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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도의 색채배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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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단계구분도의 색채배열이 지리적 분포패턴을 인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효과적인 색채배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색채배열로 분포패턴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중학생， 고둥학생， 대학생 1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고， 색채배열， 색채， 계급의 수， 자료의 지리적 분포를 고려한 총 42종류의 단계구분도를 작성하여 지도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과제와 전체적인 지리적 분포패턴을 파악하는 두 종류의 지도 이용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발산배열과 이중순서배열과 같이 자료의 중간값을 경계로 하여 위아래로 자료를 구분하는 배열 

방법이 지리적 패턴인식에 효과적이었고， 지도 읽기가 색채배열뿐만 아니라 지리적 분포패턴과 계급의 수의 영향 

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용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과제 수행에 있어서 색채배열이나 계급의 수로 인한 

지도의 복잡성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단계구분도， 색채배열， 지도 이용자， 지도 이용 과제， 지리적 분포， 계급의 수， 지도의 복잡성 

Abstract: This research addresses questions about how ∞b scheme 떠s an influen∞ on reading the spatial 

information enaxied on the maps, which type of color schemes is m∞t effective in sym boli킹ng information on 

choropleth ma탱， and how map users'’ ability to cx횡nize map pattem by color scheme is different. For this aims, a 

questionnaire survey was ∞nducted on 1134 junior 비gh， 비gh sch∞L 없d college students in 1999. Each su비ect 

∞mpleted two map u뚱 tasks which were the extraction of detailed map information at SPE뼈c map 1α:3，tions and 

the recognition of over:려1 map pattems u외ng one of forty-two test choropleth maps. The test maps are a ∞mbination 

of two tyκ!S geographic clistribution, 4 clis디nct ∞lor schemes, two sets of ∞bs， and 3 variations in the num ber of 

classes. The result is that diverging scheme and double-똥quent뻐1 scheme are more effe다ive in recognition of map 

pattems. The focus of both color schemes is to group above and below the critica1 midpoint of data range. Map1X최 

distribution and the num ber of classes effected map reading 떠와{s. The elders were influenced less by ∞lor schemes 

and the num ber of classes in performing some map reading tasks. 

Key words : choropleth map, ∞lor scheme. map user, map use task, geographic distribution. number of classes. 

map ∞mplexity. 

1.서론 

1. 연구의 배경과목적 

features)간의 시각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래서 시각적 형상간의 관계를 지각하는 체계인 

지도 디자인의 “시각적 구문론(때때 syntax)"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Be띠n(1967) 에 의하 

면 시각적 변수의 사용으로 이러한 관계를 표현 

주제도 제작의 기본 원리는 지도 사상(map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색채는 아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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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 하나이 다(Eastman， 1986: 324). 

특히 색채 (color) 나 패턴(않xture)으로 통계자료 

를 표현하는 단계구분도는 양적 자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료의 특성과 색채배열간의 논리가 필 

요하기 때문에 단계구분도의 색채 선택에 대한 이 

용자의 반웅에 대한 연구가 펼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단계구분도에 나타나는 지리적 분포는 계급분류 

방법이나 계급의 수가 같다 하더라도 적용한 색채 

배열 (color scheme) 방법U에 따라 분포패턴의 인식 

이 달라진다. 이러한 색채배열에 대한 연구는 일 

부 소수의 학자들(Olson， 1987; Mersey, 1990; 

Brevver, 1994, 1996, 1997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기존 연구들은 지도의 인식에 효과적인 

색채배열을 찾는데 있어서 지도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적었다. 지도의 기호화와 디자인은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지도 

의 디자인은 이용자의 특성과 목적 둥을 고려하여 

야 한다. 그리고 색채라는 시각적 변수의 특성상 

색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사회 · 문화적 차이 동에 

2. 연구의 대상과방법 

이 연구에서는 첫째， 단계구분도에 널리 쓰이는 

색채배열 (color scheme) 방법들을 알아내고， 둘째， 

이 색채배열 방법들에 대하여 피험자가 어떻게 반 

웅하는가를 알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단계구분도에 널리 쓰이는 색채배열 방법 

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국외의 지도책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채배열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국내 및 

지도 제작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본， 독 

일， 영 · 미국의 대표적인 지도책을 각 3권씩 총 12 

권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Brevver의 색채배열방법 

에 근거하여 순서배열， 발산배열， 스펙트럼배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기존 지도학 문헌에서는 다루 

고 있지 않은 새로운 색채배열이 의미있는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색채배열의 특정에 의해 이중순서배열이라고 이름 

지었다. 

의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지도 이 둘째， 위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색채배 

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열 방법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 하였다. 

음 두 가지를 살피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첫째， 단계구분도의 색채배열이 지리적 분포패 

턴을 인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효 

과적인 색채배열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둘째， 색채배열로 분포패턴을 인식하는데 있어 

서 이용자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논문은 지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호 

화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지도학계에서는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연구되어온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러나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단계구분도를 가장 실 

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용 

자의 특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다른 의의를 지닌다. 

설문용 단계구분도 제작에 쓰인 자료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 의거한 인구밀도 자료이 

다. 지리적 분포패턴이 다를 경우 피험자의 반웅 

이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군집된 분포 

와 분산된 분포를 가지는 2 종류의 자료를 지도화 

하였다. 작성한 단계구분도는 두 종류의 색채를 

적용한 4가지의 색채배열과 4, 6, 8계급의 3종류의 

계급의 수로 총 42가지이다. 이렇게 제작된 단계 

구분도 중에서 한가지의 지도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으로서， 설문지의 내용은 두 종류의 과제를 수 

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는 구체적인 

정보의 획득과 전체적인 지리적 분포패턴 인식으 

로 나누어질 수 있다. 웅답자는 약 15분 동안 설문 

(1) 단계구분도나 둥치선도 둥에서 지도 내용의 특징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색채(색상 · 명도 · 채도)를 체계적으로 조절 
하여 배열하는 ‘색채배열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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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웅하였다. 도학적 기호화 방법， 지리적 분포의 복잡성에 대한 

설문의 피험자는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단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Dent， 1993:141) , 너무 단 

계구분도를 가장 많이 접하는 잠재적인 이용자인 순화시켜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 

학생을 선택하였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단계구분 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요소를 고려하였다. 

도는 주로 사회과 부도와 지리부도의 경우에서처 그리고 다른 변수를 차단하고 색채배열만을 변수 

럼 교육과정에 의하여 구분되어 제작되므로， 교육 로 하여 여러 장의 지도를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하 

과정에 따라 중학생， 고동학생， 대학생의 세 집단 였을 경우， 처음 본 지도에서 기억된 정보가 다음 

을 선정하여 이용자를 구분하였고， 실제 지도 이 지도를 읽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을 보완 

용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였다. 하기 위해서 내용(지도의 주제)을 달리하면 내용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과정 속에서 지도 읽기에 차이에서 오는 지리적 분포의 차이가 또 다른 변수 

대한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여 독도 능력이 증가할 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각 피험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용자의 독도 능력에 따라 색 자가 하나의 지도를 보고 두 종류의 과제를 해결하 

채배열이 어떻게 인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하나 게 하였고， 이러한 방법은 선행연구(MacEachren， 

의 이용자 집단내에서는 독도 능력과 인지 능력이 1982 ; Mersey, 19W)에서도 널리 사용된 방법이다. 

