정답률 100% 최소 가독 
글자 크기, 글자 크기별 불편도 평균의 기초 통계량을 파
악하기 위해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글자 크기에 대한 정답 수

근거리 시력 ≥0.8의 경우 정답 수 0(정답률 0%)을 초
과하는 최대 글자 크기는 3 pt였으며, 정답 수 4(정답률 
100%)가 되기 시작하는 글자 크기는 7∼9 pt로 나타났다. 
또 글자체, 글자 굵기에 의한 차이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세고딕에서는 2음절이 3음절 보다 정답 
수 4에 접근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표 1]. 

[표 1] 근거리 시력 ≥0.8의 글자 크기에 따른 평균 정답 수
[Table 1] Mean number of correct answers in near visual 

acuity of ≥0.8 

글
자
크
기 
(pt)

세고딕 중고딕
Plain Bold Plain Bold

2 
음
절

3 
음
절

2 
음
절

3 
음
절

2 
음
절

3 
음
절

2 
음
절

3 
음
절

2 0.0 0.0 0.0 0.0 0.0 0.0 0.0 0.0 

3 0.7 0.5 0.6 0.7 0.5 0.4 0.7 0.7

4 2.8 2.5 2.5 2.4 2.1 1.8 2.5 2.2

5 3.7 3.6 3.4 3.5 3.4 3.5 3.2 3.5

6 3.8 3.7 3.9 3.7 3.8 3.8 3.7 3.7

7 3.8 4.0 4.0 3.8 4.0 4.0 4.0 4.0 

8 4.0 3.9 4.0 4.0 4.0 4.0 3.9 4.0 

9 4.0 4.0 4.0 4.0 4.0 4.0 4.0 4.0 

10 4.0 4.0 4.0 4.0 4.0 4.0 4.0 4.0 

11 4.0 4.0 4.0 4.0 4.0 4.0 4.0 4.0 

12 4.0 4.0 4.0 4.0 4.0 4.0 4.0 4.0 

  

근거리 시력 0.6에서는 3～4 pt의 글자부터 정답 수 0
(정답률 0%)을 초과했으며, 정답 수 4(정답률 100%)는 
12 pt부터 근접했다. 글자체, 글자의 굵기에 따라서는 일
관성 있는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음절수에 따라서는 세
고딕에서 2음절 보다 3음절에서 정답 수 4에 빨리 도달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정답 수 0～4 사이의 글자크기 
범위가 ≥0.8에 비해 넓게 나타났다[표 2].

다음 그림 2에는 글자 크기별 평균 정답수가 2가지 시
력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근거리 시력이 0.6인 경우 정

답수 4(100%)에 접근하는 속도가 0.8이상인 경우보다 더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근거리 시력 0.6의 글자 크기에 따른 평균 정답 수
[Table 2] Mean number of correct answers in near visual 

acuity of 0.6 

글
자 
크
기
(pt)

세고딕 중고딕
Plain Bold Plain Bold

2 
음
절

3 
음
절

2 
음
절

3 
음
절

2 
음
절

3 
음
절

2 
음
절

3 
음
절

2 0.0 0.0 0.0 0.0 0.0 0.0 0.0 0.0 

3 0.2 0.0 0.0 0.1 0.0 0.0 0.1 0.0 

4 0.5 0.3 0.5 0.3 0.4 0.2 0.5 0.3

5 0.9 0.8 0.7 0.7 0.9 1.0 1.0 0.8

6 1.8 1.5 1.5 1.2 1.9 1.7 1.7 1.7

7 2.2 2.3 2.9 2.2 2.9 2.3 2.7 2.1

8 3.0 2.8 3.1 2.9 3.2 3.0 3.2 3.0

9 3.6 3.1 3.6 3.1 3.5 3.3 3.5 3.2

10 3.5 3.7 3.6 3.6 3.6 3.5 3.4 3.6

11 3.8 3.9 3.7 3.6 3.9 3.9 3.8 3.8

12 3.7 4.0 3.9 3.9 3.9 4.0 3.9 4.0 

13 4.0 4.0 3.9 4.0 4.0 3.9 4.0 4.0 

14 4.0 4.0 4.0 4.0 4.0 4.0 4.0 4.0 

15 4.0 4.0 4.0 4.0 4.0 4.0 4.0 4.0 

0

0.5

1

1.5

2

2.5

3

3.5

4

4.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Character size (pt)

