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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령 인구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와 비용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연속적이고 경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건강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워치는 

고령자의 건강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되기에 적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스마트 워치의 작은 디스플레이로 인한 낮은 가독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독성은 제품의 사용성 요인 중에 하나이며, 

고령자의 기기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워치의 가독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형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 가독성 영향 요인으로 꼽히는 글자체와 

글자 크기가 스마트 워치의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글자체의 

경우 고딕체와 명조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글자 크기의 경우 9 point, 10 point, 

11 point, 12 point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후 결과를 반응 시간, 오류 횟수, 주관적 

만족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글자체에 따른 반응 시간, 오류 횟수, 

주관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 

만족도에서는 명조체보다 고딕체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따라서 선호도가 

중요한 인터페이스의 경우 고딕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달리 각 

글자체에서 글자 크기의 변화에 따른 가독성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고딕체의 



 

ii 

 

경우 반응 시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오류 횟수에서 10 point 와 11 point 가 9 

point 와 12 point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주관적 만족도에서도 정확도와 

편안함에서 11 point 까지는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다가 12 

point에서는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명조체의 경우, 반응 시간에서 9 point와 

10 point보다 11 point와 12 point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오류 횟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지만, 주관적 만족도에서도 

정확도와 편안함에서 모두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고딕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11 point, 명조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12 point 사용을 권장한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 있어 

글자체와 글자 크기에 대한 가독성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서 사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기기에 대한 수용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고령자, 스마트 워치, 가독성, 글자체, 글자 크기 

학  번 : 2016-2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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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전세계적으로 고령 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한국의 노인 인구 또한 2015 년에는 전체 인구의 13.1 %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2030 년이 되면 24.3 %, 2060 년이 되면 40.1 %까지 증가할 전망이다[2].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련 비용 또한 늘어나고 

있다[3, 4].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의료 비용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프로세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5]. 고령자에게 높은 품질과 효율성 있는 건강 관리 제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6]. 

 

이에 환자의 건강 상태를 경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건강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 7]. 그 중에서 스마트 워치는 고령자의 건강 관리 적용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 하나이다. 손목은 고령자에게 가장 

높은 수용도를 보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착용 위치이며, 심박수 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8, 9]. 

 

그러나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서 스마트 워치의 작은 화면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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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가독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9, 10]. 고령자의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 중 하나인 노안으로 작은 글자를 보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다[10]. 이러한 

문제점은 기기의 수용도와 사용성에도 영향을 미친다[11]. 따라서 스마트 워치를 

고령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워치의 가독성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스마트 워치의 가독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 글자체와 글자 크기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서, 기존의 가독성 연구에서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뤄져 왔다. 

또한, 인쇄물에서 VDT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각 매체에 

맞는 적합한 글자체와 글자 크기를 찾는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서체의 경우 세리프체와 산세리프체의 획에 차이에 대한 가독성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한글의 경우에도 이와 대응되는 명조체와 고딕체에 대한 가독성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글자 크기의 경우에도 각 매체에서 가능한 범위의 

다양한 글자 크기에 대해서 최적의 글자 크기를 찾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 있어 적합한 글자체와 

글자 크기를 찾고자 가독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서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체 디자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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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6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2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실험 설계를 위한 배경 지식과 관련 연구를 

크게 고령자, 스마트 워치, 가독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먼저 고령자에 대한 

정의와 고령자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스마트 워치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고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 있어 장점과 단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가독성 실험 설계를 위하여 가독성의 정의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제인 서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가독성 측정 방법론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며, 기존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가독성 연구와 스마트 워치를 대상으로 가독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3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워치의 가독성 연구 실험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다. 피실험자와 실험에 사용된 장비 및 자극, 독립 변인 및 종속 변인, 

실험 절차와 실험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4 장에서는 가독성 실험 연구 가설을 밝히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반응 시간, 오류 횟수, 주관적 만족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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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에서는 종합적인 가독성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6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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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이론 

 

 

2.1 고령자 

2.1.1 고령자와 고령 사회  

 고령자의 정의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각 나라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고, 생리학, 사회학, 심리학 등 

학자에 따라서도 견해가 다르다[12].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이다. 국내에서는 노동부에서 고용촉진법시행령(1992.7)에 의해 만 55 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만 65 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13]. 또한, UN에서도 만 65 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UN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 % 이상, 14 %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 %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00 년부터 7 %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9 년에는 14.4 %로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2026 년에는 20 %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4].  

 

2.1.2 고령자의 특성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시각, 육체적, 그리고 인지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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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SO/IEC에서는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의 물리적 장애의 특성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ISO/IEC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리적 장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감각장애: 시각, 청각, 촉각, 미각/후각, 균형감각 

(2) 신체장애: 떨림, 조작, 운동 등 

(3) 인지장애: 지능/기억, 언어/학습 

(4) 알러지: 접촉/음식/호흡기  

 

감각 부분의 경우 가장 먼저 퇴화가 시작되는 부분은 눈이다. 시각은 눈을 

통해 사물의 색, 크기, 거리, 각도 등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좌우하는 것은 물체의 거리에 따라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동공의 홍채, 강도와 질을 조절하는 수정체, 동공을 통해 들어온 물체의 상이 

맺히는 망막, 그리고 상을 해석, 판단하는 심리 기능 등이다. 일반적으로 노후에는 

동공 근육의 탄력이 약해져 가까운 물체를 잘 구분 못하는 원시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초점 조절능력이 70~79세 고령자의 수정체 투과율은 젊은 사람의 

1/10까지도 감소한다[12]. 또한, 노화로 인해 안구 조절 작용과 암순응 능력의 

쇠퇴, 색체 지각의 변화, 광 수용량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16-18]. 이에 

따라, 고령자는 젊은 성인에 비해 사물의 색, 크기, 거리, 각도 등을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작은 글씨나 그림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문자를 잘 

읽을 수가 없으며 색 구별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8]. 

 

청각적인 부분의 경우, 고령자는 음 구별 능력과 가청 거리가 감소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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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 발생하기 쉬우며 소리의 고저 및 강도에 대한 감지 능력이 감소하고, 높은 

소리와 작은 소리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저하된다[16]. 

  

신체적인 부분의 경우 고령자는 손과 발의 떨림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손끝의 조절이 부자연스럽고 조그마한 버튼 조작이 힘들다. 또한, 키보드나 

마우스에 정확히 접촉하고 움직이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다[19]. 

 

 인지적인 부분의 경우 고령자는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복잡한 업무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데에 있어 반응시간을 연장시킬 뿐 아니라 집중력과 작업 

기억을 저하시킴으로써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 기술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19]. 또한, 정보 처리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상을 읽고 

해석해서 판단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20]. 이외에도 집중력, 언어, 기억, 

시공간 능력 등에서 능력의 감퇴를 겪는다[21]. 

 

2.2  스마트 워치(Smart Watch) 

2.2.1 스마트 워치의 정의와 기능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의 정의는 전자 기술 또는 컴퓨터가 

의류 품목에 통합되어 있는 몸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이다[22].  

 

스마트 워치는 대표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하나이다. 시장조사업체인 

IDC에 따르면, 스마트 워치의 2018년 출하량은 4천360만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2017 년 대비 60% 증가한 치수이다. 이와 같은 추세로 2022 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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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 410 만대로 2 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에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것이다. 또한, 

스마트 워치는 사용자에게 친숙함을 제공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이기도 하다. 

미국 가전 협회(CEA)가 한 조사에 따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신체 부위로 손목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스마트 

워치는 이미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상품군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23].  

 

이러한 스마트 워치의 정의는 시계의 모양을 하고 있는 작은 모니터를 

통해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탑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한 

종류이다[24, 25]. 또한, 일반적으로 손목에 착용하는 장치이며 사용자에게 시간 

표시, 사용자 맞춤 시계 화면 설정, 메시지와 이메일 표시 등 다양한 실용적인 

기능을 제공한다[26].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며 진동 모터, 3D 

가속도계와 자이로 센서, 자력계, 맥박계, 기압계, GPS 등이 탑재되어 있고, 

스마트 폰과 통신이 가능한 모델도 있다[27]. 

 

2.2.2 고령자와 스마트 워치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 관리 요구에 대한 비용의 증가에 따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건강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6, 7].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다양한 소형 센서를 내장할 

수 있고, 몸이나 의복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사용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상태를 연속적이고 경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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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숙한 가정에서 건강 관리를 받고 싶어하는 고령자의 요구를 가능하게 

한다[30]. 

