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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알베르토 카이로의 정보시각화 모델을  이용하여 인포그래픽의 동향을 연구하였다. 우선 OECD 가입한 국가를 대

상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많은 곳의 인포그래픽을 수집하였다. 원활한 분석을 위해 다루고 있는 정보가 동일한 샘플을 수

집하였고, 대한민국의 인포그래픽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각국의 인포그래픽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래픽 내용의 깊이가 

얕고 심플한 성향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담고 있는 인포그래

픽의 특수성과도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결과였다.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재난, 안전 등에 대해 대

응하기 위한 행동 지침의 인포그래픽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studied the trend of infographic using Alberto Cairo's information visualization model. First of all, infographic for 
countries with a large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was collected for countries that have joined the OECD. For the 
purpose of analysis, inforgraphic samples containing the similar inform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n, the infographic of 
Korea was also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samples. In general, remarkable features were found, which can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the specificity of the infographic containing action guidelines for preventing or coping with dise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setting up a guideline for  the development of infographic of action 
guidelines to respond to not only diseases such as Corona 19, but also disasters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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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재난 문제는 늘 사람의 생명과 재산

을 위협하는 문제이다. 국가는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의 특성을 파악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1].
사람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심하면 생명을 잃기도 

한다.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해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위기대응에 대한 방

향을 제시하고, 국민이 그 지침에 따라 습관이 잘 형성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을 봤을 때, 일반적인 그림이나 사진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2]. 얽히고 설킨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감춰진 보석을 

추출하고 다듬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인포그

래픽(Infographics)의 역할이다[3]. 복잡한 정보를 빠르고 명확

하게 설명해야 하는 기호, 지도, 기술 문서 등에서 사용된다[4].
인포그래픽은 정보의 종류와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내

러티브 구조를 바탕으로 한 표현기법에 따라 이미지형 인포그래

픽,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모션인포그래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이와 다른 관점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개념에 따

라 분류하기도 하는데, 빅데이터를 다루는 인포그래픽의 경우에

는 지도 유형, 주제 유형, 흐름 유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5].
배윤선의 연구에 따르면, 인포그래픽의 활용에 있어서는 활

용 분야는 인포그래픽 검색서비스, 인포그래픽 보도, 인포그래

픽 마케팅, 새로운 디지털라이프의 제안 등이 제시되었다[6]. 
또한, 활용에 있어서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공공 분야와 비공공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 분야에서는 정부의 부처별로 공공 

분야의 활용 분야를 세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공 분

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다양

한 정부 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관련활동 및 국민들이 관심을 가

질 만한 주제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함으로

써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그 효용성 또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7]. 비공공 분야에서는 보도와 소셜 네

트워크에서의 인포그래픽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신문, 잡지와 

같은 정보를 다루는 뉴스 미디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

어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

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핀터레스트(pinterest), 플리커

(flicker)와 같은 이미지 공유형 SNS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미

지 한 장으로도 쉽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

래픽이 동시에 급성장하게 되었다[4]. 이러한 변화는 시각적으

로 주목도를 높일 수 있고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
최근 헬스 분야에 있어서 인포그래픽을 적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희숙 외의 연구에

서는 텍스트보다 인포그래픽이 정보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8]. 안전 분야에서도 인포그래픽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

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지침을 정확히 알려주고 유도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그래픽으로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9]. 질병에 있어서도 인포그래픽이 활용되고 있는데, 
과거 메르스(MERS)와 같은 감염질환이 유행하던 시기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행동지침으로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포그

래픽을 활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COVID-19)는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하여, 

2020년 1월 20일에는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첫 환자가 발생하

였다[10]. 2020년 5월 22일 현재, 우리나라는 확진환자가 

11,142명이고 이에 따른 사망자는 264명으로, 현재에도 코로나

19는 국내 및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주도로 공공장소는 물론, 사람들 눈에 띄는 곳이면 어

디서나 코로나19 관련 행동지침 인포그래픽이 활용되고 있으

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 현재 상황에서 사

람들의 행동 준수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포그래픽의 활

용 동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

다. 즉, 현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방법의 개발 필요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실제 국가 