동일하고 개인차이는 집단간의 차이에 비하여 작 단계구분도는 Arc/view GIS 3.1로 작성하였고， 

다고 가정하였다. 색채는 Arc/view상의 색채체계로 색상(hue) , 채도 

연구를 실시한 지역은 서울시(고양시 포함)에 (saturation), 명도(v려ue) 를 조절하였으며， Brewer 

한정시키지 않고 지방 소도시(창원시， 진해시， 고 가 제시한 색채조절방법에 근거하여 색채배열을 

성군)의 학교에서도 실시하여 피험자 선정의 일반 디자인하였다. 

화에 노력하였다. 중학생 471명， 고등학생 449명， 

대 학생 449명 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과 11월의 2 

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1369명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웅답이 부실한 경우， 피험자가 색맹 

인 경우， 무웅답자와 웅답에 오류가 있는 경우 둥 

을 제외하여 이용자별로 각 지도당 9명씩， 총 1134 

명의 웅답을 분석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설문 내용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지도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 

적인 문제를 피하는데 주력하였다. 색채배열의 비 

교 평가는 한 명의 이용자가 여러 종류의 색채배 

열을 동시에 보고 비교하여야 하지만， 여러 요인을 

변수로 적용한 지도가 42종류나 되어 현실적으로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도 지리적 분포나 계급의 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 

11.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색채배열의 유형과 특성 

1) 색채의 배열 방식 

색채배열은 면적 지도에서 자료를 표현하기 위 

하여 색채를 선택할 때 색채배열이라는 규칙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색채배열의 

조절은 단순단계구분도나 밀도구분도， 둥치선도와 

같은 주제도에서 적용되어져 왔고， 면적 지도뿐만 

아니라 점 기호， 선 기호 및 다른 그래픽 변수에 

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 Dent ( 1993 : 32이는 이것을 

색채 계획 (color p1an) 혹은 색채 선택 (color choiæ) 

은 지도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용 이라고 하였고， Mersey(1990)는 색채 시리즈(color 

자의 인지적 수준 차이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수 series) 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도 있다. 지도 디자인은 지리적 현상의 분포를 잘 색채배열(∞lor scheme) 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단， 

표현하기 위하여 지도 이용자의 지도학적 경험， 지 국내에서는 아직 ‘∞，lor scheme' 에 대한 합의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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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없으므로，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색채배열’ 

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겠다. 

지도에 표현되는 자료의 유형에 따라， 지도에 

사용되는 색채배열이 결정된다. 단계구분도에서 

질적 자료(명목 척도)의 기호화는 색상은 달리하 

되， 명도 즉 밝기는 거의 같게 나타내어야 한다. 

서열 자료(서열 척도)나 양적 변수(둥간 척도， 비 

율 척도)를 기호화하기 위해서는 명도를 조절하여 

나타내어야 하고， 크기가 클수록 어둡게 나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반대로 변수의 크기가 큰 경우 

를 더 밝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범례에 

분명히 명시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rewer, 1994: 123-147: Campbell, 1993: 212-213: 

Dent, 1993: 319: Robinson 등， 1985: 340-343) , 그 

러나 이러한 명도의 대비현상은 바탕색의 명도에 

영향을 받는 동시대비효과에 의해 다르게 인지되 

기도 한다(McGranaghan， 1989) , 

0 1son(1987) , Mersey(199이， Brewer(1994)는 이 러 

한 색채배열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Mersey(1990)는 지도 제작의 구체적 상황에서의 

색채배열의 유형을 분류하였기 때문에， PMSZJ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에서의 사용이 부적합한 배열 

이 포함되어 있고， 01son(1987)은 Mersey의 것보다 

는 더 향상되었지만， 2개의 변수의 조합이 정교하 

지 않다는 결점 이 있다， Brewer(1994)는 01son의 

색채배열을 기반으로 하여 색채배열의 유형과 색 

채배열에 대웅되는 자료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가 하나일 

경우의 색채배열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 

문에， 기본적인 색채배열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1]은 01son, Mersey, Brewer가 제시한 색채배 

열의 유형화이다. 

[표-1J의 음영부분은 다양한 미디어에서 적용되 

어 질 수 있고， 변수가 한 가지인 양적 자료의 표 

현을 위한 색채배열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1. 색채배열의 유형 

Mersey 01었1 Brewer 
hue æries qualitative qualitative 
따lble뀐펴.00 빼gle웠uenæm때화uome binary 
없뼈al 왜1양정멕uenæ j:x깨띠뼈ne 었끄뼈1벼l 

hue 때lue 해때ing scheme diver:맹땅 

PMS value 따j밟뀐ld없 빼뼈ar q때.tativ1마b뼈ry 

black and white double-endoo 벼때læ q때tative/:뼈뻐벼l 

q떠litativel quantitative 
뼈ue뼈V~uential 

(벼빼æ 양leme) 

two-v;때able quantitative diver밍}g/:뼈uential 

three-v뻐able proj:x)rtions diver밍19/diver맹}g 

multi-variable æilllts diver맹}glb뼈ry 

* 음영부분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양적 자료의 변수가 하 
나인 색채배열을 나타낸다. 

2) 색채배열의 특성 

자료의 특성에 맞는 시각적 변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침은 정성적 자료 

(q떠litative data) 는 색 상으로， 정 량적 자료와 서 열 

자료(q떠ntitative， ordered data)는 명도의 조절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1) 정 성 적 자료의 색 채 배 열 (qualita디ve scheme) 

‘정성적’은 명목적 차이에 흔히 사용되는 용어 

로， 색상의 차이로 변수간의 질적 차이를 나타낸 

다. 정성적 범주에 사용되는 색상의 명도는 비슷 

해야한다. 명도나 채도의 차이가 크면 정성적 지 

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주에 부적절하게 관 

심을 끌 수도 있다. 따라서 쉽게 구별되는 색상들 

간에는 명도 차이가 적은 것이 좋다. 

많은 정성적 범주를 사용할 때는 지도의 모든 

색채를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색상 내에서 

또는 색상간에 명도 차이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지도에서 강조해야하는 범주에는 가장 밝거나 진 

하거나 채도가 높은 색을 칠하고， 드물게 나타나 

고 소지역은 명도대비나 채도대비를 크게 한다. 

(Brewer, 1994) 

(2) PMS(Pantone Matching System)은 인쇄산업에서 표준이 되는 체계로서 8가지 기초색과 검정색， 흰색의 107~지 색을 
혼합하여 5007~지 이상의 인쇄 색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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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서 배 열 (웹uent때 scheme) 

순서가 연속하는 자료의 분류는 논리적으로 높 

은 값에서 낮은 값으로 배열된다. 이러한 범주의 

서열은 연속하는 명도의 단계로 표현된다. 

대개 자료 값이 낮으면 밝은 색으로， 높으면 어 

두운 색으로 표현하나，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반대의 경우는 지도 사용자의 대부분의 기 

대와 모순되므로 명백한 범례로 분명하게 해주어 

야 한다. 그러나 어떤 자료 값이 밝은 색으로 표 

현되는가와 상관없이， 색들은 자료 범주의 등급과 

일치하는 명도의 순서로 구성한다. 

(3) 발산배 열 (diverging scheme) 

정량적 데이터를 표현할 때， 데이터 범위의 중 

간지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발산하는 명도 단계로 

표현되어지는 색채의 구성을 말한다. 데이터는 평 

地理學論輩 第36號 (2000. 8), 125-151. 