 

스마트 워치는 고령자의 건강 관리에 적용되기에 적합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다. 손목이라는 스마트 워치의 착용 위치는 혈압이나 심박수 변화 

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9]. 또한 스마트 워치는 GPS, 방향 감지 센서 등의 

기술로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인터넷 정보 이용이 가능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를 전송하기가 용이하다[31]. 그 뿐만 아니라 Fang 등 [8]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여러 착용 부위에 따른 수용도 

연구 결과에서 손목이 대부분의 피실험자에게서 높은 선호도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워치의 작은 화면으로 인한 낮은 가독성은,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9, 10]. 오인균 [10]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험표집법을 이용한 스마트 워치 사용자 경험 요소 도출 연구에서 

글자 시인성이 가장 많은 부정적인 경험 요소로 꼽혔으며, 노안 등으로 인해 

글자 보기가 번거롭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기기가 출시되면서부터 작은 디스플레이에 따른 가독성 문제는 제품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지적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11]. 따라서,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 있어 가독성 향상은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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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독성 

2.3.1 가독성의 정의 

가독성의 사전적 정의는 인쇄물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 하는 능률의 

정도이다. 가독성은 작업의 효율성과 피로(Fatigue)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리함을 증가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32].  

 

가독성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독성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다수 선행 연구에서는 가독성을 리더빌리티(Read-

ability)와 레지빌리티(Legibility)의 상위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더빌리티란 문장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레지빌리티란 글의 내용보다는 글자 자체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33]. 

 

리더빌리티는 가독 용이성이라고도 하며, 보고 지각하는 과정의 성공도 

과정(Scan-and-perceiving process)를 나타낸다. 이는 문장 및 문단의 정보 

내용을 잘 인식할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말이다[34]. 심미적 가독성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문장의 내용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글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기쁨이나 흥미 등을 유발하여 계속하여 독서할 수 있게 하는 것에 포괄적이고 

심미적인 질을 추구한다[35]. 또한, 텍스트의 양을 고려하였을 경우, 많은 양의 

텍스트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읽힐 수 있는 가를 의미한다[33]. 예를 들어 

컴퓨터나 전자 기기의 기능을 사용할 때 웹 페이지의 줄글처럼 많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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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읽는 경우의 가독성이 리더빌리티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36]. 

따라서, 리더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개별 글자의 특징보다 글자와 

글자 집합의 간격, 이러한 글자를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의 조합, 행간, 여백, 등 

문장 구조와 내용에 영향을 받는다[37].  

 

이와 달리, 레지빌리티는 식별성 또는 식별 가능성이라고 하며, 개개의 

글자 형태를 식별하고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8]. 기능적 가독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지로서의 서체가 그 형태와 질에 있어서 정보처리에 문제 

없이 잘 이뤄졌는가를 고려하는 것으로 서체의 물질적인 질을 고려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9]. 텍스트의 양을 고려하였을 경우, 적은 양의 텍스트가 

얼마나 쉽게 판독되고 인식 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33]. 

레지빌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글자체, 글자 크기, 획폭, 글자색과 

배경색, 시야 거리, 조도 등이 있다[38, 39]. 

 

본 연구에서의 가독성 개념은 레지빌리티이다. 우선 고령자들이 스마트 

워치에서의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레지빌리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문자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레지빌리티와 리더빌리티 사이의 선후 

관계에서 선행하게 되는 레지빌리티를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40]. 또한,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워치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기능인 응급/긴급 상황에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글자 형태를 식별하고 인지하는 과정을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가독성 실험에 사용한 가독성 

개념은 레지빌리티 개념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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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구 중 Cyril [41]의 연구가 있다. Cyril [41]은 가독성이란 보기에 익숙한 

형태에 기초를 둔 개인적인 선호도가 이의 단서가 된다고 하고, 이는 

독서습관에 의한 활자의 선택이나, 가장 눈에 익은 활자 형태가 가장 높은 

가독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후 John [42]은 타이포그래피 관점에 

있어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10가지로 더욱 세밀하게 열거하였다. John 

[42]이 제시한 10가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글자체 

2) 글자 크기 

3) 칼럼 넓이(글줄 길이) 

4) 자간(글자 사이) 

5) 행간(글줄 사이) 

6) 페이지 혹은 판형 

7) 판면 

8) 여백 

9) 그리드(Grid) 

10) 끝손질(제본, 표지, 재단, 접지 등) 

  

또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글자 정보 전달이 종이에서 디스플레이로 

넘어오면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다양해졌다. 특히,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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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면서 인터랙션 방법, 텍스트 제시 방법 또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터치 디스플레이 정보기기에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박수아 등 [34]은 Figure 2.1 과 같이 정리하였다.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적 요인, 인터랙션 방법, 

동적인 텍스트 제시 방법 등이 있다. 

 

Figure 2.1: 터치 디스플레이 정보기기의 가독성 요인 

 

또한, 모바일 기기의 종류 다양화 또한 가독성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모바일 기기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기기의 화면 

크기 또한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휘도 대비 와 

디스플레이의 종류 또한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43-45].  

 

이외에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눈의 상태, 조명, 

대비(Contrast)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 또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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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서체  

서체(Font)는 특정 스타일과 크기로 인쇄되거나 표시되는 글자 

집합이다[49]. 서체 종류의 경우 크게 세리프(Serif)와 산세리프(Sans-serif)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49]. 두 가지 글자체를 구분 짓는 요소는 획의 모양이 

있다[50]. 세리프체는 서양의 펜글씨에서 유래한 것으로 획의 굵기가 균일하지 

않고, 획의 가장자리가 장식으로 강조되어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51]. 반대로 산세리프체는 글자 획이 비교적 일관적이고, 꺾임과 

장식으로 강조되지 않아 딱딱한 느낌을 준다[33].  

 

한글의 세리프체와 산세리프체에 대응되는 서체로는 명조체와 고딕체가 

있다. 명조체(나눔 명조체)와 고딕체(나눔 고딕체)의 글자체는 Figure 2.2 와 

Figure 2.3 과 같다. 명조체는 세리프체에 대응된다. 펜글씨에서 유래된 

세리프체와 비슷하게 명조체는 붓글씨에서 유래하였다(Min, 2011). 명조체는 

가로선과 세로선의 굵기가 대략 1:2~3 정도로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33]. 

고딕체는 산세리프체에 대응되며, 획의 끝에 꺾이는 부분이 각이 져 장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획의 굵기가 일정하다[52].  

 

가독성의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서체는 중요한 영향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인간공학회의 American National Standards에서는 디스플레이의 가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글자체와 글자 크기라고 하였다[53]. 따라서, 여러 

인쇄물과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좋은 가독성을 나타내는 글자체와 글자 크기를 

찾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글자체의 경우 세리프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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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리프체의 가독성을 연구한 결과에서 글자체에 가독성 차이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좋은 가독성을 나타내는 글자체 결과가 혼재되어 있었으나, 컴퓨터 

환경에서는 산세리프체에서 수행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다[51]. 글자 크기의 경우 평균적인 읽기 거리에서는 서체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10±2 point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폰트의 

크기가 클수록 가독성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글자 크기가 너무 

커져도 사용자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54]. 사용자에게 지각된 글자 크기는 

사용자와 디스플레이의 거리와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 달라진다[55]. 따라서,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기기들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기기의 스크린 사이즈에 맞는 가독성 평가가 필요하다[56]. 

 

 

Figure 2.2: 명조체의 팬그램(Pangram) 

 

 

Figure 2.3: 고딕체의 팬그램(Pangram)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형 디스플레이에서 가독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이 밝혀진 서체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서 글자체와 글자 

크기가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3.4 가독성 측정 방법 

가독성 측정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지각 속도 측정법, 거리 지각도 측정법, 

독서 속도 측정법, 눈 깜박임 수 측정법, 안구 운동 측정법, 넬슨 데니 읽기 

테스트 등이 있다[57]. 이 중, 레지빌리티(Legibility) 측정 방법에는 지각 속도 

측정법, 거리 지각도 측정법, 독서 속도 측정법이 있으며, 

리더빌리티(Readability) 측정 방법에는 Nelson Denny 읽기 텍스트가 있고, 

이외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안구 운동 측정법이 있다[15]. 각 방법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 독서 속도 측정법(Speed of reading method): 본문용 글자체를 비교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되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독성 측정 방법이다[58]. 