M
e
a
n
 n

u
m

b
e
r 

c
o
rr

e
c
t 

a
n
sw

e
r

0.6

≥0.8

[그림 2] 근거리 시력에 따른 평균 정답 수
[Fig. 2] Mean number of correct answers according to 

near visual acuity

3.2 정답률 0% 가독 글자 크기 분석

‘정답률 0%의 가독 글자 크기’는 각 실험 조건별 결과
에서 정답률이 0%가 되는 글자크기 중 최대 글자 크기로 
구하였다. 정답률 0% 글자크기에 미치는 각 독립변수들
의 효과를 파악하기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3]. 5
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시력만 유의하여 0.6에서는 5.4 pt, 
≥0.8에서는 2.9 pt로 나타났다[그림 3]. 교호작용 중에서
는 시력×글자체만 유의하여(p<0.05) 시력 0.6에서는 세고
딕이 5.5 pt로 중고딕 5.3 pt 보다 큰 값을 나타냈으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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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0.8에서는 세고딕(2.9 pt) 보다 중고딕(3 pt)에서 더 
큰 값을 나타냈다(p<0.05)[그림 4]. 시력이 떨어질수록 글
씨체의 두께가 가늘수록 읽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Source SS df MS F p-value

시력 472.878 1 472.878 46.315 0.000** 

폰트 0.253 1 0.253 0.460 0.506 

음절수 0.378 1 0.378 0.593 0.451 

굵기 1.128 1 1.128 2.280 0.148 

시력×폰트 1.953 1 1.953 5.184 0.035*

시력×음절수 0.703 1 0.703 1.561 0.227 

시력×굵기 0.253 1 0.253 1.017 0.327 

폰트×음절수 0.003 1 0.003 0.011 0.918 

폰트×굵기 0.003 1 0.003 0.008 0.929 

음절수×굵기 0.153 1 0.153 0.331 0.572 

**:p<0.01, *:p<0.05 

[표 3] 정답률 0% 글자크기의 분산분석 결과
       (2차 교호작용까지만 표시)

[Table 3] Result of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maximum 

illegible size  according to the visual acuity 

(main  effects and two-way interac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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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근거리 시력에 따른 정답률 0% 글자크기 평균 (표
준오차)

[Fig. 3] Mean (standard error) of the illegible maximum 

character size according to the near visual ac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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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력과 글자체의 상호작용(평균/표준오차)

[Fig. 4] Interaction effect between visual acuity and font 

type (mean/standard error)

3.3 정답률 100% 가독 글자 크기 분석

‘정답률 100%의 가독 글자 크기’는 정답률이 100%가 
되는 최소 글자 크기이며, 여기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5개의 독
립변수 중 시력, 음절수(p<0.01), 글자 굵기(p<0.05)의 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호작용 중에서는 글자 
굵기×성별(p<0.01), 시력×글자, 굵기×성별이 유의하였다
(p<0.05)[표 4].

시력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근거리 시력 0.6에서는 9 
pt, ≥0.8에서는 5.3 pt로 평가되었고(p<0.01), 음절수에 
따라서는 2음절 (6.9 pt) 보다 3음절에서 7.4 pt로 더 큰 
값을 나타내어(p<0.01)[그림 5]. 글자 굵기에 따라서는 
Plain (7 pt) 보다 Bold에서 7.2 pt로서 더 큰 값을 나타내
어(p<0.05). 시력과 음절수가 정답률 100%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시력이 좋을수록, 음절수가 작을수록 가
독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Bold에서는 글자의 굵기
로 인해 글자들이 붙어 보이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Plain
의 가독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정답률 100% 글자크기의 분산분석 결과
       (2차 교호작용까지만 표시)

[Table 4] Result of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minimum 

legible size according to the visual acuity (main 

effects and  two-way interaction effects)

