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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시지 시 형에 른 해 용 성과 보습득에

한 연 : 보 수용자들  환경 식  중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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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정  시지 제시  , 스트 태  보도 료  량  정보  시각적  하  

한 포그래픽 그리고 어 고 난해한 정보  흥미 게 제공하  한 웹툰  경 식  정보  해 용 과 

정보습득에는 차 가 는지 상 용 과는 는지 하 다. 연 결과, 정보  시지 제시 과 경 식에 

 정보 해 용 에는 주 과  상 용 과가 는 것  었다. 또한 정  시지 제시 과 경

식에  정보습득에는 각각  변 에 한 주 과는 었 나 상 용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  연

결과는 정  3.0시  맞 하여 정보 수용 들에게 제공 는 정  시지 제시  정보  용 과 용  

득하  한 초 료  제공하 다는 것에  고  한다.

주제어 : 정  시지, 보도 료, 포그래픽, 웹툰, 정보습득, 해 용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lationship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information understandability and 

information acquisition level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s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in other 

words, press release in text form, infographic that visualize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and webtoon that 

helps to understand convoluted information in interesting ways.  As a result of research, it was confirmed that 

there exist both main effect and interaction effect in official message types presented by government and 

information understandability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awareness. In addition, the main effect per each 

variable was confirmed between official message types presented by government and information 

understandability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awareness;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per each variable 

was not confirmed.  Such research resul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the government with basic data in 

obtaining th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dependent of the official message types presented 

by government to the information consumer facing the era of governmen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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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정부는 정보환경 변화에 따라 자정부 시 를

이끌어가며 국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기울이고 있다.

자정보 서비스의 고도화는 국민의 알권리충족을 해

국가정보 공개 등 디지털 미디어에 따른 다양한 소통을

구 하며 이를 실 하기 한 노력은 지속화 되고 있다.

한 정부는 속한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미디어 변화

로 기존의 일방향 정보 제공에서 수용자와의 방향 커

뮤니 이션으로 이제는 정보를 갈망하는 수용자 심의

개인별 정보 제공에 을 두고 있다.

통신기술과 모바일 서비스 등 미디어의 융복합화는

정보 수용의 다양화를 실 시키기 해수직 에서

수평 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로 3.0시 의 자정부 등장이다. 자정부의 주요 목

은 수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며

빠르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1].

자정부는 1990년 웹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라는 새

로운 형태의 공공서비스로 시작된다. 먼 자정부는

정부 1.0 시 를 맞이하며 정부 심의 일방향 정보제공

과 공 주의 일 된 서비스를 제공하 다. 그 후 정

부 2.0 시 는 정보 수용자 심의 양방향 정보제공과 정

부 민간이 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3.0시 는 정보를 갈망하는 이들의 욕구해소를

해 개인 심의 정보 포털 서비스 구축과 맞춤 서비스를

구 한다는 것이다[2].

오늘날 우리는 정부와 사회 모두 거 정보화 심에

서 있다. 하루에 쏟아지는 정보의 양은 셀 수 없을 정도

로 많아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빅 데이터 시 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빅 데이터는 데이터양이 증가해서 질문과

응답시간의 허용 범 를 넘은 방 한 데이터로 기존의

일반 인 기술로는 리하기 어려운 량의 데이터군을

일컫는다[3]. 이처럼 량의 데이터를 자정부는 정보

수용자들에게 좀 더 쉽고 빠른 이해를 돕기 해 다양한

메시지 형태와 경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메시지는 정보 수용자들에게 리 공표하

기 해 텍스트를 활용한 보도기사를 기본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의 방 함과 난해함을가진 정부메

시지를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달하고자시각 요소

를 활용한 인포그래픽과 정보의 흥미성와 근성을 용의

하게하기 해 웹툰을 활용한 정보 제공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메시지를 정보 수용

자들에게 달함에 있어 효용성과 유용성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하 다. 이를 실 하기 한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해 다양하게 제공되

는 정부 메시지 유형 즉, 신뢰성과 간결성을 구축하고 있

는 텍스트 형태와 복잡한 자료를 간결하게 달하기

한 시각 표 의 인포그래픽 형태 그리고 난해한 정보

를 흥미롭고 쉽게 달하기 한 웹툰 형태가 정보 수용

자들의 이해 용이성과 정보습득에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하고자 하 다. 둘째, 개인의 심리 특성에 따른 환경의

식을 조 변수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정보의 이해 용이

성과 정보습득에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셋

째, 정부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에따른 이해 용이

성과 정보습득은 어떠한지 상호작용효과도 함께 확인하

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정부의 정책 정보성 메

시지를 달함에 있어 정보 수용자들의 이해 용이성과

정보습득을 한 기 자료 확립 시사 도출에 의의

를 두고자 한다.