독서 속도를 이용하여 가독성을 측정한다. 

 

2) 지각 속도 측정법(The short exposure method): 대·소문자, 획의 굵기, 

획의 장식 등의 인지도 측정과 같이 크기가 다른 특정 활자 간의 가독성을 

비교하거나 낱 글자나 숫자와 같은 수학 기호와 같은 가독성을 순간 노출기 

((Tachistoscope)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3) 거리 지각도 측정법(Distance method): 낱말의 형태와 역할 및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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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거리의 측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동일한 위치에서 실험 재료의 

거리를 변화시키며 가독성을 측정한다. 

4) 눈 깜박임 수 측정법(Blinking method): 주로 본문용 글자체 비교 

연구에 사용된다. 눈 깜박임 수를 통해서 가독성을 측정한다. 가독성과 눈 

깜빡임 수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결국에는 독서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5) 안구 운동 측정법(Measurement of eye movement): 글자체 배열에 대한 

가독성 연구에 주로 사용되며, 아이 카메라(Eye camera)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측정한다. 

 

6) 넬슨 데니 읽기 테스트(Nelson Denny reading test): 1929년에 

개발되었으며, 학생들의 독해 능력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59]. 가독성 테스트를 

통해 읽기 속도를 측정하고 이후 내용에 대해서 38개의 객관식 문제를 통해 

가독성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독성 측정 방법 중 레지빌리티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독서 속도 측정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피실험자에게 목표 자극과 방해 자극을 한 화면에 동시에 제시한 후 

목표 자극을 선택하는 독서 속도 측정 방법을 사용한 정혜현 등 [60]과 김민지 

등 [61]의 방법을 차용하여 가독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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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고령자에 관한 가독성 연구 

고령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의 차이로 비고령자와는 가독성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48]. 따라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가독성 연구는 

인쇄물에서부터 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또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글자체와 글자 크기는 고령자의 가독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현주 등 [13]은 고령자 대상의 웹 인터페이스 가독성 

연구에서 신체적, 인지적 차이가 있는 고령자에게 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고령자가 잘 읽을 수 있는 서체 크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성원 

[40]은 서체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전달 수단으로써 고령자의 소형 기기 사용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서체의 종류와 크기는 가독성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40].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글 글자체와 글자 크기에 대한 가독성 연구를 한 

선행 연구는 이현주 등 [13]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웹 

인터페이스 상에서의 한글 서체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을 목표로 

크기에 따라 읽기 편한 한글 서체, 본문용으로 적당한 굴림과 바탕 서체의 크기, 

행간의 크기, 자간의 크기, 본문용으로 적당한 줄글의 길이, 제목용과 본문 용 

서체의 크기 대비에 대한 최적치, 읽기 편한 정렬방식에 대해서 가독성 

만족도를 설문 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글자체의 경우 굴림, 바탕, 돋움의 세 

가지가 사용되었고, 글자 크기의 경우 웹 표준에서 사용되는 절대 크기를 

사용하여 x-small, small, medium, large, x-large 총 다섯 가지를 사용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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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크기에 따라 읽기 편한 한글 서체로는 굴림체로 조사되었고, 본문용으로 

적당한 서체 크기는 medium 사이즈가 권장되었다.  

 

정신해 등 [62]은 노령화에 따른 시력 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인쇄물 

보급의 필요성에 따라 노안 연령에서 인쇄물에서의 한글 서체에 대한 선호도와 

가독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용한 글자체의 경우 오늘날 가장 흔히 사용되는 

한글 서체를 기준으로 하여 함초롬 바탕, 신문명조 및 신명조의 세 가지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글자 크기의 경우 9 point, 10 point, 11 point의 글자 

크기를 이용하였다. 가독성 측정은 선호도와 분당 읽기 속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각 글자체 별 선호 크기는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서체보다 10 

point에서 신명조를 크게 선호하였다. 함초롬 바탕과 신명조는 신문명조보다 

유의하게 더 빠른 읽기 속도를 보였으며, 신명조에서 연령에 따른 가독성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읽기속도 상위 10 %와 하위 10 % 간의 비교에서 

상위 그룹이 하위 그룹보다 평균연령과 가입도가 낮았으나 글자체 간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신명조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가독성은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선호도와 가독성 관점에서 볼 때 노안 연령층 대상의 인쇄물 서체로 10 point의 

신명조체 사용을 권고한다고 결론지었다.  

 

정성원 [40]은 고령자의 스마트폰 사용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 

글자체, 글자 크기, 자간 넓이, 행간 넓이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사용한 

글자체의 경우 현재 고령자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서체를 기준으로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는 나눔 명조 서체와, 나눔 고딕 서체 두 가지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글자 크기의 경우 네이버에서 사용되는 서체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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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11 point, 12 point, 13 point를 사용하였다. 8 point 이하는 고령자가 

원거리 교정 후 근용 안경 없이는 쉽게 읽을 수 없어 실험에서 

배제하였으며[63], 스마트폰 설정에서 서체의 크기를 보통으로 했을 경우 서체 

크기가 11 point였으므로 이보다 작은 9 point와 10 point는 배제하였다. 자간의 

경우 -10 %, 0 %, 10 %를 선정하였고, 행간의 경우 130 %, 160 %, 180 %를 

선정하였다. 가독성 평가의 경우 읽는 속도와 선호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가독성 평가결과 나눔 명조가 나눔 고딕보다 읽는 속도가 우수했으며, 

서체의 크기는 13 point가 11 point, 12 point 보다 가독성이 높았다. 반면 자간 

넓이, 행간 넓이는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호도 평가에서는 나눔 

고딕과 나눔 명조의 서체 종류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서체의 

크기에 대한 선호도 순서는 13 point, 12 point, 11 point 순으로 서체가 클수록 

선호하였다. 반면 자간 넓이 및 행간 넓이의 차이에 대해서 선호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3.6 스마트 워치에 관한 가독성 연구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와 같은 작은 터치스크린 기기에서는 표시 장치, 

입력 장치에서 크기의 제약이 발생한다[64]. 제한적인 입력 장치 크기 안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글자 크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스마트 워치는 크기가 줄었으므로 화면 크기로 인해서 적합한 글자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65]. 따라서, 스마트 워치에 대한 가독성 연구는 글자 크기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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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택 [66]은 원형 스마트 워치에서 글자 정보 프레임 비율과 글자크기가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원형 스마트 워치의 경우 원형 

디스플레이 내 사각 디스플레이의 비율과 글자 크기에 따라 글자수가 달라지게 

되고, 이는 정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스크롤링 동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형 스마트 워치 사용에서 정보 습득을 최적화할 수 있는 내부 사각 

비율과 글자 크기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워치의 화면 비율 1:1, 4:3, 16:9, 21:9의 네 가지와 스마트 워치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글자 6 point부터 현재 스마트 워치를 구성하는 글자 크기인 7 point, 8 

point, 9 point, 10 point까지 총 5가지의 글자 크기에 대해서 가독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종속 변인에는 WPM(Word per minute), 읽기 선호도, 디자인 

선호도, 종합 선호도를 사용하였는데 WPM의 경우, 6 point, 7 point, 10 

point에서는 화면비율이 21:9, 16:9의 순서로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8 point는 

16:9, 21:9 순서로 좋은 결과를 보였고, 9 point는 16:9, 4:3의 순서로 좋은 결과를 

보여 화면비율의 영향이 글자크기마다 달라 교호작용이 발생하였다. 선호도의 

결과에서 글자 크기에 대한 결과는 7 point는 읽기 선호도가 좋았으며 8 point와 

9 point는 디자인 선호도가 좋았으며 종합 선호도에서는 9 point가 좋은 결과를 

보였다. 