기관에서 인포그래픽을 이용하여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

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19 확

진자들이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인포그래픽에 대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인포그래픽과 비교함으로써 전염병에 대

응한 인포그래픽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기존 연구 중 디자인 분석에 많이 활

용된 수레바퀴 모델을 통해 다수의 국가 기관에서 제작된 인포

그래픽의 요소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전염병에 대응한 

인포그래픽의 공통적인 특성과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제작된 

인포그래픽의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인포그래픽의 분류 및 유형

1)  인포그래픽의 정의 및 분류

현재,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

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영역도 세분화되

고 다양화되고 있다[11]. 인포그래픽은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전달한다[12]. 인포그래픽은 

데이터 시각화처럼 데이터와 통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전달하려

는 핵심 메시지를 더욱 강하고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고객

이나 청중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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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질병예방관리에 대한 국민 행동수칙 현황

코로나19관련된 행동수칙은 첫째,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둘째,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

오. 넷째,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다섯째,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여섯째, 발열, 호흡기증상(기
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등이다[10].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상황을 대처하면서 여러 차례의 감염

확산 사태를 경험했다. 신천지 교회로 인한 대구발 집단 감염, 
유흥업소에 의한 이태원발 집단 감염 등은 코로나19에 대한 비

상상황이 안정화될 때 쯤 발생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 대한민

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하여 지자체별로 행동수칙

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안내 문자를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상황을 악화

시키는 사건을 의식하여 대비하기 위한 요령도 포함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손 위생, 기침예절, 거리두기 등에 대한 내용에 대

해서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며, 일요일과 같은 휴일에는 종교시

설 및 예식장 등의 일정을 의식하여 방역수칙 준수할 것을 권고

하고 노래 부르기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실행

3-1 연구 방법의 개요

1)  연구대상 선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에게 매년 보건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한 필요통계지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

다[14]. 따라서 OECD 회원국은 보건 분야에 있어서 신경을 쓰

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병과 관련하여 인포그래픽에 대한 활

용의 동향연구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형 인포그래픽은 웹 상에서 이미지로 표현되거나 공

공장소에서 주로 벽에 설치하게 되는데, 포스터와 같은 인쇄매

체로 설치된다. 모션인포그래픽은 영상으로서 웹 상에서의 영

상매체로 표현되거나 공공장소에서 건물 옥외 전광판이나 공

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설치된 TV를 통해 표현된다.
여기서 이미지형 인포그래픽은 모션인포그래픽에 비해 TV

없이도 벽에 부착하는 형태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 

장소에 있어서 자유롭다. 또, 하나의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제작이 쉽다. 따라서 모션인포그래픽보다 사람들에게 쉽게 노

출되기 쉬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미

지형 인포그래픽에 한정하여 동향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은 이미지형 인포그래픽의 사례를 국가별로 

살펴보고, 이를 이미지형 인포그래픽의 유형과 구성요소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향으로 인

포그래픽이 제작되고 있는지 최근의 질병 이슈인 코로나19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부분과 차이점을 도출

하고, 이를 토대로 행동지침에 대한 이미지형 인포그래픽의 경

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키피디아에서 제공하는 각 나라별 보건복

지 관련  정부기관 리스트(List of health departments and 
ministries)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Fig. 1. Research Flow Chart 

ranking country Currently Infected Patients

1 United States 5,322,232

2 Mexico 511,369

3 Colombia 445,111

4 Chile 382,111

5 Spain 342,813

6 United Kingdom 316,367

7 Italy 252,809

8 Turkey 246,861

9 Germany 223,774

10 France 212,211

11 Canada 121,652

12 Israel 91,080

13 Sweden 84,294

14 Belgium 76,191

15 Netherlands 61,840

16 Poland 55,319

17 Japan 53,818

18 Portugal 53,783

19 Switzerland 37,671

20 Ireland 26,995

21 Austria 23,179

22 Australia 23,035

23 Denmark 15,754

24 South Korea 15,039

표 1. OECD가입국 코로나19 현황(2020년 8월 15일 기준)