2. 적 경

2.1 정  시지 제시   

정부정책을 정 으로 이끌기 해서는 정보수용자

들의 설득커뮤니 이션은 무엇보다 요하다. 이를 해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며, 정보 수용자들의 이해

와 동의를 구하고 상호작용을 하고자 다양한 보도활동을

모색한다. 정부는 오래 부터 국민들과의 커뮤니 이션

을 해 보도자료 활동에 힘써왔다.

정부 메시지를 제공하기 한 텍스트 형태의 보도 자

료는 정보 수용자들에게 알권리 제공과 정부 신뢰도를

이끌어 내기 함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수 과 지

수 향상은 정부 메시지에 더 많은 이해와 질 공감

을 요구함으로써 정부는 기존 텍스트 형태의 보도자료

외 다양한 커뮤니 이션 도구를 모색하게 된다. 그 로

정보수용자들의 욕구충족을 한 인포그래픽과 웹툰의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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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은 정보(information)와 그래픽(graphics)

의 합성어로정보나자료 는 지식등을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요소로 표 한 것이다[4]. 이는 정보를 구

체 이며 실용 으로 달한다는 에서 그림이나 사진

과는 구별된다[5]. 인포그래픽의 특징은커뮤니 이션 과

정을 통해 복잡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직 으로 달

되며, 양 인 데이터나 개념을 시각화 한다는 것이다[5].

이러한 특성은 기업과 공서 등 다수의 역에서 다채

롭게 활용되고 있다.

인포그래픽의 효과성과 활용성 연구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Peterson[6]은 정보 수용

자들의 정보회상과 주 평가를 확인하기 하여 텍스

트 형태의 정보자료와 표 그리고 그래 를 추가하는 정

보자료 등을 비교분석하 다. 연구결과 정보 회상은 텍

스트와 표를 함께 제공한 경우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는 텍스와 그래 그리고 텍스트 순으

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Plass와 그의 동료들[7]의 연구에

서는 다소 상이한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연

구는 학생들의 단어 이해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시

각 연상 정보를 제공했을 때보다 언어 연상 자료를

제공했을 때 단어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제시 방식이 다양해질수록 정보처리

가 제한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메시지의 난해함과 정보 달에서 이해도를 높

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한 방안으로만화형식의 웹

툰 활용이 차 늘어나고 있다. 1998년이후 컴퓨터의

화와 인터넷 보 의 활성화로 만화는 종이 매체에서

인터넷까지 확 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것[8]이 웹툰이

다. 웹툰의 사 정의로는 웹(web)과 카툰(cartoon, 만

화)의 합성어로써 우리나라에 정착된 고유의 웹 코믹

랫폼 통칭한다[8]. 그럼으로 웹툰은 인터넷 환경에서 사

용자들과 커뮤니 이션 하는 연재만화 형태를띠고 있다

[9].

웹툰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간단한 그림을 곁들인

만화 형식의 표 략 활용이다[10]. 이는 에피소드 형식

의 스토리를 이미지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쉽게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용자의 폭이 상 으

로 넓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10]. 셋째, 온라인 매체를 활

용하여 수용자들의 반응을 요시하는 수용자공감 콘텐

츠이다.