 

김묘하 등 [65]은 늘어나는 초소형 화면에서의 가독성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초소형 화면에서의 글자 크기와 자간에 따른 가독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5cm * 3.21cm의 초소형 화면에서 읽기 

시간, 이해도, 주관적 가독성(정확도, 읽기의 편함, 주관적 선호도)을 통해서 

글자 크기와 자간에 따른 가독성의 변화를 실험하였다. 사용한 글자 크기는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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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oint 의 세 가지이며, 사용한 자간은 -100, 0, 100% 조건 3가지(포토샵 6.0 

기준)를 사용하였다. 평균 읽기 시간에 대한 결과의 경우 자간의 간격이 0 %, -

100 %, 100 %의 순서로 읽는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글자 크기와 

자간의 상호 작용이 존재하여, 글자의 크기가 8 point일 때는 자간이 작을수록 

읽기 시간이 짧았고, 9 point일 때는 중간 수준의 0 %의 자간이 읽는 시간이 

짧았다. 또 12 point의 큰 글자 크기에서는 자간 역시 100 %의 가장 큰 간격일 

때가 읽는 시간이 가장 짧았다. 이해도의 경우에는 자간과 글자 크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인 선호도의 경우는 9 point, 12 point, 

8point의 순서로 선호되었으며, 이는 글자의 크기와 가독성은 비례관계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실험에 사용한 글자체와 글자 크기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글자 크기의 경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가독성 연구와 

스마트 워치를 대상으로 한 가독성 연구에서 사용한 글자 크기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고령자가 근용 안경 없이 읽을 수 있는 최소 글자 크기인 9 

point와 현재 스마트 워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대 글자 크기인 10point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최대 

글자 크기인 13point이다. 그러나 스마트 워치라는 소형 디스플레이의 환경을 

고려하여 13point를 제외하고 11point와 12point를 추가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글자체의 경우 획 끝의 장식 요소로 글자체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기준인 고딕체와 명조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에서 

많이 활용되어 고령자에게 친숙한 글자체인 나눔 고딕과 나눔 명조체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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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글자체와 글자 크기가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독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 및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다. 

 

3.1 피실험자 

피실험자는 모두 스마트 워치의 사용 경험이 없으며, 시각 관련 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OECD와 UN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의 기준인 만 65세를 기준으로 피실험자를 모집하였다. 모집된 

피실험자는 총 24명으로 남자 8명과 여자 16명으로 총 24명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성별에 관련하여 가독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8] 따라서, 

피실험자 모집에서 성별에는 기준을 두지 않았다. 피실험자들의 평균 나이는 

68.1 세였다. 이들은 백내장이나 녹내장과 같은 시각 관련 질환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상 생활에서 글자를 보기 위해 안경을 

착용하는 피실험자의 경우, 실험 중에도 안경 착용을 허용하였다. 피험자는 

모두 한국인이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다. 

 

3.2 실험 장비 

실험에는 Apple 사에서 출시된 스마트 워치인 애플 워치 1세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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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관은 Figure 3.1과 같다.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스마트 워치 시장에서 애플 워치의 

점유율은 2017년 기준, 60.4 %로 시장 점유율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스마트 워치인 애플 워치를 실험 

장비로 사용하였다. 애플 워치에는 OLED Retina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가로 33.27 mm, 세로는 38.56 mm이지만, 실제로 화면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Figure 3.2와 같이 가로 21.22 mm, 세로 26.52 

mm이다. 또한, 272 X 340 픽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Figure 3.1: 애플 워치 1세대 38mm 모델 

 

 

Figure 3.2: 애플 워치 디스플레이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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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자극 

실험 자극은 한 화면에 목표 자극과 방해 자극 총 두 개의 자극이 동시에 

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목표 자극은 바르게 표기된 단어이며 방해 자극은 목표 

자극과 비슷한 단어이나 바르지 않게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목표 자극이 

‘사위’라는 단어라면 방해 자극은 ‘샤위’ 라고 표기되어 있는 형태이다. 자극은 

Figure 3.3과 같다. 또한 모든 자극은 두 글자로 구성된 한글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단어의 수준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수준으로 피험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실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목표 자극과 방해 자극의 순서는 순서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무작위로 구성하였다. 또한, 가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간의 경우 

모든 자극 세트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두 자극의 위치 또한 모든 자극 

세트에서 동일한 위치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자극은 실험에 사용된 독립 변인 글자 크기(9 point, 10 point, 11 point, 

12 point) 네 개와, 글자체 (고딕, 명조) 2 개를 총 8 개의 합에 대해서 목표 

자극과 방해 자극 세트가 10 개씩 구성되어 총 80 개의 자극 세트가 

사용되었다. 고딕 자극에 사용된 글꼴은 ‘나눔 고딕 2.0’이며 명조 자극에 

사용된 글꼴은 ‘나눔 명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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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자극 예시 (왼쪽: 고딕 12 point, 오른쪽: 명조 12 point) 

 

3.4 독립 변인 

실험에 사용된 독립 변인은 본 실험에 사용된 독립 변인은 글자 크기와 

글자체이다. 글자 크기는 9 point, 10 point, 11 point, 12 point 네 가지이고, 

글자체는 고딕과 명조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3.5 종속 변인 

실험에 사용된 종속 변인은 자극이 제시된 후부터 두 개의 자극에서 목표 

자극을 선택하기까지의 시간 (Reaction time)과 목표 자극이 아닌 방해 자극을 

선택한 횟수인 오류 횟수 (Frequency of error)와 글자체와 글자 크기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Subjective satisfaction)이다. 시간 측정은 실험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이를 1/100 초 단위로 프레임을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표로 나타내면 Table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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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실험에 사용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Variable 

독립 변인 

글자체 
1.     고딕 

2.     명조 

글자 크기 

1. 9 point 

2. 10 point 

3. 11 point 

4. 12 point 

종속 변인 

객관적 지표 
1. 반응 시간 

2. 오류 횟수 

주관적 지표 

(주관적 만족도) 

1.     정확도 

2.     편안함 

3.     종합 만족도 

 

3.6 실험 절차 

실험은 피실험자가 실험의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실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연습 과정을 수행하게 하였다. 연습 과정에 사용된 자극은 실제 

실험에 사용된 자극과는 다른 자극을 사용하였다. 실험 과업은 스마트 워치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자극이 제시되면 피실험자는 제시된 두 개의 자극에서 목표 

자극을 선택하는 것이다. 글자 크기, 글자체 조합 하나에 대하여 총 10 개의 

목표 자극, 방해 자극 조합 세트가 제시되었다. 스마트 워치에 한 개의 자극 

세트가 제시되면 두 개의 자극 중에서 목표 자극이라고 판단되는 자극을 

선택한 후, 스마트 워치의 화면을 옆으로 넘겨서 다음 자극에서 목표 자극을 

선택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10 개의 자극 세트에 대해서 반복한다. 

이 후, 각 글자체 조합, 글자 크기에 대해서 만족도 설문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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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는 4 개의 글자 크기, 2 개의 글자체를 조합한 총 8 개의 조합에 대하여 

같은 과업을 수행하였다. 실험 순서는 실험 순서에 의해 실험 결과가 오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 개의 조합에 대해서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실험 

과정을 정리하면 Figure 3.4와 같다.  

 

 

Figure 3.4: 실험 절차 

 

3.7 실험 환경 

실험 환경은 자극에 대해 동일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험 장치와 

피험자의 거리를 평균적인 읽기 거리인 14 inch(35.5 cm)로 유지하게 하였다[67].   

또한 창이 없는 실험실을 사용하여 자연광에 의한 조도 변화를 차단하여 약 

400 lx 사이의 조도를 유지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환경은 Figure 3.5와 같다. 

이를 통해서 가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야 거리, 조도 등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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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고자 하였다. 

 

 

Figure 3.5: 스마트 워치 가독성 실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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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목표 자극을 선택하기까지의 반응 시간 (Reaction time)과 

목표 자극이 아닌 방해 자극을 선택한 횟수인 오류 횟수 (Frequency of error)와 

글자체와 글자 크기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Subjective satisfaction)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분석은 4 X 2 피험자 내 (글자 크기 X 글자체) 분석을 

사용하여 가독성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실험 자료의 분석은 통계 패키지 소프트웨어인 SPSS 버전 22 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인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유의 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4.1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검증하여야 할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글자체에 따라 반응 시간(Reaction time)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2. 각 글자체에서 글자 크기에 따라 반응 시간(Reaction time)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3. 반응 시간(Reaction time)에서 글자체와 글자 크기의 교호 작용이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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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4. 글자체에 따라 오류 횟수(Frequency of error)는 달라질 것이다. 

 

가설 5. 각 글자체에서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오류 횟수(Frequency of 

error)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6. 오류 횟수(Frequency of error)에서 글자체와 글자 크기의 교호 

작용이 존재할 것이다. 