2. 단계구분도에서의 색채배열 

Mersey ( 1990)는 Cuff(1972, 1973, 1974; Mersey, 

1990 재인용)의 순서배열， 스펙트럼배열， 발산배열 

외에도 색상배열， 흑백배열， 한가지 색상에 흑색을 

혼합한 배열의 6가지 색채배열의 효율성을 실험하 

였다. 그는 일반적인 지도 정보의 획득에는 명도 

변수에 기반을 둔 것이 더 효과적이나， 회상과 인 

식에 있어서는 명도와 색상 변수가 더 효과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남/여간의 회상과 인식에 있어 

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여자가 더 높은 점 

수를 획득하였다고 하였다. 서열화되어 있고 회상 

정도가 높은 색채배열이 효과적인 배열 방법이라 

고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효율성은 지도 사용 과 

저Il( map use task) 의 유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색상과 명도를 함께 조절한 배열 

균값(m않n) ， 중간 값(m어때1) , 혹은 제로 값의 위 (hue-value scheme) 이 대부분의 지도 사용 과제에 

와 아래에 위치한 편차이다. 회귀모텔로부터 잔차 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를 지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의 전차에 

대하여 한 색상을 사용하고 음의 잔차에 대하여 

다른 색상을 사용하며， 잔차가 커질수록 색상의 

명도를 낮게 한다. 

Brewer ( 1994) 는 ‘double-ended’ 보다 ‘diverging’ 

이라는 용어를 추천하는데， double-ended는 데이터 

범위의 양 극값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diverging은 

데이터의 증가와 감소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임 

계값(αj디떠1 v려ue)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고한다. 

발산배열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양의 값과 음의 

단계구분도에서의 색채 인식은 둘러싸인 색채에 

의하여 동시대비효과를 받는다. 그 효과를 막을 

수는 없지만， 색채의 명도와 색상을 다양하게 선 

택 하여 방지 할 수는 있다. (Brewer, 1996, 1997) 

Brewer 둥(1997)은 색채배열의 선호는 지도화된 

분포의 군집된( clustering ) 수준에 영향을 받는데， 스 

펙트럼배열과 보라/녹색의 발산배열을 선호하고 쉽 

게 읽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 

면， 스펙트럼배열이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도화된 자료의 논리적 구조에 적합한 발산 

명도 단계로 디자인되면 효과적이라고 한다. 발산 

값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로 값에서 발산하 배열은 스펙트럼배열과 순서배열보다 정보를 더 잘 

지 않는 자료도 적용되어 질 수 있다. 획득할 수 있고， 순서배열보다 지도의 군집을 더 강 

탐구를 강조하거나 혹은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을 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도의 효율성이 발산배열 

위해서 정량적 자료를 표현할 때， 상호작용하는 의 사용에 의해서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 내에서 같은 데이터의 표현에 있어서 순서배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문미옥(1998) 의 울산지역 

열 혹은 발산배열간의 양자 택일은 데이터의 다른 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지도 정보의 

측면을 드러낼 수 있고， 데이터의 연구에 도움을 획득과 회상에 있어서 효과적인 색채배열에 대한 

줄 수 있다.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순서배열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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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도의 색채배열에 관한 연구 

3 본연구의개념적틀 

본 연구는 주제도 중에서도 통계자료의 지도화 

에 주로 사용되는 단계구분도에서 색채배열이 분 

포패턴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려 

발간한 ‘대한민국 국세지도’， 민간회사에서 상업 

용으로 발간한 ‘지도로 본 서울’ 과 ‘교학지도집’ 

을 분석하였다. 이 3권은 국내에서 지리부도를 제 

외한 단계구분도를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 

도책들로서， 이 지도책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는 것이다. 주제도 제작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채배열의 종류 

지도의 이용은 지도 자체와 이용자의 특성에 의 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여 규정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구분도의 그리고 일본， 독일， 영 · 미국의 지도책을 살펴보 

시각적 변수인 색채배열과 지도의 복잡성에 영향 았다. 일본의 사회과부도 및 지리부도를 제작하는 

을 미치는 계급의 수와 자료의 지리적 분포의 특 대표적인 출판사로 ‘동경서적’과 ‘제국서원’， ‘이 

성이 지도 이용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궁’의 지리부도를 분석하였고， 독일의 대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다. 지도 이용 과제는 지도책 인 ‘A1exander We1ta t1as ’ 와 ‘Diercke 

구체적인 지도 정보를 획득하는 과제와 전체적인 We1tat1as’, 그리고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 

지도의 분포패턴을 인식하는 과제로 나누어 볼 수 육용 지도책인 ‘H따ms We1tat1as’을 분석하였다. 

있다. 그리고 지도 이용자를 연령에 따라 중 · 영 · 미국의 경우는 대표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 

고 · 대학생으로 분류하여 연령 및 지도학적 경험 

의 차이에 따라 지도 읽기와 분포패턴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색채배열 11 계급의 수 | 
• 

지도 이용 과제 

구체적인 지도 | 전체적인 지도의 
정보의 획득 l 분포패턴 인식 

f 
지도이용자 

연렁 및 지도학적 경험에 따른 구분 

| 중학샘 I I 고등학생 I I 대학샘 | 

그림 1. 개념도 

기 어렵지만， 사용자층이 넓고 국내에서 입수하여 

분석 하기 에 용이 한 ‘Bri떠nnica Atlas’ , ‘Go여e’ S 

W orld Atlas' 와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Philip’ S 

Modem Sch∞，1 At1as’ 를 선 정 하였 다. 

이와 같이 지도 제작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판단 

되는 국가의 지도책을 각 3권씩 분석하여 총 12권 

의 지도책에서 256개의 단계구분도를 분석하였다. 

2) 지도책에서 쓰이고 있는 색채배열과 계급의 수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색채배열을 6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순서 배 열 (sequentia1 

scheme) , 발산배 열 (diverging scheme) , 이 중순서 배 

열， 단순발산배열， 스펙트럼배열， 특정 색채배열로 

유형화가 불가능한 배열 방법의 6가지로 분석하였 

다. 여기서 이중순서배열이란 연속적인 자료를 중 

간값을 경계로 하여 상하의 범위를 다른 색상 계 

열로 표현한 것으로， 순서배열 2개가 연속되어 있 

11 1. 색채배열 평가에 관한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는 모양이다 단순발산배열은 마지막의 한 계급만 
다른 색상 계열로 표현한 것이다. 

1. 기존 지도책에 실린 주제도의 색채배열 분석 다음의 [표-2]， [표-3J는 각 국가별 지도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채배열의 종류 및 계급의 수에 

1) 분석 대상 지도책 대한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국내의 지도책으로는 국립지리원에서 1989년에 색채배열은 순서배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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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국가별 지도책에 사용되고 있는 색채배열의 종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색채배열과 계급의 수를 

색채배열 한국 일본 독일 영·미국 전체 
순서배열 66.1 24.3 43.1 59.1 47.7 
발산배열 38.6 13.8 16.7 18.0 
이중순서배열 3.2 1.4 20.7 L5 6.3 
단순발산배열 11.3 28.6 10.3 15.2 16.8 
스펙트럼배열 7.1 3.4 4.5 3.9 
기타 19.4 8.6 3.0 7.4 
합계(%) 100.0 100.0 100.0 100.。 100.。

빈도(개) 62 70 58 66 잃6 

표 3. 각 국가별 지도책에 사용되고 있는 계굽의 수 

(단위:%) 

계급의 수 한국 일본 독일 영·미국 전체 
3계급 4.8 12.9 10.3 7.0 
4계급 12.9 38.6 13.8 13.6 20.3 
5계급 29.0 31.4 22.4 40.9 31.3 
6계급 24.2 14.3 29.3 'J1.9 26.2 
7계급 12.9 2.9 15.5 6.1 9.0 
8계급 9.7 8.6 1.5 4.7 
9계급 1.6 0.4 
10계급 3.2 0.8 
11계급 1.6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빈도(개) 62 70 58 66 껑6 