웹툰 연구는 개념고찰을 통한 웹툰의 산업 황 비

즈니스 모델[10, 11]등의 질 차원 연구와 이용자들의

이용동기 혹은 이용의도 등의 실증 연구들이 주를 이

루고 있다. 먼 질 연구를 살펴보면 송요셉[10]은 웹

툰 개념, 웹툰 시장 황과 특성 그리고 수익구조 부

가창출가치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랜드 웹툰과 게임

등 OSMU 사례들을 분석한후 이를 토 로 OSMU 활성

화를 한 여건이 지속 으로 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

다. 김 재[11]는 콘텐츠 산업 반에서 콘텐츠 생산자의

수익기반 강화를 해 논의되고 있는 생산자 비즈니스

모델을 웹툰 산업에 용하여, 웹툰 생산자 비즈니스 모

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 다. 김서린[12]은확장

된 기술수용모델을 토 로 웹툰 서비스에 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 이용의도 간의 계를 분석함

으로써 웹툰 서비스 이용의도를 확인하 다. 이정기와

그의 동료들[13]은 계획행동이론을 토 로 정보 추구, 오

락 근 용이성, 웹툰의 장르특성, 친구나 지인의

향, 실도피 긴장 해소 등의 이용동기는 웹툰 원작의

람의도, 웹툰의 유료 서비스 이용의도, 웹툰 련 상품

구매의도에 정 인 향이 미침을 확인하 다. 웹툰을

활용한 랜드 고효과를 확인한 류유희와 이승진[14]

은 웹툰의 오락성, 정보 제공성, 짜증요소, 상호작용성 그

리고 웹툰 요소 등이 웹툰 랜드 이미지와 구매의도에

정 향이 미친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웹툰은 오락성, 상호작용성그리

고 정보 제공성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난해

하고 방 한 정부정책 정부 메시지를 정보 수용자들

에게 효율 으로 제시 할 수 있는 커뮤니 이션 도구임

을 유추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결성을 구

축하고 있는 텍스트 형태의 보도자료, 양 데이터를 쉽

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그리고 오락성과

상호작용성을 구축하고 있는 웹툰 형태의 정부 환경정책

메시지들은 정보 수용자들의 이해용이성과 정보습득에

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2 경 식

환경은 인간을 주체로 삶의 활동 범 내지는 우리들

의 생태계나 역을 포함한다[15]. 그럼으로 환경의식은

삶의 역과 활동 범 라는 환경에 지 한 심과 환경

문제를 인식하는 특정 개인이 기꺼이 문제 해결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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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16]. 환경의식에 하여 구

도완[17]은환경에 한 불만이나 환경주의 가치, 환경운

동에 한 지지 등을 포함하는 환경과 련된 태도와 가

치 이라고 정의하 다. 이를 정리하면 환경의식은 환경

에 한 상에올바르고 제 로 된 인식이나견해, 태도

등을 의미한다. 환경의식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한

의식으로써 단기간 형성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개인

의 가치 을 형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의경험과 교육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의식에 한 연구는 인구통계학 특성과 환경

의식 에서 소비자 행동에 한 연구[18], 한경 의

식 소비행동과 라이 스타일과의 련성[19]등이 있

다. 환경의식과 련하여 윤성욱과 그의 동료들[20]은 환

경지식이 환경 친화 소비자행동과의 계를확인한 바

있다. 한 환경의식은 환경 의식 소비자행동에 매개

변인으로써 간 인 향이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

된 바 있다[21].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환경의식은 환경문제 등

에 한 인식과 여도 등에 의하여 친환경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소비자 태도가 형성되고 향이 미

침을 알 수 있다. 한 환경의식은 정부의 환경 정책과

기업의 제품생산에 따른 의사결정 그리고제품구매를 포

함한 소비에도 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환경정책을 실

하기 한 환경정보 제공에 있어서 정부 메시지가 정보

수용자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확인하기 해 환경의식에 따른 정보 수용자들의

정부메시지 습득과 이해 용이성은 어떠한지그리고 정부

의 환경정보를 제시하는 메시지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상호작용효과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3. 연 제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다변화는 정부의 정

책 홍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 의 정부는 앙

부처와 공서 심의 수직 형태로정보가 제시되었으

나 이제는 정보수용자와의 수평 소통을 해 개방 이

고 능동 인 형태로 메시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평

소통을 한 메시지 제공은 정부의 메시지 제시 유형에

도 다양성을 모색하고 있다. 그 로 정부 메시지의기본

은 정보의 신뢰성과 간결성을 함축할 수 있는 텍스트 형

태의 보도기사 자료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 고 난해

한 자료를 좀 더쉽고간결하게 달하기 한정보디자

인의 인포그래픽과 정부 정책의 여도와 흥미를 부여하

기 한 만화형식의 웹툰을 통한 정보 달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본 연구는 정부 정책 달을 한

메시지 제시 유형에 따라 정보 수용자들의 이해 용이성

과 정보습득은 어떠하며 상호작용효과는 있는지, 정부

정책 환경에 한 메시지 제공에서 수용자들의 개인

심리 특성 환경의식에 따라 정보의 이해 용이성과

정보습득은 어떠하며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 하 다. 이를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정부 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에 따

른 정보의 이해 용이성에는 차이가 있는

가?