 

가설 7. 글자체에 따라 주관적 만족도(Subjective satisfaction)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8. 각 글자체에서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Subjective 

satisfaction)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9. 주관적 만족도(Subjective satisfaction)에서 글자체와 글자 크기의 

교호 작용이 존재할 것이다. 

 

4.2 반응 시간 

반응 시간은 피실험자가 스마트 워치 화면에 자극이 제시된 후 목표 

자극을 선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각 조합에 대해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총 24명의 데이터 중 실험 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분석이 힘든 1명의 결과와 



 

32 

 

실험 결과 데이터 결측치가 많은 3명의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21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이외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과업에 대해 선형 보간법으로 처리를 하였다.  

 

4.2.1 정규성 검정 

반응 시간 데이터의 경우, 총 10번의 반복 측정한 데이터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로그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글자체와 글자 크기 조합 

하나 당 총 21개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데이터 표본의 크기가 30 

미만이므로 먼저 정규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정규성 검정 결과는 Table 4.1과 같다. 이를 통해, 유의 수준 0.05에서 

글자체와 글자 크기의 조합에서 반응 시간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1: 반응 시간 정규성 검정 결과 

조합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통계량 자유도 유의확률 

고딕 9 point .133 21 .200 .971 21 .747 

고딕 10 point .102 21 .200 .983 21 .963 

고딕 11 point .166 21 .137 .924 21 .104 

고딕 12 point .120 21 .200 .980 21 .929 

명조 9 point .122 21 .200 .958 21 .481 

명조 10 point .122 21 .200 .972 21 .772 

명조 11 point .092 21 .200 .981 21 .935 

명조 12 point .118 21 .200 .961 21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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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분산의 동질성 검정 

각 집단의 등분산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글자체와 글자 크기 조합 8 개에 대해서 Levene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 Table 4.2와 같다.  

 

Table 4.2: 반응 시간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 

Levene 통계량 자유도 1 자유도 2 유의확률 

.549 7 159 .796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796 로 유의수준 0.05 에서 모든 8 개 집단에 대한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모두 등분산성을 띈다고 할 

수 있다. 

 

4.2.3 분산 분석 

정규성 검정과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분산 분석의 가정을 모두 

만족했으므로, 글자체와 글자꼴에 따른 반응 시간에 대하여 이원 변량 

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원 변량 분석결과는 Table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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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반응 시간 이원 변량 분석 결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부분 

에타 

제곱 

수정된 모형 40.538 7 5.791 19.320 0 0.075 

절편 126.710 1 126.710 422.716 0 0.202 

글자체 0.879 1 0.879 2.932 0.087 0.002 

글자 크기 36.368 3 12.123 40.442 0 0.068 

글자체*글자크기 3.292 3 1.097 3.661 0.012 0.007 

오차 501.184 1672 0.300       

전체 668.432 1680         

수정된 합계 541.723 1679         

 

이원 변량 분석 결과, 분산 분석 결과 글자체에 따른 반응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2.932, 𝑝 = 0.087). 그러나 각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반응 

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0.442, 𝑝 <0.000). 

또한, 글자체와 글자 크기 간에 교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3.661, 𝑝 = 0.012). 교호 작용에 대한 결과는 Table 4.3과 같으며, 

그에 대한 그래프는 Figure 4.1과 같다. 따라서, 교호 작용에 대한 사후 분석을 

위하여 각 글자체에 따른 글자 크기에 차이에 대하여 분산 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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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각 글자체에서 글자 크기 변화 따른 반응 시간 변화 

 

고딕체의 분산 분석 결과는 Table 4.4와 같다.  

 

Table 4.4: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399 3 .466 2.286 .085 

집단-내 16.311 80 .204   

전체 17.710 83    

 

고딕체의 경우 글자 크기의 변화에 따른 반응 시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286, 𝑝 <0.085).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반응 시간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Table 4.5와 같았다. 기술 통계 분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9 point에서 11 point까지는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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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줄어들었지만, 12 point부터 반응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5: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 

Font Size 평균 
표준 

오차 

95 % 신뢰구간 

하한 상한 

고딕 

9 point 0.452 0.038 0.377 0.526 

10 point 0.241 0.038 0.167 0.315 

11 point 0.117 0.038 0.042 0.191 

12 point 0.198 0.038 0.124 0.272 

 

다음으로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반응 시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반응 시간 차이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는 Table 

4.6과 같다.  

 

Table 4.6: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제곱 

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3.143 3 1.048 5.073 .003 

집단-내 16.523 80 .207   

전체 19.667 83    

  

명조체의 경우에는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반응 시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2.286, 𝑝 = 0.003).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글자 

크기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정을 수행하였다. 사후 

검정은 Tukey HSD방법을 사용하여 다중 비교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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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과 같다.  

 

Table 4.7: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반응 시간 사후 분석 결과 

Task 
평균 

차이 

표준 

오차 

유의 

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명조 

9 point 

명조 

10 point 
0.1966907 0.1402519 0.502 -0.171311 0.5646927 

명조 

11 point 
.42073193 0.1402519 0.019 0.052730 0.7887339 

명조 

12 point 
.49112018 0.1402519 0.004 0.1231182 0.8591221 

명조 

10 point 

명조 

9 point 
-0.19669001 0.1402519 0.502 -0.564693 0.1713112 

명조 

11 point 
0.22404120 0.1402519 0.386 -0.143961 0.5920432 

명조 

12 point 
0.29442940 0.1402519 0.162 -0.073573 0.6624314 

명조 

11 point 

명조 

9 point 
-.42073193 0.1402519 0.019 -0.788734 -0.0527300 

명조 

10 point 
-0.2240410 0.1402519 0.386 -0.592043 0.1439608 

명조 

12 point 
0.0703883 0.1402519 0.958 -0.297614 0.4383902 

명조 

12 point 

명조 

9 point 
-.49112018 0.1402519 0.004 -0.859122 -0.1231108 

명조 

10 point 
-0.2944290 0.1402519 0.162 -0.662431 0.0735725 

명조 

11 point 
-0.070388 0.1402519 0.958 -0.43839 0.2976137 

 

사후 분석 결과, 글자 크기 9 point는 10 point와 인식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𝑝 = 0.502). 그러나 9 point와 11 point (𝑝 = 0.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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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𝑝 = 0.004)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글자 크기 10 

point는 모든 글자 크기와 유의미한 인식 시간 차이를 가지지 못했으며, 11 

point와 12 point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0.958).  

 

Table 4.8: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 

Font Size 평균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명조 

9 point .555 .038 .481 .629 

10 point .368 .038 .294 .442 

11 point .169 .038 .095 .244 

12 point .097 .038 .023 .172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반응 시간에 대한 기술 통계 결과는 Table 

4.8과 같았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명조체는 9 point에서 12 point까지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반응 시간의 평균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명조체의 경우 11 

point, 12 point의 글자 크기가 다른 글자 크기에 비해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오류 횟수 

오류 횟수의 경우 글자체와 글자 크기 조합 하나 당 10 번의 반복 측정 

중에서 발생한 오류의 횟수에 대해서 총 8개 조합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오류 횟수의 경우에도 총 24 명의 데이터 중 3 명의 결과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21 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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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정규성 검정 

분석에는 오류 횟수를 로그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21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표본 크기가 30 미만이기 때문에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4.9: 오류 횟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 결과 

Task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 
유의 

확률 

통계

량 
자유도 

유의 

확률 

오

류 

횟

수 

고딕 

9 point 
.252 21 .001 .832 21 .002 

고딕 

10 point 
.499 21 .000 .428 21 .000 

고딕 

11 point 
.490 21 .000 .397 21 .000 

고딕 

12 point 
.416 21 .000 .603 21 .000 

명조 

9 point 
.295 21 .000 .574 21 .000 

명조 

10 point 
.469 21 .000 .533 21 .000 

명조 

11 point 
.432 21 .000 .618 21 .000 

명조 

12 point 
.393 21 .000 .512 21 .000 

 

정규성 검정 결과는 Table 4.9와 같았다. 정규성 검정 결과, 오류 횟수의 

경우 총 8개의 집단 모두 정규성을 띄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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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Mann-Whitney U 검정 

오류 횟수의 경우 8개 집단 모두 정규성을 띄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글자체에 따른 오류 횟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법인 Mann-

Whitney U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10과 Table 4.11과 같다. 