으며， 발산배열， 단순발산배열， 이중순서배열의 순 

서로 사용되고 있다. 단순발산배열이 사용되고 있 

는 비율이 높지만， 이 배열방법은 발산배열과 이 

중순서배열의 어느 쪽에도 포함시키기가 모호하 

며， [표-4J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계급의 수가 

적은 경우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계급의 수는 5, 6, 4개를 주로 사용하 

표 4. 색채배열에 적용된 계급의 수 현황 

(단위:%) 

즈뇨 순서배열 발산배열 
이중순서 단순발산 스팩트럼 

기타 
배열 배열 배열 

3계급 9.8 4.7 21.1 
4계급 20.5 10.9 6.3 41.9 10.0 10.5 
5계급 26.2 54.3 18.8 23.3 30.0 36.8 
6계급 2!l.5 21.7 18.8 27.9 30.0 15.8 
7계급 6.6 8.7 31.3 2.3 20.0 15.8 
8계급 4.9 4.3 18.8 10.0 
9계급 0.8 
10계급 1.6 
11 계급 6.3 
합계 100.0 니뭔P 100.0 100.0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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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색채배열은 순서배열， 발 

산배열， 이중순서배열， 그리고 과학적 시각화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스펙트럼배열을 선정하였다. 

계급의 수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4계급， 6계 

급을 선택하였고， 계급의 수의 단계적 증가에 의 

한 차이를 보기 위하여 8계급을 추가하여 총 3가 

지 종류의 계급수를 적용한 지도를 제작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대상 

1) 설문조사에 사용된 단계구분도 

(1) 색채배열 (Color Scheme) 

단계구분도에 사용되는 색채배열은 표현하려고 

하는 자료의 유형에 기호학적으로 맞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질적 자료의 지도화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질적 자료보다 양적 자료나 서열 

자료가 자료들간의 기호학적인 일정한 규칙이 더 

필요하므로， 양적 자료와 서열자료의 표현에 대해 

서만 다루었다. 변수가 하나인 양적 자료(동간 척 

도， 비율 척도)나 서열 자료(서열 척도)를 표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색채의 배열은 문헌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순서배열， 발산배열， 스펙트럼 

배열이다. 그리고 앞서 현황분석에서 연구자는 실 

제 국내 · 외 지도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채배열 

중에서 기존 문헌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6.3%정도3)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간 

과할 수 없는 하나의 색채배열을 발견하였고， 이 

것을 이중순서배열이라고 연구자가 이름지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색채배열(순서배열， 발산배열， 

이중순서배열， 스펙트럼배열)을 본 설문조사에서 

색채배열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2) 색 채 (Color) 

색 채 배 열 (color scheme) 과 어 떠 한 색 채 (color)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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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셔배엽 발싼빼열 이풍순서때일 

6개급 색 l 이울 +6 )111 어움 "3 썩 1 01 품 +3 

5계굽 어둥 +5 공간 +2 풍간 1+2 

4개급 중긴 +4 밝음 q 법을 |흩 1 

3계굽 숭걷L +3 'iJ.5- -1 씩 2 어폼 1+3 

2체납 'i,'" ci +2 웅간 -2 항 ζ~ 1+2 

l 찌갑 맑음 J-) )~ι? 이둥 3 . 밝음 .1 

그림 2. 색채배열의 개념도 

왼쪽의 색 1， 색2는 색상의 종류를 나타내고， 오른쪽의 수치 
는하나의 색상 내에서 나타나는 명도의 단계를 표현한 것 
이다. 그리고 수치의 부호는 정량자료를 표현하기 위한 개 
념으로서， 색채배열 내의 기준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표 
준편차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선택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에 속한다. 색채배열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배열의 계획 혹 

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색채의 선택은 한가지 

이상의 색채를 사용할 때 어떤 색채끼리 사용하여 

야 조화로우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잘 표현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색채는 단순히 색상(hue) 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명도(lightness) 와 채도(saturation) 의 3요소 

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색 

채배열에 대한 웅답을 분석함에 있어서 색채의 

차이에서 오는 잡음을 줄이기 위하여 각 색채배 

열(순서배열， 발산배열， 이중순서배열)에 두 종류 

의 색채를 적용하여 총 7가지의 색채배열을 사용 

하였다. 

색채선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색채 선택은 기본적으로 빨강， 파랑， 노랑의 3원 

색을 기본으로 하여 그 혼합색을 적용하는 방법으 

로 하였다. 순서배열은 빨강-노랑과 보라-파랑을 

적용하였고， 발산배열과 이중순서배열은 빨강/파 

랑과 보라/녹색을 적용하였다. 빨강/파랑은 

Brewer( 1996) 가 제시한 발산 배열의 색채를 선택 

할 때， 색채의 명칭에 의한 혼동， 색맹에 의한 혼 

(3) 국내 사회과 · 지리부도에서는 11.7%를 점유하고 있다. 

동， 동시대비효과에 의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색채중 하나이며， Dent 

(1993:32이는 빨강-오렌지-노랑으로 이어지는 색 

채의 선택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였다. 보라/녹색 

의 발산배열과 스펙트럼배열은 Brewer 등(1997) 이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 읽기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명되었던 색채배열 

이다. 

본 설문조사에 사용된 지도는 ‘Arc/띠ew GIS 

version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색채 

배열에서 사용된 색채는 프로그램의 범례편집기 

(Legend Editor) 의 색 채 팔레 트(color palette) 상에 

서 선택하였는데， Arc/view의 색채 팔레트는 색상， 

명도， 채도를 0에서 255까지의 수치로 표현하는 

HVS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의 

디폴트체계를 적용하여 색채를 나타내었다. 

(3) 자료의 지리적 분포 

행정구역단위로 수집된 자료의 지도화에 주로 

이용되는 단계구분도는 특정 주제의 공간적인 분 

포를 나타내는 지도이다. 자료의 지리적 분포 패 

턴은 계급의 수와 함께 지도의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근 

거로 하여 264개의 단위지역을 가지는 자료로 비 

슷한 값들끼리 집중하여 있는 군집된 지리적 분포 

와 그렇지 않은 분산된 지리적 분포의 두 가지 경 

우의 지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각각은 복잡성의 정도가 다른 분포패턴으로서 

‘Arc/view GIS link S-plus' 프로그램에서 공간적 

자기 상관(spa떠1 autocoπe떠디on) 분석 을 Moran’ s 1 

지수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수치화하여 나타내 

었다. 

Moran’ s 1는 공간적 자기상관분석에서 가장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계수이다. 군집된 패턴일 

경우 다른 객체와의 관계가 정적(正的)인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는 것이며 I계수는 양의 값을 가진 

• 132 -



다. 분산된 패턴일 경우 부적(負的)인 공간적 자 

기 상관이 있는 것이며 I계수는 음의 값을 가진다. 

공간적 패턴이 랜덤할수록 0에 가깝다(Yue-Hong 

Chou, 1996:275). 아래의 [표-5J은 지도화한 자료 

의 공간적 자기상관 계수이다. 1계수가 클수록 군 

집된 패턴이며， 0에 가까울수록 랜덤한 분포로서 

분산된 분포라고 볼 수 있다. 유의수준으로 계수 

가 유의미한지를 알 수 있다. 

地理學論輩 第36號 (2000. 8). 125-151. 

자의 이해력이나 지도 읽기의 경험과 교육 정도에 

대하여 고려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본 실험에서는 계급의 수를 4개， 6개， 8개로 하여， 

계급의 수에 따른 이용자들의 과제 수행을 살펴보 

려고한다. 