Source　 SS  df MS F p-value

시력 1087.812 1 1087.812 55.168 0.000** 

폰트 1.013 1 1.013 0.912 0.352 

음절수 24.200 1 24.200 22.629 0.000** 

굵기 2.812 1 2.812 4.571 0.046* 

성별 13.613 1 13.613 0.442 0.515 

시력×폰트 1.013 1 1.013 0.802 0.382 

시력×음절수 6.050 1 6.050 3.541 0.076 

시력×굵기 0.313 1 0.312 0.506 0.486 

시력×성별 0.013 1 0.013 0.001 0.980 

폰트×음절수 0.200 1 0.200 0.100 0.756 

폰트×굵기 0.112 1 0.112 0.087 0.772 

폰트×성별 0.013 1 0.013 0.011 0.917 

음절수×굵기 0.800 1 0.800 0.720 0.407 

음절수×성별 1.800 1 1.800 1.683 0.211 

굵기×성별 9.113 1 9.113 14.810 0.001** 

** : p<0.01, *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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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음절수에 따른 최소 가독 글자크기 평균 (표준오차)  

[Fig. 5] Mean (standard error) of the minimum legible siz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yllables from visual 

acuity effect

글자 굵기와 성별의 교호작용을 살펴보면, Plain에서
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Bold에서는 여자의 경우 평
균 7.6 pt, 남자의 경우는 6.9 pt에서 정답률 100%를 나타
내었다(p<0.05)[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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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글자체의 굵기와 성별의 상호작용(평균/표준오차)  

[Fig. 6]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boldness of font 

and gender(mean/standard error)

3.4 글자 크기별 주관적 불편도

근거리 시력 0.6에서의 실험 조건별 글자 크기에 따른 
불편도 평균은 남자의 경우 전혀 읽을 수 없는 불편함(점
수 4점)을 느끼는 최대 글자 크기는 3～4 pt, 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경우(점수 1점)는 13～18 pt(평균 15.5 pt)
에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전혀 읽을 수 없는 불편함
을 느끼는 글자 크기는 대부분 3～4 pt였으며, 읽는데 전
혀 불편함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14～18 pt(평균 15.5 pt)
에서 나타났다.

근거리 시력 ≥0.8에서 실험 조건별 글자 크기에 따른 
불편도는 남자의 경우 전혀 읽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
는 글자 크기는 2～3 pt였으며, 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
는 경우는 8～9 pt(평균 8.5 pt)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자
의 경우 전혀 읽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는 글자 크기는 
2 pt였으며, 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경우는 9～11 pt

(평균 10 pt)에서 나타나 0.6에 비해 전혀 읽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는 글자의 최대 크기가 많이 작아짐을 볼 
수 있다.

시력에 따른 글자 크기별 불편도 평균 역시 글자 크기
에 따른 정답 수 평균과 같이 근거리 시력 0.6일 때가 ≥
0.8일 때보다 전혀 읽을 수 없는 불편함에서 읽는데 불편
함이 전혀 없는 수준까지 이동하는데 넓은 범위를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근거리 시력 0.6과 ≥0.8의 시력에 따른 글자 크기별 
불편도에서 시력 0.6이 ≥0.8 보다 더 불편함을 나타내었
다. 0.6에서는 남,녀 모두 평균 15.5 pt에서 불편도 1(읽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음)에 도달하였으나 ≥0.8에서는 남
자는 평균 8.5 pt, 여자는 평균 10 pt에서 불편도 1에 도달
하여 남자보다 여자가 불편도 1에 근접하는 속도가 더 늦
음을 나타내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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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근거리 시력과 성별에 따른 평균 불편도
[Fig. 7] Mean discomfort according to near visual acuity 