오류 횟수의 경우 𝑝 = 0.967로 글자체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10: 글자체 간 오류 횟수의 Mann-Whitney U test 결과 

순위 

 task N(C) 평균 순위 순위 합계 

오류 횟수 

고딕 84 84.63 7108.50 

명조 84 84.38 7087.50 

총계 168   

 

Table 4.11: 글자체 간 오류 횟수의 Mann-Whitney U test 검정 통계량 결과 

검정 통계량 

 error 

Mann-Whitney U 3517.500 

윌콕슨 W 7087.500 

Z -.041 

점근 유의수준 (양쪽) .967 

 

또한, 고딕체와 명조체의 글자체에 따른 기술 통계 결과는 Table 4.12이며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4.2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명조체가 평균 오류 횟수 0.46 으로 0.51 의 오류 횟수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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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딕체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 

 

Table 4.12: 글자체 간 기술 통계 분석 결과 

task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 

오류 

횟수 

고딕 84 .51 .938 .102 

명조 84 .46 .999 .109 

 

 

Figure 4.2: 글자체 간 기술 통계 분석 결과 

 

4.3.3 Kruskall-Wallis 검정 

    데이터가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글자체 별로 크기 변화에 

따른 오류 횟수 차이 분석에는 Kruskall-Wallis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고딕체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13과 Table 4.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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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3: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Kruskall-Wallis 순위 결과 

 task N(C) 평균 순위 

오류 횟수 

고딕9 point 21 55.10 

고딕10 point 21 36.76 

고딕11 point 21 36.31 

고딕12 point 21 41.83 

총계 84  

 

Table 4.14: 고딕체의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Kruskall-Wallis 검정 통계량 

결과 

검정 통계량 

 오류 횟수 

카이제곱 12.854 

df 3 

점근 유의수준 .005 

 

Kruskall-Wallis 분석 결과, 𝑝 = 0.005로 고딕체의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오류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후 분석을 

실시하여 차이가 있는 글자 크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후 분석은 Kruskall-

Wallis 쌍대 비교(Pairwise comparison) 방법을 이용하였다. 사후 분석 결과는 

Table 4.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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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5 고딕체의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Kruskall-Wallis 쌍대 비교 결과 

표본 1-

표본 2 

검정 

통계량 
표준 오차 

표준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조정된 

유의수준 

9 point 

-10 point 
20.495 6.292 3.257 0.001 0.013 

9 point 

-11 point 
19.227 6.292 3.064 0.002 0.01 

9 point 

-12 point 
13.799 6.292 2.193 0.028 0.16 

10 point 

-11 point 
-1.217 6.147 -0.198 0.843 1 

10 point 

-12 point 
-6.696 6.147 -1.089 0.276 1 

11 point 

-12 point 
-5.478 6.147 -0.891 0.373 1 

 

분석 결과, 9 point는 각각 10 point (𝑝 = 0.013), 11 point (𝑝 = 0.010)와 

유의미한 오류 횟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2 point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𝑝 = 0.160). 10 point의 경우 11 point 

(𝑝 = 1.000)와 12 point(𝑝 = 1.000) 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11 

point의 경우에도 12 point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𝑝 = 1.000). 

따라서, 고딕체의 오류 횟수의 경우 9 point와 12 point, 10 point와 11 point의 

두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두 개의 집단 중 더 좋은 오류 횟수 결과를 보이는 집단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4.16와 같다. 또한,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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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6: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오류 횟수 기술 통계 결과 

글자크기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고딕 9 point 21 1.10 1.179 0.257 0.56 1.63 0 4 

고딕 10 point 21 0.29 0.784 0.171 -0.07 0.64 0 3 

고딕 11 point 21 0.24 0.700 0.153 -0.08 0.56 0 3 

고딕 12 point 21 0.43 0.811 0.177 0.06 0.8 0 3 

총계 84 0.51 0.938 0.102 0.31 0.72 0 4 

 

 

Figure 4.3: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오류 횟수 기술 통계 그래프 

 

기술 통계 분석 결과, 11 point가 오류 횟수 평균 0.24 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10 point로 0.29 의 오류 횟수 평균값을 보였다. 또한, 12 point는 0.43, 9 

point는 1.10 의 오류 횟수 평균값을 보였다. 따라서, 9 point-12 point, 10 point-

11 point 두 개의 집단 중 10 point-11 point가 더 적은 오류 횟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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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명조체의 결과는 Table 4.17과, Table 4.18과 같다.  

 

Table 4.17: 명조체의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Kruskall-Wallis 검정 통계량 결과 

검정 통계량 
 오류 횟수 

카이제곱 2.945 

df 3 

점근 유의수준 0.4 

 

Table 4.18: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Kruskall-Wallis 순위 결과 

 task N(C) 평균 순위 

오류 횟수 

명조9 point 21 48.67 

명조10 point 21 38.79 

명조11 point 21 41.21 

명조12 point 21 41.33 

총계 84  

 

명조체의 경우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오류 횟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𝑝 = 0.400). 따라서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오류 횟수의 

기술 통계 분석만을 수행하였다.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오류 횟수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4.4와 같으며, 수치 결과는 Table 

4.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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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9: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오류 횟수 기술 통계 결과 

글자 

크기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명조 9 

point 
21 0.86 1.59 0.347 0.13 1.58 0 7 

명조 10 

point 
21 0.24 0.436 0.095 0.04 0.44 0 1 

명조 11 

point 
21 0.33 0.577 0.126 0.07 0.6 0 2 

명조 12 

point 
21 0.43 0.926 0.202 0.01 0.85 0 4 

총계 84 0.46 0.999 0.109 0.25 0.68 0 7 

 

 

Figure 4.4: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오류 횟수 기술 통계 그래프 
 

크기 변화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술 통계 분석 

결과 10 point에서 0.24 로 가장 낮은 오류 횟수의 평균을 보였으며 11 

point에서 0.33, 12 point에서 0.43, 9 point에서 0.86 의 순서대로 오류 횟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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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이 높아졌다.  

 

 

4.4 주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의 경우, 정확도(Accuracy)과 편안함(Comfort), 그리고 종합 

만족도(Overall satisfaction)를 통해 조사하였다. 정확도와 편안함의 경우 각 

글자체와 글자 크기 조합에 대해서 Likert-7 점 척도를 통해서 조사하였으며, 

종합 만족도의 경우 글자체와 글자 크기 조합 총 8 가지에 대해서 가장 

만족스러운 한 가지의 조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데이터 분석에는 수집된 각 

데이터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4.4.1 정확도 정규성 검정 

주관적 만족도에서 정확도와 편안함의 경우 한 개의 글자체와 글자크기 

조합 당 한 번씩 설문을 진행하여, 조합 한 개 당 총 24 명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따라서, 데이터 표본의 크기가 30 미만이므로 정규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먼저 정확도의 정규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정확도의 정규성 검정 

결과는 Table 4.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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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0: 정확도 정규성 검정 결과 

type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 df 유의수준 통계 df 유의수준 

정확도 

고딕 9 

point 
0.238 24 0.001 0.798 24 0 

고딕 10 

point 
0.241 24 0.001 0.825 24 0.001 

고딕 11 

point 
0.303 24 0 0.724 24 0 

고딕 12 

point 
0.273 24 0 0.643 24 0 

명조 9 

point 
0.267 24 0 0.807 24 0 

명조 10 

point 
0.269 24 0 0.745 24 0 

명조 11 

point 
0.283 24 0 0.692 24 0 

명조 12 

point 
0.304 24 0 0.613 24 0 

 

정규성 검정 결과, 정확도의 경우 총 8개의 집단 모두 정규성을 띄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4.2 정확도 Mann-Whitney U 검정 

정확도의 경우 8개 집단 모두 정규성을 띄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글자체 간 정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법인 Mann-Whitney 

U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21, Table 4.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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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 글자체 간 정확도의 Mann-Whitney U test 결과 

순위 

정확도 

글자체 N(C) 평균 순위 순위 합계 

고딕 96 98.02 9410.00 

명조 96 94.98 9118.00 

총계 192   

 

Table 4.22: 글자체 간 정확도의 Mann-Whitney U test 검정 통계량 결과 

검정 통계량 

 정확도 

Mann-Whitney U 4462.000 

윌콕슨 W 9118.000 

Z -.392 

점근 유의수준 (양쪽) .695 

 

분석 결과, 글자체 간에는 정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𝑝 =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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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글자체 간 정확도 차이 

 

Table 4.23: 글자체 간 정확도 기술 통계 결과 

그룹 통계 

정확도 

글자체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 

고딕 96 5.510 1.5559 .1588 

명조 96 5.354 1.7591 .1795 

 

글자체 간 정확도 기술 통계 결과는 Table 4.23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4.5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고딕체가 

명조체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다. 