Table 1. COVID-19 Status of OECD countries. 
(Aug.15.2020)

Ⅲ. 국가별 인포그래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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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포그래픽 동향

알베르토 카이로(2013)는 데이터 시각화 측정모델을 제시하

였다. 이 모델은 그래픽을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

공한다[15]. 이 모델에서 제시된 추상, 기능, 조밀, 독창, 참신, 
형상, 장식, 희박, 친숙, 중복 등의 10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각 요소에 대하여 강과 약 두 개의 레벨로 평가하였고, 레벨

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형태성에 있어서 그래픽이 일러스

트레이션으로 표현된, 즉 구체적인 형상 위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상성이 강한 쪽으로 하여 평가하였고, 픽토그램 등

의 기호화된 양식이 주를 이루는 경우에는 추상성이 강한 쪽으

로 하여 평가하였다. 가독성에 있어서는 그래픽 요소들이 정보

를 담고 있지 않고 단순히 장식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강하다면 장식성이 강한 쪽으로 보았고, 장식적인 요소가 없다

면 기능성이 강한 쪽으로 평가하였다. 기호화 중심의 그래픽은 

시각적으로 정보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하여 기능성이 강한 경우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된 

구체적인 형상이 잘 드러나는 그래픽은 심미적으로 보이게 하

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장식성이 강한 경우로 평가하였다. 
즉, 형상성이 강한 경우는 장식성이 강한 경우일 것이고, 추상

성이 강한 경우는 기능성이 강한 경우라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행동 지침에 대한 인포

그래픽에 국한된 특징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행동 지침에 대한 인포그래픽

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대체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지

는 않는다. 따라서 밀도성에 있어서 대부분 희박성을 띌 것이지

만 몇몇의 사례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조밀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그래픽의 비중이 많은 경우에는 

제한된 지면에서 하나의 정보당 그래픽이 차지하는 면적 때문

에 정보가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의 사례가 보통 하나의 관점으로 여러 개의 지침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점성에 있어서는 대체

로 일차원성이 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조성에 있어서는 일반

적인 행동 요령에서 대체로 나타나는 방식인 각 항목에 대해 나

열하는 방식인 경우는 친숙성이, 그 외의 방식에 대해서는 독창

성이 강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행동 지침에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수반되는데, 이미지에 대한 설명글은 이미지를 

보완함과 동시에 이미지의 의도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메시지

를 강조하거나 반대로 이미지가 설명글을 보완하기도 한다

[16]. 이러한 측면이 두드러져 있다면 중복성이 강하다고 보았

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축에서 한쪽이 강하면 다른 반대되는 

쪽은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기능성과 장식성

과 같은 경우는 두 요소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표 2
에서는 각 요소의 특성을 요약하였다.

Classification characteristic

Morph
ology

Abstraction
Graphics that are different from their 
actual appearance or edited through 
symbolization or simplification

Figuration
Graphics with the same or high 
similarity to the original material

Reada
bility

Functionality

Minimal graphical representation with 
an element necessary to 
systematically convey information 
and improve understanding

Decoration
Graphical use of decorative elements 
that make it look aesthetic

Density

Density
a large number of visualizations and 
data

Lightness
A small number of visualization, and 
visualization of conceptual data or 
emotion

Perspe
ctive

Multidimensio
nality

Schematics of the same data in 
multiple formats and microscopic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Unidimension
ality

Macroscopic visualization of 
information to facilitate exploration in 
various aspect

Structu
re

Originality
Symbolic design format based on 
content

Familiarity
Format that was used a lot like pie 
graph or bar graph

Theme

Novelty Delivery of several topics at once

Redundancy
Highlighting a message by repeatedly 
presenting a subject in different ways

표 2. 알베르토 카이로의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16], [17], 

[18], [19] 종합 및  정리)

Table 2. Visualization Wheel, a Model of Cairo's

1) 미국 인포그래픽 사례

미국 보건복지부(美國 保健福祉部,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

호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 HHS의 주무부서인 CDC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과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로 표현된 특성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 제시된 인포그래픽은 각 행동지침에 대하여 일러스트

