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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연구목적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질 및 행복 수준의 향상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천명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이란 주관적이

고 상대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정책의 목표로 상정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각화 과정은 지표에 대한 접근과 해석에 있어서 정보 

사용자에 초점을 맞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정보 전달의 효율

성을 증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행복지수를 위해 통계를 시

각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론을 정리함으로서 지표가 전달되고 

사용되는 환경과 사용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정보를 표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방법, 연구범위

문헌연구, 인터넷 탐색, 사례 연구로 진행된 본 연구의 내용

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복결정 요인

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

고 본질을 파악하여 시각적 요소로 전환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본다. 두 번째, 통계 다이어그램의 유형을 파악하고 구성 

수준을 통해서 시각적 요인을 구체화하고, 통계적 다이어그램

의 의미와 요건을 행복 지수라는 특정적인 분야로 한정하기 

위한 관계를 설정한다. 세 번째 행복지수를 위한 다이어그램

이 갖춰야 할 요건과 모델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독창적이고 신뢰성 있는 OECD의 ‘웰빙과 사회진

보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워크숍에서 제

안한 지료인 NIW(Natinal Index of Well-being)를 기반으로 인

용하였다. 

2. 행복지수의 시각화 요인

2-1. 행복 결정 요인1)

삶의 질 수준은 단순히 소득 수준에 관련된 지표로 측정될 수 

없는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요소 (econ omic 

factors), 사회관계적 요소(social relational factors), 사회심리

1) 김용하, 윤강재, 김계연, OECD 국가 행복 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정

책자료 2009-01, p2  2009

적 요소(social psychological factors), 환경적 요소

(environmental factors), 제도적 요소(institutional factors), 신체

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physical or demographicfactors)

개인적인 요인(Personality factor), 상황적인 요인(Contextual 

and situational factor), 환경적인 요인(Environmental factor)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객관적 파악 가능한 물질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측정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가변적인 주관적 생활 만족도 수준을 더욱 고려되

어야 한다. 결국 행복 지수를 시각화 할 때도 보편타당 하면

서 주관적 표현에 충실한 방식을 채택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들어내는 방식으로 행복지수에서 내포된 객관화된 

심리적 가치를 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삶의 질이란 결국 객

관적 관점과 주관적 인식이 통합된 개념으로 본다면 행복 지

수의 시각화도 객관적인 표상과 주관적인 표상이 함의된 방향

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2-2. 객관적인 미와 주관적인 미 

통계 자료를 시각화 하여 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주관적 

판다과 객관적이 판단이 모두 개입한다. 정량적 수치의 시각

화 작업은 객관적인 미의 판단에 주관적인 미의 판단을 보태

야 비로써 완성된다는 것이다. 보편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표현 방식 중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그

램의 구조적인 구성 수준을 파악하고 주요 개념을 통해서 시

각화 속성을 찾아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주관적인 미적표현을 위해서 감성적인 표현방식을 택한 다이

어그램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행복지수를 시각화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주관적이며 감성적인 미

적 표현은 모든 사람이 동의 하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미적 

시각화보다 행복 지수를 표현하는 데 적절할 것이다. 결국 행

복과 관련된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기가 잘 들어난 

시각 표현을 다이어그램에 적용시켜야 한다. 

3. 객관적 시각화 방법론 사례연구 

3-1. 다이어그램 구성 수준(중심 층위와 본질) 범주

화 모델2)

- 객체 구조 수준 : 총체적 개념 중심 (상태,(state),구조

2) 류시천, 다이어그램 구성수준과 시각화 속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

회, Vol5, No.2, p136, 13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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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관계(Relationships)) : 객체가 어떤 구조로 존재하는

지를 설명. 개별 객체의 성격보다는 각각 객체간의 상태, 구

조, 관계 표현 우선시 됨. 

- 객체 행위 수준 : 개별 객체 의미 중심(메시지(messages),상

태변화(Transition between states),순서(Sequence), 활동성

(Activity)). 객체 자체의 성격 또는 객체들의 단계별 변화를 설

명. 객체간의 구조, 관계 보다는 개별 객체의 메시지, 순서, 

활동성, 상태변화 표현이 우선시 됨.

- 객체 기능 수준 : 객체 상호 작용 중심(조작(Operations),사

건(Events),방법(Methods),사용 예(Use case)). 객체의 동작 기

능이나 그 발생 과정을 설명. 객체와의 인터렉션을 통해 또 

다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조작, 사건, 방법, 사용 예의 

개념이 우선시 됨. 