연구문제 1-1. 정부 메시지 제시 유형에 따른 정보의

이해 용이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환경의식에 따른정보의 이해 용이성에

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3. 정보제시 유형과환경의식에 따른 정보

의 이해 용이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정부 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에 따

른 정보습득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정부 메시지 제시 유형에 따른 정보습

득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환경의식에 따른 정보습득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3. 정부 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에

따른 정보습득에는 차이가 있는가?

4. 연

4.1 실험 계  피험  정

본 연구를 한 실험자극물은 정부정보를 달하기

한 메시지 제시 유형에 따라 그리고 정부 메시지의 환

경에 한 정보수용자들의 의식 수 에 따라 이해 용이

성과 정보습득을 확인하고자 하 다. 따라서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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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한 실험자극물은 정부의 메시지 제시 형태에 따

라 텍스트 형태의 보도자료, 정보를 디자인화한 인포그

래픽과 흥미와 친근감을 구사하는 웹툰으로구성하여 실

험설계 하 다. 실험자극물은 각각의 실험집단에 2분씩

노출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다. 피험

자는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도자료, 인포그래픽,

웹툰에 한번도 노출이 되지 않은 의 M 학에 재학

인 남녀 학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피험자는

남학생 125명(48%), 여학생 137명(52%)이다. 정보유형에

따른 피험자들의 설문은 무응답과 불성실한응답을 제외

한 총 262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 다.

4.2 실험 극

본 연구는 정부의 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에 따

른 정보 수용자들의 이해 용이성과정보습득은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한 실험자극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재 제공하고 있는 ‘국민생활과 한

환경’에 한 정보를 메시지 제시 유형에 따라텍스트 형

태의 보도자료, 어려운 량의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 등으로 제시한 인포그래픽그리고 정보의

흥미와 친숙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웹툰 형식으로 제

공된 자료를 활용하 다.

한 ‘국민생활과 한 환경’이라는 메시지가 각각

의 메시지 제시 유형에서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사 조사는 학생 남녀 각각 5명

으로 구성되었으며응답자들에 3가지 유형의 실험자극물

을 모두 보여주고 실험자극물 모두 동일한 정보를 제시

하고 있는지 확인하 다. 그 결과 메시지 제시 유형 즉,

텍스트, 인포그래픽 그리고 웹툰에서 동일한 정보가 제

공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한 실험 자극물

은 [Fig. 1]과 같다.

[Fig. 1] text, infographic, webtoon

4.3 측정변수

이해 용이성은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이 정보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하여 정보의 이해 용이성은 Bae[23]의 연구에서 사용

한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재정리하여 사용하 다. 사용

항목은 ‘제시된 자료를 통해 정보를 반 으로 이해하

다’, ‘제시된 자료의 정보는 수용자에게잘 설명하고 있

다’, ‘제시된 자료는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제시된 자료의 정보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의 측정항목으로 Likert형 5 척도로 측정하 다

(Cronbach α=.843).

정보습득은 수용자가 자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빠

르고 쉽게 알게 되게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하여 정보습득은 yotika[22]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

을 본연구에맞게정리하여 사용하 다. 이들항목은 ‘제

시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쉽게 알게 되었다’, ‘제

시된 자료의 내용이 빠르고 신속하게 달되었다’, ‘제시

된 자료의 정보는 쉽게 알 수 있었다’의 측정항목으로

Likert형 5 척도로 측정하 다(Cronbach α=.817).