레이션을 통한 상황 표현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형태

성에 있어서 형상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그래픽 요소들은 정보를 담고 있고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기 위

한 시각 장치로서 활용된 장식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

서 가독성에 있어서 기능성이 강하고 장식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들은 대부분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질병에 관한 예방 안전 수칙에 집중하여 표현하고 있고 

그 외의 관련 정보들은 넣지 않고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이러

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볼 때 밀도성의 경우 희

박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행동 지침에 집중하고 있

기 때문에 사례 대부분이 행동 지침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묘

사하지만 다른 관점으로서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사례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관점성에 있어서는 

일차원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례 대부분은 각 행동 지침에 

대하여 항목별로 같은 크기로 맞추어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의 사례는 이러한 레이아웃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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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graphic 
design

Visualization 
Wheel

표 3. 미국의 인포그래픽 사례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정보시각화 모델

Table 3.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USA infographc for 
COVID-19

출판 만화를 떠올리게 하는 레이아웃을 활용하고 있어, 구조

성에 있어서 미국의 사례는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성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례가 그러하듯, 미국의 사례에서도 

각각의 항목에서 일러스트레이션과 텍스트를 함께 배치하고 

있어서 중복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인포그래픽 사례에서는 형상성, 기능성, 희박

성, 일차원성, 독창성, 중복성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알베

르토 카이로의 수레바퀴 모델을 기준으로 본 사례의 성향을 본

다면 아래쪽 반원의 특징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콜롬비아 인포그래픽 사례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Protection은 보건 사회 보

장과 관련된 국가 정책 및 사회 서비스를 조정하고 이행하는 콜

롬비아 정부의 국가 행정 사역이다[20].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과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로 표현된 특성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fographic 
design

Visualization 
Wheel

표 4. 콜롬비아의 인포그래픽 사례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정보시각화 모델

Table 4.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Columbia infographc 
for COVID-19

표 4에 제시된 인포그래픽을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에 

적용하여 본다면, 형태성에 있어서는 기호화된 픽토그램과 일

러스트레이션을 적절히 활용하여 본래의 정보에 대해 구체적

이고 원자료와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어 형상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독성에 있어서는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연출하면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비교적 많아 밀도성에 있어서는 조밀성에 가깝

다.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정보를 제시했다는 점은 관점성

에 있어서 다차원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구조성에 있어서는 

상황별 그래픽의 크기와 위치가 비균일하다는 점에서 레이아

웃이 독창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주제성에 있어서는 각 상

황에 대하여 그래픽과 텍스트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콜롬비아의 인포그래픽 사례에서는 형상성, 기능성, 조밀성, 

다차원성, 독창성, 중복성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알베르

토 카이로의 수레바퀴 모델을 기준으로 본 사례의 성향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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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위쪽과 아래쪽 반원의 특징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라

고 할 수 있다.

3)  칠레 인포그래픽 사례

The Ministry of Health of Chile 는 칠레 대통령이 수립한 공중 

보건 정책을 기획, 지시, 조정, 실행, 제어 및 알리는 내각 수준의 

행정 사무소이다[20].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과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로 표현된 특성은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 제시된 인포그래픽을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에 적

용하여 본다면, 형태성에 있어서는 각 지침에 대하여 일러스트

레이션으로 표현하되 표현 대상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 안에 심

플하게 규격화하여 표현한 것을 볼 때 기호화된 표현으로 추상

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독성에 있어서는 기능성을 갖고 있

다고 할 수 있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프레임 안에 각 요소들을 

배치하는 액자 형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때 장식성도 갖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밀도성에 있어서는 행동 지침에 대한 정보만 다

루고 있기 때문에 희박성에 가깝다. 관점성에 있어서는 행동 지

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다른 관점으로

서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차원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infographic 
design

Visualization 
Wheel

표 5. 칠레의 인포그래픽 사례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정보시각화 모델

Table 5.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Chille infographc for 
COVID-19