3-2 적용 목적별 다이어그램3) 의미 및 요건

3-2.1 상황적 인식, 사고적 분석 종합, 개념적 모델링

- 내부 구성원의 의사결정 지원.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일방성, 개념성).

- 신속성:손으로 스케치할 수 있게 빠른 시간에 정리 가능.

- 관습성: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관습으로 표현.

- 개방성:쉽게 수정, 보완이 가능토록 범용화한 툴로 작성.

3-2.2 실체적 모델링 

- 외부 사용자의 정보획득지원.

- 정보 표현의 창조적 아이디어(전문성, 구체성).

- 복잡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현.

- 찾기 어려운 정보를 찾기 쉽게. 

- 최신의 또는 시의 적절한 정보.

- 필요한 경우 정보를 상세하게. 

- 필요한 경우 개인화된 정보로.

- 정보 선택 결과에 대한 피드백.

4. 감성적인 통계 형태와 조형 사례 연구

4-1 각종 그래프와 차트 

선형 그래프, 분포도 그래프, 막대 그래프, 면적 차트, 용적 

차트, 혼합 차트에서 감성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그 사이에

서 추출된 요소 간 관계를 통해 통계 자료의 감성 요소를 파

악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 감각적 차원에서 디자인 요소

를 개념화함으로서 창의적인 표현물의 근거를 마련한다. 

4-2 감성별 디자인 요소 분석

정승은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4)에서 감성 요소의 

요인으로서의 조형원리를 분석하였다. 

‘화려한’ 느낌을 주는 색은 강렬하고 자극적인 느낌을 주었으

며, 백그라운드에도 순도가 높고 다양한 컬러를 사용해, 강한 

인상을 준다. 그래픽적 요소를 디테일하게 첨가하여, 변형, 장

식한다. 변화와 긴장감을 주며, 추상적 이미지를 만든다. 요소

3) 류시천, 다이어그램 구성수준과 시각화 속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

회, Vol5, No.2, p 140, 144  2002

4) 정승은, 2001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70, 102  

2001

를 크게 사용되었으며, 각 요소들은 커다란 하나의 전체의 일

부분이다. 일정한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로 구성되었다. 

자유롭고 긴장과 변형의 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 비정형적이

며, 모듈화를 지키기 보다는 그 안에서 조금씩 의외성이나 긴

장을 준다. 표현 양식이 다양하다. 

‘재미있는’ 조형 형식은 원색 자체를 사용하고, 다양한 칼라, 

원색의 색상대비, 보색대비가 주를 이룬다. 일러스트, 카툰, 

캐릭터나 그래픽 제작, 구상적 그래픽, 과장, 희화한 표현 -흥

미있는, 곡선, 운동감, 평면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비정형적, 

다양한,. 리듬감를 나타낸다. 

‘편리한’에 관한 조형은 주로 흰 바탕에 검정, 파랑의 text 를 

사용하였다. 텍스트의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의 면적이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그래픽이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컨텐

츠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작은 이미지, 사무적 이

미지, 텍스트 위주, 보조적이며, 정돈, 간결, 직선적인 선, 네

모난 박스를 주로 사용한다. 전체적으로 빽빽하게 나열이 되

어 있다. 가장 초기적인 그리드 사용하여 진부해 보이기도 하

지만, 컨텐츠를 쉽게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다.

‘안정된’에 관한 조형은 전반적으로 중채도의 안정감이 느껴지

는 보편적인 색의 사용으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게 한다. 한

색도 따뜻하게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계통색의 사용으로 무난

해 보인다. 풍경이나 사실적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타이포나 

간결한 몇 개의 기하학적 선을 첨가하여 깔끔한 장식을 하였

다. 정리된, 그리드, 수평적 레이아웃, 공간의 효율적으로 처

리했다. 

5. 결론 및 이후 연구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행복 지수의 확장된 표상으로서 정보 디자

인의 시각화 유형에 해당하는 모델의 본질이 무엇이고 행복 

지수의 시각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의 과정에 있어서 방법이 

어떠한지를 탐색해 보았다. 이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계의 시각화 유형으로서 다이어그램의 범주의 모델화와 의

미 및 요건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각적 형태와 디자인적 속성

을 제안하여 행복 지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탐색해 보았다. 

행복 지수는 객관적인 특성과 주관적인 특성이 유기적으로 연

계되어 있는 정량적 정보이다. 객체 구조적 탐구를 통해 객관

성을 함의하는 모델을 제시해야 하고 상황, 사고, 개념적, 실

체적 모델을 통해서 주관성을 객관화할 수 있는 과정을 모델

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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