환경의식은 환경에 한 심, 가치, 지식그리고 환경

에 한 태도 등을 의미한다[24]. 이를 측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수 [25]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을 재

정리하여 사용하 다. 이들 항목은 ‘나는 환경이 요하

다고 생각한다’, ‘나는 평소 환경문제에 심이 있다’, ‘나

는 환경보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환경과 개발

환경이 더 요하다’, ‘나는 세계 으로 환경오염 정도

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를 Likert형 5 척도로 측정하

다(Cronbach α=.820).

4.4 

정부의 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에 따른 정보의

이해 용이성과 정보습득에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확인하기 분석도구로는 SPSS Windows

18.0 로그램을 활용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정부

의 메시지 제지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Scheffe의 사후검정도 함께 실시하 다. 환경의식에 따

른 정보의 이해 용이성과 정보습득을 확인하기 하여

피험자들을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

하 다. 피험자 분류는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 상 25%,

낮은 집단은 하 25%로 기술통계 4분 편차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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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변수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하여 항목들의

내 일치도는 Cronbach α 계수를 활용하 다.

5. 연  

5.1 정  시지 제시 과 경 식에 

     정보  해 용

본 연구는 정보 수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달 할 경우

텍스트 형식, 인포그래픽 형식, 웹툰 형식 그리고 정보의

환경의식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른 정보의 이해 용이성

은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환경의식

은 4분 편차를통해집단을 분류한후 분산분석을 실시

하 다. 그 결과 <Table 1>, <Table 2>와 같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Information Understandability according

to Government’s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and Environmental

Awareness -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Environmental

Awareness
M(SD)

text

Environmental

Awareness Low
2.97(.56)

Environmental

Awareness High
3.11(.99)

infographic

Environmental

Awareness Low
3.07(.62)

Environmental

Awareness High
3.84(.59)

webtoon

Environmental

Awareness Low
2.87(.83)

Environmental

Awareness High
3.40(.83)

<Table 2> Information Understandability according

to Government’s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and Environmental 

Awareness – ANOVA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A)

4.101 2 2.050 3.844*

Environmental

Awareness(B)
8.513 1 8.513

15.960

***

(A) * (B) 3.467 2 1.733 3.250*

Error 88.010 165 .533

Total 1 891.125 177

*p<.05, ***p<.001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Mean difference Standard error

text
infographic -.37* .13

webtoon -.06 .13

infographic
text .37* .13

webtoon .31 .14

webtoon
text .06 .13

infographic -.31 .14

*p<.05

<Table 3> Information Understandability according

to Government’s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 Scheffe’s 

Post-hoc Analysis

Source
text infographic webtoon

F
Post-hoc

analysisM(SD) M(SD) M(SD)

Official

Message

Presentati

on Types

3.03

(.86)

3.40

(.71)

3.09

(.86)
3.844* a<b, c

*p<.05 a=text, b=infographic, c=webtoon

<Table 4> Information Understandability according

to Government’s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 Post-hoc Analysis   

5.1.1 정  시지 제시 에  정보  

      해 용

정부의 메시지 제시 유형이 텍스트냐, 인포그래픽이

냐, 웹툰이냐에 따른 수용자들의 정보 이해 용이성에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분산분석 결과 정

부의 메시지 제시 유형에 따른 수용자들의 정보 이해 용

이성에는 부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F=3.844, p<.05). 정부의 메시지제시 유형에 따른

정보의 이해 용이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체 으

로 살펴보고자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그 결

과, 인포그래픽 유형(M=3.40, SD=.71)은 텍스트 유형

(M=3.03, SD=.79)보다 정보의 이해 용이성이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포그래픽 유

형(M=3.40, SD=.71)과 웹툰 유형(M=3.09, SD=.86), 텍스

트 유형(M=3.03, SD=.79)과 웹툰 유형(M=3.09, SD=.86)

에는 정보 이해 용이성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 다<Table 3>,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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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경 식에  정보  해 용

정보 수용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른

정보의 이해 용이성에는 차이가 있는지확인하고자 분산

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의식에 따른 정보

의 이해 용이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F=15.960, p<.001).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의

식이 낮을 때(M=2.97, SD=.67)보다 환경의식이 높을 때

(M=3.42, SD=.88) 정보의 이해 용이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

의식에 따른 정보의 이해 용이성에는 주효과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5.1.3 정  시지 제시 과 경 식에 