각 행동 지침을 원을 활용한 액자 형식으로 표현하되, 원형

의 프레임의 크기가 균일하고 각각의 위치가 상하좌우 맞춰서 

정렬이 되어 있어 친숙성이 강하다. 각 지침에 대해서 그래픽과 

텍스트로 함께 보여주고 있어 주제성에 있어서는 중복성에 가

깝다고 볼 수 있다.
칠레의 인포그래픽 사례에서는 추상성, 기능성, 장식성, 희

박성, 일차원성, 친숙성, 중복성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알
베르토 카이로의 수레바퀴 모델을 기준으로 본 사례의 성향을 

본다면 아래쪽 반원의 특징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4)  스페인 인포그래픽 사례

The Ministry of Health (MISAN)은 스페인 국민의 건강에 대

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 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고 건강 관리를 계획 및 제공하는 스페인 정부 부서이

다[20].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과 정보 시각화 수레

바퀴 모델로 표현된 특성은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에 제시된 인포그래픽을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에 

적용하여 본다면, 형태성에 있어서는 각 지침에 대하여 기호화

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추상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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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페인의 인포그래픽 사례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정보시각화 모델

Table 6.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Spain infographc fo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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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성에 있어서는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제목 근

처에 장식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장식성도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밀도성에 있어서는 행동 지침에 대한 정보

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희박성에 가깝다. 관점성에 있어서는 행

동 지침 전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원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각 행동 지침을 기호화하여 원을 활용한 액자 형식으로 

표현하여 크기가 균일하고 상하좌우 정렬이 되어 있어 친숙성이 

강하다. 주제성에 있어서는 각 정보에 대하여 그래픽과 텍스트로 

함께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의 인포그래픽 사례에서는 추상성, 기능성, 장식성, 

희박성, 일차원성, 친숙성, 중복성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알베르토 카이로의 수레바퀴 모델을 기준으로 본 사례의 성향

을 본다면 아래쪽 반원의 특징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탈리아 인포그래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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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이탈리아의 인포그래픽 사례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정보시각화 모델

Table 7.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Italy infographc for 
COVID-19

The Ministry of Health(Ministero della Salute)은 이탈리아의 

정부 기관이다[20].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과 정보 시

각화 수레바퀴 모델로 표현된 특성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에 제시된 인포그래픽을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에 

적용하여 본다면, 형태성에 있어서는 각 지침에 대하여 일러스

트레이션으로 표현하되 배경과 인물이 함께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형상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독성에 있어서는 기능성

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전체를 별도의 액자 형식으로 표현

된 것으로 볼 때 장식성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밀도성에 있

어서는 행동 지침 정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희박성에 가깝다. 
관점성에 있어서는 행동 지침 묘사 외에 다른 관점으로서 전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차원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각 행

동 지침을 원형의 액자 형식으로 표현하되, 각 요소의 크기가 

균일하고 각각의 위치가 상하좌우 맞춰서 정렬이 되어 있어 친

숙성이 강하다. 각 지침은 그래픽과 텍스트로 함께 제시하고 있

어 주제성에 있어서는 중복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인포그래픽 사례에서는 형상성, 기능성, 장식성, 

희박성, 일차원성, 친숙성, 중복성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알베르토 카이로의 수레바퀴 모델을 기준으로 본 사례의 성향

을 본다면 아래쪽 반원의 특징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6)  터키 인포그래픽 사례

The Ministry of Health(Sağlık Bakanlığı)은 터키 정부의 보건, 
계획 및 의료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

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기관이다[20].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

포그래픽과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로 표현된 특성은 표 8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 제시된 인포그래픽을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에 

적용하여 본다면, 형태성에 있어서는 각 지침에 대하여 아웃라

인이 강조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인물 중심으로 표현하되 기

호화된 표현과 함께 표현한 것으로 보아 형상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독성에 있어서는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제목이나 배경에 있어서 장식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 장식성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밀도성에 있어서는 행동 지침에 대한 