이렇게 계급의 수를 세 가지의 수준으로 적용하 

는 것은 우선， 이용자가 중 · 고 · 대학생으로 전반 

적인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독도능력에 있어서 현 

저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며， 

표 5. 지도화된 자료의 공간적 자기상관 지수(Moran’ s 1) 두 번째 이유로는 색채배열뿐만 아니라 계급의 수 

Moran’ s 1 P-va1ue 
지도전체 0.76 O.αu 

군집된 분포 분산 지역(충청도) 0.24 O.α)8 

군집 지역(전라도) 1.58 0.1αm 

지도전체 0.46 O.αu 

분산된분포 분산 지역(충청도) 0.21 0.025 
L프질 지역(전라도) 0.48 0.014 

(4) 계급의 수 
지도 이용자의 독도 능력에 따라서 계급의 수가 

많고 적은 지도의 복잡성이 지도 읽기 과제 수행 

에 영향을 미친다(MacEachren， 1982). 앞서 현황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계급의 수는 4 

개， 5개， 6개이다. 그러나 계급의 수가 특별히 이용 

도 분포패턴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설문조사에 사용된 단계구분도로， 

[표-6J는 군집된 분포， [표-7J은 분산된 분포의 경 

우로 총 42종류의 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2) 피험자 

지도 읽기를 정의한다는 것은 지도 이용자의 특 

성까지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지도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도 읽기는 선지식， 사회 · 문화적 배경， 생 

애주기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이용자에 따라 다 

르게 수행되는데， 이것은 지도의 특성뿐만 아니라 

표 6. 설문조사에 사용된 단계구분되군집된 분포) 

I '내\급 \색의채 색배 수채열\ 순서배열 발산배열 이중순서배열 스펙트럼배열 

빨강-노랑 보라-파랑 빨강/파랑 보라/녹색 빨강/파랑 보라/녹색 스펙트럼 

4계급 지도1 지도2 지도13 지도14 지도25 지도26 지도37 
6계급 지도3 지도4 지도15 지도16 지도z1 지도28 지도38 
8계급 지도5 」 지도6 지도17 지도18 지도29 지도30 지도39 

표 7. 설문조사에 사용된 단계구분되분산된 분포) 

계\급 \잭의채배 잭 수채열\ 순서배열 발산배열 이중순서배열 스펙트럼배열 

빨강-노랑 보라-파랑 빨강/파랑 보라/녹색 빨강/파랑 보라/녹색 스펙트럼 
4계급 지도7 지도8 지도19 지도20 지도31 지도32 지도40 
6계급 지도9 지도10 지도21 지도22 지도33 지도34 지도41 
8계급 지도11 지도12 지도23 지도24 지도35 지도36 지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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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상호 작용하는 이용자의 인지활동 또한 지 류의 과제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도 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분석한 설문지 문항은 다음 [표-8]과 같다. 

(Scott, D. M. and Board, C., 1991: 210) . 이러한 관 

점에서 이용자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표 8. 분석한 문항 

척도로， 이용자의 지도 읽기와 관련된 경험의 정 

도를 들 수 있다(Eastman and Castner, 1983). 그 

리고 색채라는 시각적 변수의 선호도는 문화적 배 

경 둥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므로(구벅길， 1981),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단계구분도를 접하는 

이 용자를 지 도학적 경 험 (cartographic experience) 

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 연구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상황에서 단계구 

분도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교육용 및 연구용이 가 

장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잠재적인 이용자로 학생 

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크게 교육과정에 따라서 

중학생 · 고둥학생 · 대학생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설문내용 

설문조사에 사용된 지도(test map)는 1995년 통 

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264개의 시 • 군 · 구 

행정구역 단위 (ur꾀t area)를 기본으로 하는 남한의 

단계구분도이고， 지도는 다시 굵은 선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5개의 지역 

(region)으로 나누고 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설문 

지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각 색채배열을 적용한 지도를 보면서 이용자별 

로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지리적 분포 

패턴을 인식하는데 각 색채배열이 어떠한 영향을 

곽默T 구체적인 지도 정보의 지도의 전체적인 분포패턴 획득 인식 
1 값 인식 

하나의 지역 2.(2) : 대표값 인식 2. (1) : 군집의 수 
2. (4) : 군집 정도 

두 지역간 비교 2.(5) : 대표값 인식 2.(6) : 군집 정도 
지도전체 2.(9) 대표값 인식 3. (1) 군집 정도 

3. (3) 군집의 수 

4. 분석방법 

총 피험자는 1369명이었으나，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응답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색맹인 피험자 5명， 웅답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던 

29명 4) 무응답 158명， 각 변수당 사례가 9가 되도 

록 하기 위하여 임의로 43명의 웅답을 제외하여， 

총 1134명의 웅답을 분석하였다. 

군집된 분포와 분산된 분포는 지도의 내용이 다 

르므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웅답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비교하여 의미있는 

수준에서 다른 웅답을 한 집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차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고， 응답이 둥간 척도이 

고 웅답간의 상호작용과 의미있는 수준에서 예견 

을 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ANOVA)를 이용하였 

다. 카이제곱검정을 한 문항은 1, 2.(2) , 2.(5) , 2(6) , 

2.(9) 이고， 분산분석을 이용한 문항은 2. (1), 2.(4) , 

3(1), 3(3) 이다. 이 중에서 2.(4) 와 3.(1)은 서열척 

도로 카이제곱검정을 하였으나， 서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편이상 분산분석을 하게 되었다. 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이다. 피험자 석에는 SPSS 7.5를 사용하였다. 

의 웅답을 분석함으로서 색채배열을 평가할 수 있 본 설문조사는 우선 전체적으로 이용자를 나누 

는데， 피험자가 응답하게 되는 지도 읽기 과제는 지 않고 색채배열을 평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이용 

크게 구체적인 정보를 지도로부터 획득하는 것과 자별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하였다. 색채배열을 평 

전체적인 지도의 분포패턴을 인식하는 것의 두 부 가하기 위한 2가지의 지도 이용 과제는 다시 지역 

(4) 문항 2.(5)와 2.(8) 을 비교하여 대답의 일관성이 없었던 웅답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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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범위에 따라 4단계로 나뉘어진다. 분석은 색채 [표-lOJ을 보면， 계급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배열과 계급의 수를 변수로 하여 이루어졌다. 데， 계급이 4개인 경우 동시대비효과가 적게 나타 

난다. 카이제곱 분석결과의 유의수준으로 보아 자 

료의 지리적 분포가 분산된 분포일 경우에 계급의 

IV. 색채배열 및 계급의 수에 의한 
지도 읽기의 차01 : 피험자 전체에 대한 분석 

1. 구체적인 지도 정보의 획득 

1) 단위지역의 값 인식 
계급의 수가 많아지면， 지도의 색채와 범례상의 

색채를 비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것은 동시대 

비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항 15)에서는 

각 색채배열의 동시대비효과가 어느 정도로 발생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동시대비효과가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되는 단위지역인 A지역， B지역， C지역의 

색채를 응답자들이 범례에 주어진 색채와 비교하 

여 얼마나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 

이다. 그리하여 같은 색채를 찾은 웅답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효과적인 색채배열이라고 해석하였다. 