and gender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농약제품에 기재된 2음절과 3음절 단
어에 대해서 시력에 따른 가독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 조건별 글자 크기에 따른 정답 수 평균을 보면 
정답 수 4(정답률 100%)가 되기 시작하는 글자 크기는 
0.6에서 13 pt, ≥0.8에서 8 pt로 0.6에서 정답 수 4에 가
까워지는 속도가 느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kutsu
와 동료들의 연구[19]에서 시력이 비슷한 청년층과 장년
층을 대상으로 글자의 읽는 속도를 측정한 실험에서 중
간 크기 글자의 읽는 속도는 장년층과 청년층에서 비슷
하였고, 아주 작거나 큰 글자 크기에서는 장년층의 읽기 
속도가 청년층의 70%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이 근거리 시력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에서 사용된 독립변수 중 시력의 효과는 정답률 
0%와 정답률 100% 글자 크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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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되어 시력이 더 좋을수록 가독성이 더 나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음절수의 효과는 정답률 100% 가독 글자 
크기의 분산 분석 결과에서 2음절에서 6.9 pt, 3음절에서 
7.4 pt로 나타나 2음절 단어가 3음절 단어보다 가독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창욱[14]의 음절수에 따른 
0% 가독글자 크기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2음절 단어가 
1음절 보다 가독성이 좋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난 송영웅 
등[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2음절 
단어는 1음절에 비해 단어의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글자체에 따른 가독성 차이를 살펴보면, 많은 선행 연
구들에서 글자체가 가독성에 영향을 준다고[20-22]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정답률 0% 가독글자 크기에서 시력과 
글자체의 교호작용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세고딕과 
중고딕은 0.6에서 각각 5.5 pt, 5.3 pt이고 ≥0.8에서는 2.9 
pt, 3 pt로 나타났으나 실험조건별 정답 수에서는 두 시력 
조건 모두에서 일관성 있는 글자체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세고딕과 중고딕의 글자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박세진 등[4]의 연구에서 노인
은 50 cm 거리에서는 글자체에 따라 가독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Shen et al[23]은 탐색 속도와 정확성은 글자
체와는 유의성이 없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유사하였으나, 
고딕체와 명조체를 비교한 가독성의 다른 연구들에서는 
종속변수에 따라서 글자체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1-3].

글자 굵기의 효과 또한 조건별 정답 수에서는 일관성
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정답률 100% 가독 글자 크기에서
는 Plain이 7 pt, Bold가 7.2 pt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내어 Silver와 Braun[24]의 경고 표시에서의 가독
성 실험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시력의 영향
인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리 시력에 따른 글자 크기별 불편도에서는 0.6이 
≥0.8 보다 더 불편함을 나타내어 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글자크기는 0.6에서 18 pt, ≥0.8에서는 10 pt로 나
타나 가독성을 고려한 글자크기 결정에 있어서 불편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가독성 연구들은 대부분 연령에 따른 연구들이 
선행되어, 장년층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근거리 시력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약의 주된 사용자들이 노안이 진행
되고 있는 장년층임을 고려하여, 노안 보정용 안경을 착
용한 상태를 감안한 보정시력과 청년층의 일반적인 정상
시력을 비교함으로써 고령자를 위한 농약 안전보건 정보 
표시의 가이드라인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단 대
상자 수의 부족이 한계점으로 고려되므로 추후에는 실제 
농약을 사용하는 다수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적절한 농약 표시글자의 가이드라인 설정 노력
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약에 기재된 한글 단어에 대한 가독
성을 동일 대상자에서 시력, 글자체, 글자 굵기, 음절수를 
달리하여 실험하였다. 시력에 따른 차이가 실험조건별 정
답 수 평균, 정답률 100%, 정답률 0% 글자크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불편도 측면에서도 근
거리 시력 ≥0.8보다 0.6에서 더 높은 불편도를 호소하였
다. 본 연구의 가독성 및 불편도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 
표시 글자 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정보의 경우는 정답률 100%의 최소 글자 크기 평균 이상
이 되어야 하므로 근거리 시력 0.6의 평균 글자 크기인 9 
pt 이상의 크기를 사용하고, ‘농약’ 표시나 독성 표시와 
같은 안전상 중요한 내용의 경우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하므로 근거리 시력 0.6의 읽는데 전혀 불
편함을 주지 않는 불편도 4의 글자 크기가 고려되어야 하
므로 16 pt 이상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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