정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희박성에 가깝다. 관점성에 있어서

는 행동 지침 위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원성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각 행동 지침을 같은 크기의 원을 활용한 액자 형

식으로 표현하되, 각각의 위치가 상하좌우 맞춰서 정렬이 되어 

있어 친숙성이 강하다. 주제성의 경우, 각 지침에 대해서 그래

픽과 텍스트로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복성에 가깝

다고 볼 수 있다. 
터키의 인포그래픽 사례에서는 형상성, 기능성, 장식성, 희

박성, 일차원성, 친숙성, 중복성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알
베르토 카이로의 수레바퀴 모델을 기준으로 본 사례의 성향을 

본다면 아래쪽 반원의 특징에 치우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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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터키의 인포그래픽 사례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정보시각화 모델

Table 8.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Turkey infographc for 
COVID-19

7)  독일 인포그래픽 사례

The Federal Ministry of Health(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BMG)은 독일에서 보건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과 정보 시각화 수레바

퀴 모델로 표현된 특성은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9에 제시된 인포그래픽을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에 

적용하여 본다면, 형태성에 있어서는 각 지침에 대하여 라인 위

주의 그래픽으로 기호화하여 표현한 것을 볼 때 추상성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가독성에 있어서는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배경에 장식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장식성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밀도성에 있어서는 행동 지

침에 대한 정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희박성에 가깝다. 관점성

에 있어서는 행동 지침 전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원

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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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독일의 인포그래픽 사례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정보시각화 모델

Table 9.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Germany infographc 
for COVID-19

각 행동 지침을 기호화하여 원을 활용한 액자 형식으로 표현

하여 크기가 균일하고 상하좌우 정렬이 되어 있어 친숙성이 강

하다. 각 정보에 대하여 그래픽과 텍스트로 함께 보여주고 있어 

주제성에 있어서는 중복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인포그래픽 사례에서는 추상성, 기능성, 장식성, 희

박성, 일차원성, 친숙성, 중복성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알
베르토 카이로의 수레바퀴 모델을 기준으로 본 사례의 성향을 

본다면 아래쪽 반원의 특징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8)  캐나다 인포그래픽 사례

Health Canada(HC; French: Santé Canada, SC)는 보건부 장관

이 감독하는 캐나다 연방 보건 정책을 담당하는 캐나다 정부의 

부서이다[20].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과 정보 시각

화 수레바퀴 모델로 표현된 특성은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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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캐나다의 인포그래픽 사례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정보시각화 모델

Table 10.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Canada infographc 
for COVID-19

표 10에 제시된 인포그래픽을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에 

적용하여 본다면, 형태성에 있어서는 각 지침에 대하여 픽토그램 

위주의 그래픽으로 기호화된 표현을 볼 때 추상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독성에 있어서는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배
경에 장식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장식성도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밀도성에 있어서는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

여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밀성에 가깝다. 하나의 정보가 

아닌 동일한 주제 아래 내용별로 분류하여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점성에 있어서는 일차원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레
이아웃에 있어서는 그룹화된 정보에 있어서 배치가 매우 자유롭

고 영역 크기의 변화가 있어 구조성에 있어서는 독창성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각 정보에 대하여 그래픽과 텍스트로 함께 보여주

고 있어 주제성에 있어서는 중복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인포그래픽 사례에서는 추상성, 기능성, 조밀성, 

일차원성, 독창성, 중복성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알베르

토 카이로의 수레바퀴 모델을 기준으로 본 사례의 성향을 본다

면 위쪽 반원과 아래쪽 반원의 특징이 비교적 골고루 들어간 편

이라고 할 수 있다.