웅답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수에 따른 정답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9]의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에 

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La때1(1979) 

의 지도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이용자의 지각은 

다양해진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계급의 

수가 많을 경우와 자료의 지리적 분포가 분산된 

분포일 때 지도의 복잡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 

으며， 이 때 색채배열과 계급의 수에 따른 단위지 

역의 값 인식의 정답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계급의 수가 적으면 색채간의 대비가 크고， 

자료의 분포가 군집되어 있으면 비슷한 색채끼리 

인접해있으므로 색채간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대비효과가 적게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지역 대표값의 인식 

이 문제는 문항 2. (2)6)을 분석한 것으로 하나의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값을 범 

표 9. 단위지역 값 인식의 정답율 :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 

읽을 수 있었으나(92.6%-99.6%) ， 그 중에서도 스 

펙트럼배열이 가장 정확성이 높고， 그 다음이 발 

산배열이다[표-9]. 스펙트럼배열이 정확한 이유는 

색채배열 내에 사용된 색채의 가지수가 많기 때문 

인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결과는 Brewer 등 

(1997) 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단위:%) 

1) n=1677, r=4.025, df=2, p=O.l34 
낀 n=1677, r=9.447, df=2, p=O.OO9 

5) “문항 1. 지도에 표시된 시 · 군 지역 (A， B, C) 의 색채와 똑같은 계급색을 범례에서 찾아 해당 칸에 0표하시오”의 웅 
답을 분석하였다. 

6) 문항 “'2. (2) 강원도지역을 하나의 색채로 대표하여 나타낸다면， 범례에 있는 계급색 중에서 어느 계급색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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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계급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 표 11. 대표값 인식에 영흥띨 미치는 요인에 따른 대표값 추측 
의 문제는 단계구분도에서 한 지역의 특정을 모색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며， 적절한 색채배열의 선택 

은 지역의 특정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 

애
 텀 

이 문제에서는 색채배열과 계급의 수가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이용자가 대표값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 수 있다. 대표값의 인식 

은 자료의 산술평균， 최빈치， 단위지역의 면적이나 

군집 정도 둥의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다음 [표-l1 J은 각 요인에 따른 대표값을 살펴 

본것이다. 

다음 [표-12J는 피험자의 응답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표-l1 J의 요인별 예상 대표값과 비교해서 볼 때， 

대표값의 인식은 산술평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최빈치보다는 면적과 군집 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으나， 이 문제에서는 특히 면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 

들은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군집 정 

도가 큰 계급을 대표값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정 계급을 대표값으로 인식하는 응답의 비율 

은 계급의 수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며， 스펙트럼배 

열， 발산배열， 이중순서배열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다. 그러나 특히 스펙트럼배열이 두드러지게 특 

정 계급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다른 

지도의 종류 요인에 따른 대표값 추측 
자료의 지리적 

계급의수 산술평균 최빈치 면적 군집 정도 
분포 

4계급 2계급 2계급 3계급 3계급 
군집된 분포 6계급 3계급 4계급 4계급 4계급 

8계급 4계급 3계급 5계급 5계급 
4계급 3계급 2계급 2계급 2계급 

분산된분포 6계급 4계급 2，3，5계급 3계급 3계급 
8계급 6계급 3계급 3계급 4계급 

색채배열과 비교하여 대표값 인식에 있어서 면적 

이나 군집 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 단위지역의 값 인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지역에서 지도 

정보를 획득하는 과제에서는 스펙트럼배열과 발산 

배열이 다른 색채배열보다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계급의 수도 4계급일 때 더 정확 

성 이 높다[표-12J. 

카이제곱의 분석결과를 보면 분산된 분포일 때 

계급의 수가 증가할수록 색채배열간의 차이가 뚜 

렷해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표-13J. 그래서 지도 

화된 자료가 분산된 분포일 때와 8개의 계급으로 

분류하였을 경우처럼 지도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구체적 지도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는 스펙트럼배 

열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두 지역의 대표값 비교 

두 지역의 대표값을 비교하여 더 높은 값을 가 

표 12. 피험자의 대표값 인식 

지도의 종류 피험자의 대표값 인식 

자료의 
계급의 수 계급 순서배열 발산배열 이중순서배열 스펙트럼배열 합계 

지리적 분포 
4계급 3계급 72.2% 79.6% 85.2% 85.2% 79.9% 

군집된 분포 6계급 4계급 63.0% 85.2% 79.6% 77.8% 76.2% 
8계급 5계급 55.6% 81.5% 68.5% 77.8% 69.8% 
4계급 2계급 88.9% 90.7% 88.9% 96.3% 90.5% 

분산된분포 6계급 3계급 74.1% 79.6% 79.6% 92.6% 79.9% 
8계급 3계급 25.9% 61.1% 64.8% 85.2% 55.6% 

7) ‘문항 2.(5) 전라도를 대표하는 계급색과 충청도를 대표하는 계급색을 비교하면， 어느 지역이 더 높습니까?"에 대한 응 
답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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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지역 대표값 인식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군집된 4계급 

분포 
6계급 

8계급 

분산된 4계급 

분포 
6계급 
8계급 

군집된 분포!) 

분산된 분포이 

N 1t' 

189 9.678 
189 14.850 
189 24.없O 

189 5.611 
189 16.758 
189 482æ 

!) n=567, 1t’= 5.826, df=2, p=O.054 
2) n=567, 1t'= 0.478, df=2, p=0.788 

df p 
9 0.377 
15 0.462 
21 0263 
9 0.778 
15 0.334 
21 O.cxn 

지는 지역을 찾는 문제 2.(5)1)에서도 대표값의 인 

식에 면적과 군집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 대체적 

으로 높은 값에 해당하는 계급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더 많이 군집되어 있다면， 그 지역의 대표값 

을 높게 인식하게 된다. 

응답의 분석결과는 군집된 분포에는 순서배열이 

더 효과적이었고， 분산된 분포에서는 스펙트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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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더 효과적이었다[표-14J. 이러한 결과는 자료 

가 군집되어 있는 경우， 비슷한 값들이 연속되어 

있으므로 순서배열이나 이중순서배열과 같이 자료 

값의 순서대로 색채가 배열되어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계급의 수가 6계급인 경우， 정답율이 더 높은데， 

이것은 계급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지도를 해석하 

는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표-15]. 

4) 지도 전체의 대표값 인식 
이 문제는 문항 2.(9)8)를 분석한 것으로， 먼저 

지도 전체에서 전국의 대표값을 찾은 후， 5개 지 

역 각각의 대표값을 파악하여 전국의 대표값에 가 

장 근사한 값을 가지는 지역을 찾는 것이다. 

응답은 5개 지역에 비교적 비슷한 비율로 분포 

하고 있으며， 지도화된 자료가 군집되어 있는 경 

우에는 경기도를 32.6%로 가장 많은 비율이 응답 

하고 있고， 분산된 분포에서는 경상도를 24.9%로 

웅답하고 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고， 분산된 분 

포의 경우에는 지도의 복잡성이 높아서 웅답이 분 

산되어 있다. 

군집된 분포에서나 분산된 분포에서 스펙트럼배 

열과 이중순서배열의 정확성이 높다[표-16]. 

이상의 4가지 수준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분석 

해본 결과， 스펙트럼배열은 구체적인 지도 정보의 

획득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값을 인식할 수 있 

는 색채배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서 발산배열이나 이중순서배열의 효율성도 높았는 

데， 이것은 특히 군집된 분포의 경우 그러하다. 자 

료가 비슷한 값끼리 인접하여 있는 경우보다 분산 

되어 복잡한 분포일 경우 구체적 지도 정보를 획 

득하는 유형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스펙트 

럼배열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계급의 수는 군집된 분포에서는 4계급의 경우 

더 정확성이 높고 분산된 분포에서는 반대로 8계 

8) 문항 ‘2.(9) 각 지역의 대표색으로 보아 남한 전체를 대표하는 색채에 가장 비슷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분석하였다. 