 

4.4.3 정확도 Kruskall-Wallis 검정 

데이터가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글자체 별로 글자 크기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Kruskall-Wallis 비모수 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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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먼저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정확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24, Table 4.25과 같다.  

 

Table 4.24: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정확도 Kruskall-Wallis 순위 결과 

순위 

정확도 

type N(C) 평균 순위 

고딕 9 point 24 39.92 

고딕 10 point 24 47.31 

고딕 11 point 24 53.90 

고딕 12 point 24 52.88 

총계 96  

 

Table 4.25: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정확도 Kruskall-Wallis 검정 통계량 결과 

검정 통계량 

 정확도 

카이제곱 4.079 

df 3 

점근 유의수준 .253 

 

Kruskall-Wallis 분석 결과, 𝑝 = 0.253으로 고딕체의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정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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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정확도 변화 

 

Table 4.26: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정확도 기술 통계 분석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고딕 9 

point 
24 5 1.7446 0.3561 4.263 5.737 2 7 

고딕 10 

point 
24 5.542 1.3507 0.2757 4.971 6.112 3 7 

고딕 11 

point 
24 5.792 1.4738 0.3008 5.169 6.414 2 7 

고딕 12 

point 
24 5.708 1.6011 0.3268 5.032 6.384 1 7 

총계 192 5.432 1.6581 0.1197 5.196 5.668 1 7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기술 통계 분석은 Table 4.26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4.6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11 point까지는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정확도에 대한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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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12 point의 경우 11 point보다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명조체에 대한 글자 크기에 따른 정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Kruskall-Wallis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27, Table 4.28과 

같다.  

 

Table 4.27: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정확도 Kruskall-Wallis 순위 결과 

 type N(C) 평균 순위 

정확도 

명조 9 point 24 41.46 

명조 10 point 24 46.58 

명조 11 point 24 53.08 

명조 12 point 24 52.88 

총계 96  

 

Table 4.28: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정확도 Kruskall-Wallis 검정 통계량 결과 

검정 통계량a,b 

 정확도 

카이제곱 3.076 

df 3 

점근 유의수준 .380 

 

Kruskall-Wallis 분석 결과, 𝑝 = 0.380으로 명조체의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정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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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정확도 변화 

 

Table 4.29: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정확도 기술 통계 분석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명조  

9 point 
24 4.875 1.9407 0.3961 4.056 5.694 1 7 

명조  

10 point 
24 5.292 1.7062 0.3483 4.571 6.012 1 7 

명조  

11 point 
24 5.542 1.8645 0.3806 4.754 6.329 1 7 

명조  

12 point 
24 5.708 1.4885 0.3038 5.08 6.337 1 7 

총계 192 5.432 1.6581 0.1197 5.196 5.668 1 7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기술 통계 분석은 Table 4.29와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4.7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고딕체와는 다르게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정확도에 대한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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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4.4 편안함 정규성 검정 

다음으로 편안함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편안함의 정규성 검정 

Table 4.30과 같다.  

 

Table 4.30: 편안함 정규성 검정 결과 

Type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 df 유의수준 통계 df 유의수준 

편안함 

고딕  

9 point 
0.201 24 0.014 0.876 24 0.007 

고딕  

10 point 
0.264 24 0 0.835 24 0.001 

고딕  

11 point 
0.272 24 0 0.801 24 0 

고딕  

12 point 
0.258 24 0 0.68 24 0 

명조 

9 point 
0.282 24 0 0.81 24 0 

명조  

10 point 
0.271 24 0 0.784 24 0 

명조  

11 point 
0.253 24 0 0.768 24 0 

명조  

12 point 
0.237 24 0.001 0.693 24 0 

 

편안함도 정확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집단이 정규성을 띄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글자체와 글자체에 따른 글자 크기 변화에서 편안함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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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편안함 Mann-Whitney U 검정 

편안함 또한 8개 집단 모두 정규성을 띄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글자체 간 정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법인 Mann-Whitney 

U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31, Table 4.32과 같다. 

 

Table 4.31: 글자체 간 편안함의 Mann-Whitney U test 결과 

순위 

편안함 

글자체 N(C) 평균 순위 순위 합계 

고딕 96 99.65 9566.00 

명조 96 93.35 8962.00 

총계 192   

 

Table 4.32: 글자체 간 정확도의 Mann-Whitney U test 검정 통계량 결과 

검정 통계량 

 편안함 

Mann-Whitney U 4306.000 

윌콕슨 W 8962.000 

Z -.805 

점근 유의수준 (양쪽) .421 

 

분석 결과, 글자체 간에는 편안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𝑝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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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글자체 간 편안함 차이 

 

Table 4.33: 글자체 간 편안함 기술 통계 결과 

그룹 통계 

편안함 

글자체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 

고딕 96 5.427 1.4779 .1508 

명조 96 5.156 1.7611 .1797 

 

편안함에 대한 글자체의 기술 통계 결과는 Table 4.33와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4.8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술 통계 분석 결과 고딕체의 편안함 평균이 5.427 로 명조체의 

평균 5.156 보다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4.6 편안함 Kruskall-Wallis 검정  

데이터가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지 않았으므로 글자체 별로 글자 크기의 

변화에 따른 편안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Kruskall-Wallis 비모수 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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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먼저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편안함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34, 표 Table 4.35과 같다.  

 

Table 4.34: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편안함 Kruskall-Wallis 순위 결과 

순위 

편안함 

Type N(C) 평균 순위 

고딕 9 point 24 40.83 

고딕 10 point 24 44.67 

고딕 11 point 24 56.92 

고딕 12 point 24 51.58 

총계 96  

 

Table 4.35: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편안함 Kruskall-Wallis 검정 통계량 결과 

검정 통계량a,b 

 편안함 

카이제곱 5.036 

df 3 

점근 유의수준 .169 

 

Kruskall-Wallis 분석 결과, 𝑝 = 0.169 로 고딕체의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편안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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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편안함 변화 

 

Table 4.36: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편안함 기술 통계 분석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고딕  

9 point 
24 4.958 1.6806 .3430 4.249 5.668 2.0 7.0 

고딕  

10 point 
24 5.292 1.3667 .2790 4.715 5.869 3.0 7.0 

고딕  

11 point 
24 5.917 1.1389 .2325 5.436 6.398 3.0 7.0 

고딕  

12 point 
24 5.542 1.5874 .3240 4.871 6.212 1.0 7.0 

총계 192 5.292 1.6271 .1174 5.060 5.523 1.0 7.0 

 

고딕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기술 통계 분석은 Table 4.36과 같으며, 이를 

4.958

5.292

5.917

5.542

4

4.5

5

5.5

6

6.5

7

9 10 11 12

C
o
m

fo
rt

Font size(pt)



 

60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4.9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고딕체는 11 point 까지는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편안함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으나 12 point는 11 point 보다 편안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조체에 대한 글자 크기에 따른 편안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Kruskall-Wallis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37, Table 4.38와 같다. 