9)  일본 인포그래픽 사례

후생노동성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 해당된다. 이 기관에서는 보건, 
노동 및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20]. 이 기관에서 제공

하는 인포그래픽과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로 표현된 특성

은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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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일본의 인포그래픽 사례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정보시각화 모델

Table 11.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Japan infographc for 
COVID-19

표 11에 제시된 인포그래픽을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에 

적용하여 본다면, 형태성에 있어서는 각 지침에 대하여 일러스

트레이션 위주의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형상성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행동 요령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로 순차적으

로 풀어 제시하기도 하고, 올바른 행동과 금해야 할 행동을 제시

하였다. 가독성에 있어서는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모
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된 액자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장식적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행동에 대하여 구분하여 정보를 다

루고 있지만 정보 자체는 많지 않아 밀도성에 있어서는 희박성

에 가깝다. 관점성에 있어서는 행동 지침 전달에만 집중하고 있

기 때문에 일차원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행동지침에 

대하여 하나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제시되기 보다는 다수의 이미

지와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있어서 영역 

크기의 변화가 있어 구조성에 있어서는 독창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정보에 해당하는 그래픽과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성에 있어서는 중복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인포그래픽 사례에서는 형상성, 기능성, 희박성, 일

차원성, 친숙성, 중복성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알베르토 

카이로의 수레바퀴 모델을 기준으로 본 사례의 성향을 본다면 

아래쪽 반원의 특징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0)  오스트레일리아 인포그래픽 사례

The Department of Health는 의료, 제약 및 병원 서비스에 대

한 보편적이고 저렴한 접근을 지원하고 건강 증진, 참여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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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기타 질병 예방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호주 보건 시스템의 운영을 감독하는 호주 정부

의 부서이다[20].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과 정보 시

각화 수레바퀴 모델로 표현된 특성은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2에 제시된 인포그래픽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묘사된 일

러스트레이션을 통해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형상성에 가깝고, 장식적인 요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기능성 

쪽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또한, 하나의 관점으로 각 지침을 전

달하고 있어서 일차원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 자

체에서 일반적인 레이아웃과 전달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친숙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주제성에 있어서는 내용에 있어서 

같은 항목에서 일러스트레이션과 텍스트를 함께 배치하고 있

어서 중복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nfographic 
design
(Korean 
Translated 
One)

Visualization 
Wheel

표 12. 오스트레일리아의 인포그래픽 사례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정보시각화 모델

Table 12.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Australlia infographc 
for COVID-19

오스트레일리아의 인포그래픽 사례에서는 형상성, 기능성, 
희박성, 일차원성, 친숙성, 중복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알베

르토 카이로의 수레바퀴 모델에서 아래쪽 반원의 특징이 강하

다고 할 수 있다.

3-2 국가별 인포그래픽 동향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알베르토 카이로의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

델을 기준으로 10개 국가의 인포그래픽을 연구하였다. 코로나

19에 대한 질병 예방 행동 지침 인포그래픽을 중심으로 샘플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그림처럼 대체로 수레바퀴 모델의 

아래쪽 반원의 특징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이는 질병 

예방에 대한 행동 지침으로서 구성된 인포그래픽의 성향을 말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아래쪽 반원의 특징이 강할수록 그래픽의 

내용은 깊이가 얕고 심플해진다[15].
다음의 표는 OECD가입한 10개국의 인포그래픽 사례에 대

한 특징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10개국에서 두드러지는 특

징은 중복성, 기능성, 일차원성, 희박성 친숙성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제성에 있어서는 10개국의 인포그래픽 사례 모두 중

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특정 내용에 대해 이미지와 텍스

트가 함께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판단된 부분이다. 
즉, 형상성이 있는 그래픽과 이를 뒷받침할 텍스트로 구성되어

야 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점성에 

있어서 콜롬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국가의 사례들은 일차원

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대체로 인포그래픽에 있어

서 각각의 정보가 섞여서 하나의 의미를 도출하기보다는 섞이

지 않고 개별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모두 종합하여 습득

해야 하는 유형으로 확인된다. 또한, 내용이 대부분 행동, 행위

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기호를 활

용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대체로 여러 관점에서 보여

주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정보가 많지 않아 

밀도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희박성의 특징을 갖는 것이다.