137 



단계구분도의 색채배열에 관한 연구 

급의 정확성이 높다. 그러나 군집된 분포에 대한 

웅답은 유의미하지 않다. 이 문제와 같이 난이도 

높고， 지도화된 자료가 분산되어 지도의 복잡성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지역적 범위에서 문제를 해결 

해야하는 경우에는 계급의 수가 많은 것이 더 효 

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지도 전체의 대표값 인식: 계글의 수에 의한 정답율 

군집된 분포1) 

분산된 분포2) 

J) n=567, x2 = 13.240, df=8, p=O.l04 
낀 n=567, x2 = 16.956, df=8, p=O.031 

이상의 문제에서 지역적 범위가 증가되고 문제 

의 난이도가 높아칠수록 효과적인 계급의 수가 점 

점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도의 전체적인 분포패턴 인식 

1) 군집의 수 인식 

군집의 수를 인식하는 과제는 한 지역에서 나타 

나는 현상의 분포 특성이 몇 개의 군집으로 보이 

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의 지역에서 군집의 

서배열의 지도에서는 더 적은 수의 군집을 인식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분산된 분 

포의 지도에서도 스펙트럼배열의 경우 많은 수의 

군집을 인식하고 이중순서배열의 경우는 적은 수 

의 군집을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스펙트럼배열은 지려적 분포를 더 세분 

화하여 인식시키고， 이중순서배열은 더 전체적인 

패턴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스 

펙트럼배열은 색채배열에 사용된 색상이 많고 이 

색상들은 파장에 의한 배열이지 사람의 인지정도 

에 따른 배열이 아니므로 Mersey (199이에 따르면 

가장 덜 서열화된 색채배열방법이다. 그래서 전체 

적인 패턴의 인식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서열화가 럴 된 색채배열이 군집의 수를 많 

이 인식한다면 군집의 수를 가장 적게 인식하는 

이중순서배열은 가장 서열화가 잘 된 색채배열방 

?‘’‘”‘: 

*신애잉 ”” 
-
-
-
ι
 

” 
‘’ l 중 e 씨얘: 

스'"트딩빼; 

! ’ 25 3~ 45 ~S 65 
군 ~?i 4;. 

수를 인식하는 것과 지도 전체에서 군집의 수를 그림 3. 지역의 군집의 수 인식 :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군집된 분포) 

인식하는 것의 두 가지의 지역적 범위를 가지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명확한 군집만을 인식하는 

색채배열이나 계급의 수가 더 효과적이라고 해석 

하겠다. 

(1) 지역의 군집의 수 인식 9) 

지도 이용자들은 스펙트럼배열을 적용하였을 때 

나 8계급 지도에서， 더 많은 수의 군집을 인식하 

였다. [그림 -3]를 보면 군집된 분포에서 전반적으 

n=567, F=2.894, df=3, p=O.ffi5 

4 얘급 

‘「
ÕT "，.'1f긍 
nJ’ 
F 

3 '11읍 

1 5 2 2 S 끼') 4 4ζ ~ ~ t> ι! 

꾼짙약 수 

서 더 많은 군집을 인식하고， 이중순서배열과 순 

로 이용자들이 스펙트럼배열과 발산배열의 지도에 그림 4. 지역의 군집의 수 인식 : 계급의 왜l 따른 차이(분산된 분포) 

n=567, F=24.l24, df=2, p=O.αm 

9) 문항 ‘ 2. (1) 경기도 지역의 시 · 군을 비슷한 색채끼리 묶는다면， 몇 개의 작은 지역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해당되 
는 숫자에 。표하시오”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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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배열은 군집을 많이 인식하므로 명확하 

지 않은 군집을 강조하여 인식하는 시각화 오류 I 그림 7 지도 전체의 짧의 수 인식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군집된 분포) 

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의 전체적인 n=567, F=3.539, df=3, p=0.0l5 

패턴을 인식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색채배열방 

법이라고 볼 수 없고， 이중순서배열이 더 효과적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계급의 수는 적을 

수록 더 효과적이다. 

법이므로 이중순서배열은 지리적 분포가 복잡해지 

면 순서배열로 패턴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을 겪게 되는 것을 보완해주는 색채배열이라고 해 

석할 수 있다. 

[그림 -4]， [그림 -6J에서처럼 계급의 수가 많으면 

계급의 수만큼 많은 색채로 표현되므로 군집의 수 

를 많이 인식해서 지도를 더 복잡하게 인식시킨다. 

f'>‘ ;001 \:1 

*신빼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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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입 ι; 

그림 5. 지역의 군집의 수 인식 : 색채배열 따른 차이(분산된 분포) 

n=567, F=3.233, df=3, p二0.022

ð >t응 

{f 
~ 6꽤 g 
끼I • 

Fε 

8쩨갇 

15 25 3.~ 4 4.5 5 5.5 6 6.5 7 

군잉끽 수 

그림 6. 지역의 군집의 수 인식 계급의 왜1 따른 차이(분산된 분포) 

n=567, F=26.W5, df=2, p=O.뼈 

(2) 지도 전체의 군집의 수 인식 10) 

[그림 -7]， [그림 -9J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地理學論議 第36號 (2000. 8) , 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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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지도 전체의 짧의 수 인식 계급의 쩌| 따른 째I(군집된 분포) 

n=567, F=0.911, df=2, p=O.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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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도 전체의 짧의 수 인식 :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원된 분포) 

n=567, F=4.182, df=3, p=O.OO6 

스펙트럼배열， 순서배열， 발산배열， 이중순서배열 

의 차례로 군집의 수를 인식한다. 위 (1)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지도 전체에서도 스펙트럼배열 

은 가장 군집의 수를 많이 인식하게 하고 이중순 

서배열은 적게 인식하게 하는 색채배열이라는 것 

10) 문항 “3. (3) 남한 전체를 비슷한 색채끼리 묶었을 때， 몇 개의 작은 지역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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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에서 이중순서배열 

이 4가지의 색채배열 중에서 대표적인 군집만을 

인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색채배열이고， 스펙트 

럼배열은 군집의 수를 많이 인식시키는 배열방법 

으로 지도의 패턴을 복잡하게 보이게 하므로 전체 

적인 패턴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 

며， 존재하지 않는 군집을 인식시킬 수도 있다. 그 

러나 이중순서배열도 존재하는 군집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각화 오류 n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집의 수 인식에 있어서 계급의 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살펴보기 어려웠다[그림 -8]， [그 

림-1OJ. 

‘ 1 극 

,> 

öi ‘ 1 딩 
"1 
r 

il" :: 

I ~ 1 2 S ) ). s • ‘” ‘ ” “” 
~ -억 우 

그림 10. 지도 전체의 짧의 수 인식 : 계급의 수에 따른 때I(분산된 분포) 

n=567, F=0.266, df=2, p=O.767 

2) 군집 정도의 인식 

군집 정도의 인식에 관한 과제도 지역적 범위에 

따라 하나의 지역， 두 지역간의 비교， 지도 전체의 

군집 정도 인식에 대한 문제로 점점 범위가 증가 

한다. 

군집된 분포에서는 군집되게 인식하고， 분산된 

분포에서는 분산되게 인식하는 색채배열이 효과적 

이라고 볼 수 있다. 분산된 분포에서 분산되게 인 

식하는 색채배열은 군집 정도에 대한 차이를 강조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덜 명확한 군집을 

인식하는 것을 막아주며， 군집을 강조하여 분포패 

턴을 분산되게 인식한다. 그래서 시각화 오류 I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두 지역을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공간적 자기상 

관 정도가 다른 두 지역 중에서 더 군집되어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색채배열이 효과적이라 

고 해석하겠다. 

(1) 지역의 군집 정도 인식 11) 

군집 정도의 인식은 서열척도로 자료가 수집되 

었으므로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군집 정도 인식에 대한 문항12)들은 서술상의 편리 

를 위하여 분산분석 (ANOVA)을 이용하여 기술하 

겠다. 