       정보  해 용

정부의 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에 따른 수용자

들의 정보의 이해 용이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Table 1>

과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 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의 고, 에 따른 정보의 이해 용이성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3.250,

p<.05). 연구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정보의 환경의

식이 높은 수용자들은 인포그래픽 형태의 메시지 제시

유형(M=3.84, SD=.59)에서 정보 이해 용이성이 가장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웹툰(M=3.40, SD=.83)

과 텍스트 형태의 메시지 제시 유형(M=3.11, SD=.99)으

로 확인되었다. 정보의 환경의식이 낮은 수용자들 한

인포그래픽 형태의 메시지 제시 유형(M=3.07, SD=.62)이

정보 이해 용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

음으로는 웹툰(M=2.98, SD=.83), 텍스트 형태의 정보유

형(M=2.97, SD=.56)으로 확인되었다. 한 정보 환경의

식이 높은 수용자들은 환경의식이 낮은 수용자들 보다

정보 이해 용이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

에 따른 정보 이해 용이성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Fig. 2] Information Understandability according 

to Government’s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and Environmental Awareness

5.2 정  시지 제시 과 경 식에 

      정보습득

정부 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에 따른 수용자들

의 정보습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Table 5>와 <Table 6>과

같다.

<Table 5> Information Acquisition according to 

Government’s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and Environmental Awareness –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Environmental Awareness M(SD)

text
Environmental Awareness Low 2.81(.68)

Environmental Awareness High 3.22(1.06)

infographic
Environmental Awareness Low 3.06(.58)

Environmental Awareness High 3.71(.58)

webtoon
Environmental Awareness Low 2.75(.56)

Environmental Awareness High 3.29(.91)

<Table 6> Information Acquisition according to 

Government’s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and Environmental 

Awareness - ANVA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A)

5.720 2 2.860 5.326**

Environmental

Awareness(B)
13.658 1 13.658

25.434

***

(A) * (B) .130 2 .065 .121

Error 88.605 165 .537

Total 802.222 177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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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Mean difference Standard errors

text
infographic -.34* .13

webtoon .05 .14

infographic
text .34* .14

webtoon .39* .14

webtoon
text -.05 .13

infographic -.39* .14

*p<.05

<Table 7> Information Acquisition according to 

Government’s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 Scheffe’s Post-hoc Analysis

Source
text infographic webtoon

F
Post-hoc

analysisM(SD) M(SD) M(SD)

Official

Message

Presentatio

n Types

3.00

(.89)

3.34

(.66)

2.95

(.74)
5.326** a<b, c

**p<.01 a=text, b=infographic, c=webtoon

<Table 8> Information Acquisition according to 

Government’s Official Message 

Presentation Types - Post-hoc Analysis  

5.2.1 정  시지 제시 에  정보습득

정부의 메시지 제시 유형이 텍스트냐, 인포그래픽이

냐, 웹툰이냐에 따른 수용자들의 정보습득에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다. 그 결과 <Table 5>와 <Table 6>과

같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메시지 제시유형에 따른 수

용자들의 정보습득에는 부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5.326, p<.01). 이러한 분석결과

를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수용자들은 메시지 제시 유형의 텍스트

(M=3.00, SD=.89)보다 인포그래픽(M=3.34, SD=.66)에서

정보습득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인포그래

픽(M=3.34, SD=.66)을 통한 정보습득은 웹툰(M=2.95,

SD=.74)을 통한 정보습득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텍스트 유형(M=3.00, SD=.89)

의 정보습득과 웹툰 유형(M=2.95, SD=.74)의 정보습득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Table 7>, <Table

8>.

5.2.2 경 식에  정보습득

환경의식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른 환경 련 정보습득

에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Table 5>와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환경의식에 따른 정보습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25.434, p<.001). 연구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환경의식이 높을 때(M=3.40,

SD=.85)가 낮을 때(M=2.85, SD=.65)보다 환경 련 정보

습득이 더 높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환경의식에 따른

정보습득에서는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2.3 정  시지 제시 과 경 식에 

       정보습득

정부의 메시지 제시 유형이 텍스트냐, 인포그래픽이

냐, 웹툰이냐와 정보의 환경의식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

른 정보습득에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F=.121, p=.886). 그 결과 <Table 5>와

<Table 6>과같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메시지제지 유

형과 환경의식에 따른 수용자들의 정보습득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메시지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에 따른 정보습득에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지 않음을 확인하 다.