그림 2. OECD가입국의 인포그래픽 사례에 대한 정보시각화 모델

Fig. 2.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all sample infograp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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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 d 
Stat
es

C o l
o m
bia

Chil
e

Spa
in

Italy
Turk
ey

Ge r
m a
ny

Can
ada

Jap
an

Aus
trali
a

Abstr
action

· · ● ● · · ● ● · ·

Figura
tion

● ● · · ● ● · · ● ●

Functi
onality

● ● ● ● ● ● ● ● ● ●

Decor
ation

· · ● ● ● ● ● · · ·

Densi
ty

· ● · · · · · ● · ·

Lightn
ess

● · ● ● ● ● ● · ● ●

Multidi
mensi
onality

· ● · · · · · · · ·

Unid i
mensi
onality

● · ● ● ● ● ● ● ● ●

Origin
ality

● ● · · · · · ● · ·

Famili
arity

· · ● ● ● ● ● · ● ●

Novelt
y

· · · · · · · · · ·

Redun
dancy

● ● ● ● ● ● ● ● ● ●

표 13. OECD가입한 10개국의 인포그래픽에 대한 특징

Table 13. Characteristics of infographic samples of OECD 
countries.

Ⅳ. 대한민국 인포그래픽 동향 분석 및 비교

4-1 대한민국 인포그래픽 사례

보건복지부(保健福祉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약
칭: 복지부, MOHW)는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20].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포그래픽과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로 표현된 

특성은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4에 제시된 인포그래픽은 각 행동지침에 대하여 일러스

트레이션을 통한 상황 표현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형
태성에 있어서 형상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독성에 있어

서 장식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기능성이 강하고 장식

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는 행동 수칙만을 다루고 있어 

양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밀도성은 희박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행동 지침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

으므로 관점성에 있어서는 일차원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
례 대부분이 그러하듯 대한민국의 사례도 각 행동 지침에 대하

여 항목별로 같은 크기로 맞추어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구조성에 있어서 친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nfographic 
design

Visualization 
Wheel

표 14. 대한민국의 인포그래픽 사례와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정보시각화 모델

Table 14. Information visualization of Korea infographc for 
COVID-19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 일러스트레이션과 텍스트를 함께 배

치하고 있어서 주제성에 있어서는 중복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인포그래픽 사례에서는 형상성, 기능성, 희박

성, 일차원성, 친숙성, 중복성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알베

르토 카이로의 수레바퀴 모델을 기준으로 본 사례의 성향을 본

다면 아래쪽 반원의 특징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4-2 사례 연구 논의

알베르토 카이로의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델을 기준으로 

대한민국과 10개 국가의 인포그래픽을 비교해보면, 10개국의 인

포그래픽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능성, 희박성, 일차원성, 친
숙성, 중복성 등으로, 수레바퀴 모델의 아래쪽 반원의 특징을 띠

고 있어 대한민국의 인포그래픽 특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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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한민국의 인포그래픽 사례와 OECD가입국의 인포그래픽에 

대한 정보시각화 모델

Fig. 3. Information visualization model for Korea's 
infographic and OECD countries' infographic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베르토 카이로의 정보 시각화 수레바퀴 모

델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11개 국가의 인포그래픽을 

연구하였다. 11개 국가의 인포그래픽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능성, 희박성, 일차원성, 친숙성, 중복성 등으로, 수레바퀴 모

델의 아래쪽 반원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

는 이유는  특정 행동에 대해 이행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묘

사하여, 사용자 모두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질병에 대한 

행동 지침에 관한 인포그래픽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에 나타

나는 특징으로 추정되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시각

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그림 3에서 제시된 수레바퀴 시

각화는 정보 시각화 유형 분석 연구[21]에서 제시된, 어려운 정

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형과 하

나의 주제를 강도 있게 제시하는 특징을 가진 데이터비교형이 

합쳐진 형태이다. 즉, 현재의 각국에서 제작된 코로나 19에 대

응한 인포그래픽은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결론이 기존 관련 연구 결과로

부터 도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질병과 같은 재난

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중요한 정보를 어

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행동 지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인포그래픽의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를 기반으로 로봇이나 동영상을 통한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의 제작 방향을 

연구함으로써 다매체를 통한 효율적인 전염병 대응 체제를 구축

하기 위한 인포그래픽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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