 

Table 4.37: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편안함 Kruskall-Wallis 순위 결과 

순위 

편안함 

Type N(C) 평균 순위 

명조 9 point 24 41.50 

명조 10 point 24 47.65 

명조 11 point 24 51.31 

명조 12 point 24 53.54 

총계 96  

 

Table 4.38: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편안함 Kruskall-Wallis 검정 통계량 결과 

검정 통계량 

 편안함 

카이제곱 2.698 

df 3 

점근 유의수준 .441 

 

Kruskall-Wallis 분석 결과, 𝑝 = 0.441로 명조체의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편안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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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명조체의 글자 크기 변화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39와 같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4.10과 같다. 통계 분석 결과,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편안함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4.10: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편안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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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9: 명조체의 글자 크기에 따른 편안함 기술 통계 분석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의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명조  

9 point 
24 4.750 1.7508 .3574 4.011 5.489 1.0 7.0 

명조  

10 point 
24 5.083 1.8396 .3755 4.307 5.860 1.0 7.0 

명조  

11 point 
24 5.292 1.8528 .3782 4.509 6.074 1.0 7.0 

명조 

12 point 
24 5.500 1.6151 .3297 4.818 6.182 1.0 7.0 

총계 192 5.292 1.6271 .1174 5.060 5.523 1.0 7.0 

 

4.4.7 종합 만족도 

종합 만족도의 경우 모든 Task를 종료한 후, 글자체와 글자크기 8개의 

조합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한 가지 조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피실험자의 

응답에 대한 답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ure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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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종합 만족도 결과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과반수가 넘는 응답이 고딕 12pont를 제일 

만족도가 높은 조합으로 선택하였다. 그 뒤로 명조 12 point, 고딕 11 point, 

명조 11 point의 순서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10 point 이하의 조합을 선택한 

피실험자가 없었고,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조합이 고딕 12 point, 명조 12 

point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글자 크기가 클수록 선호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딕체의 경우 총 17명의 피실험자가 선택한 반면, 명조체의 

경우 총 7명이 선택하여 종합 만족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고딕 11 point의 

경우 명조 12 point보다 글자 크기가 더 작지만 응답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종합 만족도의 경우 명조체보다 고딕체에서 더 선호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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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서 글자체와 글자 크기가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독성 실험 결과에 대해서 글자체와 

글자 크기에 대한 반응 시간, 오류 횟수, 주관적 만족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글자체 간에는 반응 시간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고딕체에서 더 좋은 

가독성을 보였던 기존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글자체 간에 반응 시간의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는 고딕체와 명조체 모두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글자체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서체의 익숙함 또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41]. 고딕체와 명조체 모두 인쇄물에서부터 웹사이트까지 대표적으로 

쓰이는 글자체이므로 글자체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글자 크기가 획의 차이에 대한 가독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만큼 유의미하게 큰 글자 크기를 사용한 이유일 수도 

있다[51]. 그러나 모든 조합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한가지 조합을 고르게 했던 

종합 만족도의 경우 고딕체가 명조체보다 더 많은 응답을 얻었다. 그 이유는 

고딕체는 획의 굵기에 변화가 없이 일정하여 획의 굵기에 변화가 있는 

명조체보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더 획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로 

인해 같은 크기이더라도 고딕체가 명조체보다 크기가 커 보이는 경향이 있다[62]. 

그 이유로 만족도에서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명조체보다 고딕체의 최소 가독 크기를 실험 했던 Song 등 [68]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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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고딕체가 명조체보다 최소 가독 크기가 더 작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고딕체가 명조체보다 육안으로 더 크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이다 

 

각 글자체에 대한 글자 크기 변화에 따른 가독성의 경우, 고딕체와 

명조체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반응 시간에서는 글자체와 글자 크기의 교호 

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딕체의 경우, 반응 시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류 횟수에서 10 point와 11 point가 좋은 결과를 9 point와 

12 point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11 point까지는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오류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2 point는 오류 횟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주관적 만족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확도와 

편안함에서 11 point까지는 만족도가 높아졌으나 12 point에서는 낮아졌다. 각 

글자체에서 글자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가독성이 높아지다가 낮아지는 한계점인 

글자 크기의 ‘임계치(Threshold)’가 존재한다[69]. 따라서, 임계치에서는 글자 

크기가 더 커진다고 해서 더 좋은 가독성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11point에서 반응 시간, 오류 횟수, 주관적 만족도 결과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고딕체의 가독성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고딕체에서는 11 point가 가장 좋은 

가독성을 보이는 임계치일 가능성이 있다.  

 

명조체의 경우, 반응 시간에서 9 point와 10 point보다 11 point와 12 point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오류 횟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지만, 주관적 만족도에서도 정확도와 편안함에서 모두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는 글자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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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수록, 명조체와 같은 세리프체의 장식 부분이 VDT상의 해상도 문제로 인해 

번져 보이거나 겹쳐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51]. 따라서, 획의 장식 부분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큰 글자 크기에서 가독성이 더 좋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딕체와 명조체의 획의 유무와 획의 굵기 변화라는 글자체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반응 시간에서 교호 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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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6.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글자체와 글자 크기에 따른 스마트 

워치에서의 가독성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글자체의 경우 고딕체와 

명조체, 글자 크기의 경우 9 point, 10 point, 11 point, 12 point로 나누어 가독성 

평가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독성 실험 결과, 글자체에 따른 반응 시간, 오류 횟수, 주관적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 만족도에서는 

명조체보다 고딕체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따라서,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서 주관적 만족도가 우선시 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는 고딕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각 글자체에서 글자 크기의 변화에 따른 가독성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고딕체의 경우 반응 시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오류 횟수에서 10 

point와 11 point가 9 point와 12 point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주관적 

만족도에서도 정확도와 편안함에서 11 point까지는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다가 12 point에서는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11 

point가 글자체에서 가독성의 변화 추이가 변하는 지점인 임계치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조체의 경우, 반응 시간에서 9 point와 10 point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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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와 12 point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오류 횟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지만, 주관적 만족도에서도 정확도와 

편안함에서 모두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명조체에서는 획의 장식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는 큰 글자 크기에서 높은 

가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서 

고딕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11 point, 명조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12 point의 

사용이 권장된다.   

  

6.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워치의 가독성 실험을 연구하였으나 그 실험 

환경이 실제 스마트 워치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스마트 

워치는 웨어러블 기기로서 운동 중, 이동 중과 같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스마트 워치의 사용 자세, 스마트 

워치를 보는 시야 거리는 사용자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그러나, 가독성은 

시야각, 시야 거리 등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70]. 따라서, 본 연구에서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던 글자체와 글자 크기 이외에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가독성 실험 

환경에서 스마트 워치가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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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 모집의 한계로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 수가 

많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가 모든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 더 많은 수의 피실험자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스마트 워치의 기종 중 애플 워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워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기종마다 

디스플레이의 모양과 해상도가 다양하다. 원형 디스플레이의 경우 사각 형태의 

디스플레이와 비교하였을 때, 디스플레이 모양과 화면의 여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가독성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면의 해상도도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71]. 따라서, 다양한 스마트 워치의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글자체 두 가지와 글자 크기 네 가지에 대해서 가독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스마트 워치에 적용할 수 있는 더 다양한 글자체와 

글자 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조체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대 글자 크기인 12 point에서 가장 좋은 가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 큰 글자 크기에서 더 좋은 가독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최적의 글자체와 글자 크기를 찾기 위해 더 다양한 범위의 글자체와 글자 

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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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향후 연구 과제 및 연구 의의 

추후 연구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워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특징을 살린 가독성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글자체와 글자 크기 이외에 더 다양한 

글자체와 글자 크기를 사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레지빌리티 

뿐만 아니라 리더빌리티까지 고려하여 자간, 행간, 여백 등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형 스마트 

워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워치에 대한 가독성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서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사용에서 사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고령자의 

스마트 워치 기기에 대한 수용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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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ont Type and Font Size on 

the Legibility in Smart Watch Usage of the 

Elderly People 
 

Nakyoung You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 ith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worldwide, the demand 

and cost of health care for the elderly are also expected to increase. 

Accordingly, researches on health management monitoring system using 

wearable devices that continuously and economically monitor the health 

status of elderly people are actively conducted. Smart Watch is one of 

the wearable devices suitable for application to the health care 

monitoring system of the elderly. However, low legibility due to the 

small display of the smart-watch is pointed out as a serious problem. 

Legibility is one of the usability factors of the product, and it influences 

the elderly’s acceptance of the devic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legibility of the product.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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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legibility of the smart-watch for the elderl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ont type and 

font size on the legibility to improve the legibility in smartwatch use of 

the elderly. For that, a legibility experiment was designed and 

performed. The experiment results were analyzed by reaction time, 

frequency of errors, and subjective satisfaction. As a resul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action time, the freq uency 

of error, the subjectiv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font type. However, 

in the overall satisfaction, Gothic was more satisfied than M yung.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use Gothic for interfaces that preference 

is important. On the contrary, the difference of the legibili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font size was different in each font. In case of Gothic,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action time, but 10 point and 11 point 

were better than 9 point and 12 point in the frequency of error.  In the 

subjective satisfaction level, accuracy and comfort increased to 11 point 

as the font size increased, but it was lower at 12 point.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use 11 point when using Gothic and 12 point when 

using M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for the legibility of 

font type and font sizes in smart watch use of the elderly. Thi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smart watch for the elderly,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the acceptance of smart watch for the elde rly. 

 

Keywords: Smart-watch, Elderly, Legibility, Font type, Fon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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