6. 논

정부 메시지 형태의 기본은 텍스를 활용한 보도가사

형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 하고 어려운 정보를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달하기 해 정보 디자인의 인포그

래픽과 정부 메시지의 흥미도를 높이며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기 한 만화형식의 웹툰도 함께 활용하기 시작했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에서 달하고자 하

는 메시지의 제시 유형과 환경의식에 따라 정보 수용자

들의 이해 용이성과 정보습득에는 차이가 있는지, 상호

작용효과는 어떠한지 확인하 다. 이를 확인하기 한

실험자극물은 최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환경

청에서 제시하고있는 환경 련 정책 자료를사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시지 제시 유형 텍스트형태의 자료보다정

보를 디자인화 한 인포그래픽 형태의 자료가 정보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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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신속하게 달하며 쉽게 이해할 수있다는것을 확

인하 다. 그러나 인포그래픽 유형과 웹툰 유형, 텍스트

유형과 웹툰 유형에는 정보 이해 용이성에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와 정보 수용자들의 소통 그

리고 이들의 알권리를 한 커뮤니 이션도구로는 텍스

트 보다 인포그래픽이 더 유용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둘째, 정보 수용자들의 환경의식에 따른 정보 이해 용

이성은 환경의식이 낮을 때보다 환경의식이 높을 때 정

보 이해 용이성이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환경문제에 한 심과 지식인 높거나 환경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수용자들은 그 지 않은 정보

수용자들보다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정보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정부정책 는 정부메시지를 좀더 쉽게받아들

이고 이해하기 해서는 정보 수용자들의 지식과 태도

등이 요하게 향이 미친다는 것을확인하 기에 이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셋째, 메시지 제시 유형과 정보 수용자들의 개인 심리

특성인 환경의식에 따른 정보의 이해 용이성을 확인

한 결과 환경에 심이 높고 환경의 요성을 높게 의식

하는 수용자들은 인포그래픽 형태의 정보가웹툰과 텍스

트 유형의 메시지 보다 정보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

이 되었으며 정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

음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는 정보의 흥미와 친숙성을

갖춘 웹툰으로 확인되었으며 텍스트 형태의메시지는 정

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하 다.

정보수용자 환경에 한가치그리고환경 지식과

여도가 낮은 이들 한 정보를 그래픽이나 그림으로 디

자인한 인포그래픽 형태의 메시지가 설명이잘되어 있으

며 반 으로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환경의식이 높은 수용자들은 환경의

여도와 가치 그리고 지식이 낮은 정보 수용자들보다

환경에 한 정보를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정부의 정책 공표 는 정부 메시지를 제

시함에 있어 정부 정책과 메시지의 여도 그리고 련

지식을 높이기 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사료 드리

는 바이다.

넷째, 정부의 메시지가 방 하고 난해한 경우에는 텍

스트를 통한 정보 제시보다는 그림과 그래 를 활용한

인포그래픽에서 정보를 제시할 경우 메시지내용이 쉽고

신속하게 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텍스트

유형의 정부 메시지와 웹툰 형태의 정부 메시지는 정보

습득에서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

는 정부의 정책공표 혹은 정부메시지를 홍보등을통한

정보 수용자들의 정보습득은 난해한 정보를 시각화한 인

포그래픽이 가장 효과 임을 확인하 기에 정부 메시지

달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 하는 바이다.

다섯째, 개인의 심리 특성인 환경의식이 높으냐, 낮

으냐에 따른 정보습득은 평소 환경문제에 심이 있으며

환경보 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수용자들이 환경

의식이 낮은 정보 수용자들 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이러한결과는 정부 메시지 제시에 있어 개

인의 심리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

다.

본 연구의 한계 과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한 실험자극물은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

경오염에 한 보도자료이다. 정부 메시지의 이해 용이

성과 정보습득을 확인하기 하여 정부 메시지를 환경부

보도자료 만으로 확인하 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무

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

기 에서 제공되는 보도자료도 함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를 한 실험 자극물

의 보도자료는 국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로써 정보

의 신뢰성에 따라 연구결과는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 메시지의 신뢰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자극물의 신뢰성과 사 지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제

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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