군집된 분포에서는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중순서배열， 발산배열， 순서배열， 스펙 

트럼배열의 순서로 더 많이 군집되어있다고 인식 

한다. 군집의 수를 인식하는 과제에서 알 수 있었 

던 것과 같이 이중순서배열이 가장 전체적인 관점 

에서 단순하게 패턴을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것은 이중순서배열과 발산배열이 멀 명확한 군집 

을 인식하는 것을 막아주므로 더 군집된 패턴으로 

인식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군집 

된 패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중순서배열과 발산배 

열이 효과적인 색채배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8계급일 때， 더 군집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 

슨서t얘i톨 

찌 양ι}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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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역의 짧 정도 인식 :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군집된 분포) 

n=567, F=8.243, df=3, p=O.cro 

ll) 문항"2.(4) 천라도 지역은 비슷한 색채끼리 얼마나 모여있습니까?"를 분석하였다. 

12) 카이제곱 검정을 하여야 하지만， 분산분석으로 해석한 문항은 ‘(1) 지역의 군집 정도 인식’과 ‘(3) 지도 전체의 군집 
정도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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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계급의 수가 많아 지역이 더 세분화될수 

록 더 군집되어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그림 -1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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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역의 짧 정도 인식 : 계급의 왜| 따른 차이(군집된 분포) 

n=567, F=23.036, df=2, p=O.뻐 

분산된 패턴에서는 덜 군집되게 보이는 색채배 

열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스펙트럼배열과 발 

산배열이 분포패턴을 순서배열과 이중순서배열보 

다 덜 군집된 패턴으로 인식시키고 있는데， 이것으 

로 각 색채배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스펙트럼배열과 발산배열이 럴 군집되게 보이는 

것은 이 두 색채배열이 군집의 인식을 강조하여 

분포패턴이 분산되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순서배열과 이중순서배열은 덜 명확한 군집을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군집을 더 적게 인식하 

여 군집된 패턴으로 보이게 한다. 

두 가지의 다른 분포의 지도에 나타난 각 색채 

배열의 특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집된 분 

포의 지도에서는 이중순서배열과 발산배열이 군집 

의 인식을 방해하므로 더 군집되게 인식하고， 분 

산된 분포에서는 스펙트럼배열과 발산배열이 군집 

을 강조하여 더 분산되게 보인다는 것이다. 대체 

적으로 발산배열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중순서배열은 군집된 분포를 강조하고 스펙트럼 

배열은 분산된 분포를 강조한다. 

(2) 두 지역의 군집 정도 비교13) 

군집의 정도가 다른 두 지역 중에서 각 색채배 

地理學論蕭 第36號 (2000. 8). 125-151. 

~d" 1:. 

01 ’‘~ .“ 

’ ‘ ‘- !_ •.• It J: 

그림 13. 지역의 군집 정도 인식 :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밝펀 분포) 

n=567, F=5.847, df=3, p=O.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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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역의 짧 정도 인식 : 계급의 왜| 따른 차이(분산된 분포) 

n=567, F= 3.524, df=2, p=O.03O 

열을 적용하였을 때， 정확하게 비교하는 색채배열 

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군집된 패턴인 경우 

순서배열과 스펙트럼배열을 적용하였을 때 더 많 

은 비율의 응답자가 충청도를 선택하였고， 발산배 

열과 이중순서배열은 전라도를 더 많이 선택하였 

다. 실제 각 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을 통한 

군집된 정도는 전라도(Moran’ s 1= 1.58) 가 충청도 

(Moran’ s 1=0.24) 보다 더 높은데， 각 색채배열은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집된 정도의 인식 

은 발산배열과 이중순서배열이 더 정확하게 인식 

하는데， 이러한 결론은 Brewer 등(1997) 의 결론과 

유사하다. 색채배열의 방법이 중간값을 강조하는 

경우인 발산배열과 이중순서배열이 더 효과적으로 

군집 정도를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18J. 

분산된 분포에서는 모든 색채배열이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스펙트럼배열의 

13) 문항’2.(6) 전라도와 충청도 중에서 어느 지역이 더 비슷한 색채끼리 모여있다고 생각합니까?"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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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배열의 경우 더 군집된 분포패턴으로 인식하고 

[그림 -15]， 분산된 분포에서는 스펙트럼배열과 발 

산배열을 덜 군집되게 인식하고 있다[그림 -17]. 지 

역적 범위가 증가되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고， 발산배열이 효과를 입증해주는 결론이며， 이중 

단계구분도의 색채배열에 관한 연구 

정확성이 더 높다[표-19]. 이것은 한 지역의 군집 

정도의 인식에서 도출되었던 결과를 다시 증명해 

보이고 있다. 군집된 분포에서는 발산배열과 이중 

순서배열이 분산된 분포에서는 스펙트럼배열이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표 18. 두 지역의 군집 정도 비교 :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 (군집된 분포， 단위:%) 

스펙트럼배열 

46.9% 
53.1% 

표 19. 두 지역의 군집 정도 비교 :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 (분산된 분포， 단위:%) 

스펙트럼배열 

71.6 
28.4 

'.id써H열 

8~ 
줌 
I 

‘ ~T 
01웅으셔닝에걸 

잃간에f엉 

1) n=567, x'=3.122, df=3, p=O.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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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배열에 따른 i매I(군집된 분포) 

n=567, F=3.199, df=3, p=O.023 

그림 15. 지도 전체의 짧 정도 인식 
계급의 수에 의한 차이는 군집된 분포에서보다 

분산된 분포에서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계급의 수가 4개인 경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있다. 
4악등 

<f-

써(.험 
;;.:. 

35 4S ':J) 

분y씨턴 

8 애긍 

6 r) 

+'"1 --
그림 16. 지도 전체의 짧 정도 인식 ; 계급의 수에 따른 째I(군집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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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 전체의 군집 정도 인식 \4) 

이 문제에서도 카이제곱 검정을 대신하여 분산 

분석을 이용하여 기술하였다. 

지도 전체로 지역적 범위가 확장된 문제에서도 

하나의 지역에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용자는 군집된 분포에서는 이중순서배열과 발 n=567, F= 1.328, df=2, p=0.266 

14) 문항 ‘'3.(1) 남한 전체로 볼 때， 비슷한 색채끼리 얼마나 모여있는 것으로 보입니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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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도 전체의 짧 정도 인식 : 색채배열에 따른 때I(분산된 분포) 

n=567, F=3.2223, df=3, p=O.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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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지도 전체의 짧 정도 인식 : 계급~ 수에 따른 차이(밝된 분포) 

n=567, F= 1.235, df=2, p=O.292 

순서배열은 군집된 분포에서 스펙트럼배열은 분산 

된 분포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집된 분포에서는 계급의 수가 많아질수록(8계 

급) 더 군집되게 인식하고 있고[그림 -16] ， 분산된 

분포에서는 계급의 수가 적을수록(4계급) 더 분산 

되게 인식한다[그림 -18].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는 않다. 

V. 색채배열 및 계급의 수에 의한 지도 읽기의 차이 
: 중·고· 대학생응답의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살펴본 설문 응답결과를 

중학생， 고둥학생， 대학생의 웅답으로 나누어 각 

이용자에 따라 지도 읽기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래서 지도 읽기가 이용 

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와 연령에 따른 색채배열과 계급의 수가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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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향에 대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구체적인 지도 정보의 획득 

1) 단위지역의 값 인식 

이 문제에서는 연령의 차이에 의한 과제 수행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리고 연령의 변 

화에 따른 주목할만한 경향도 보이지 않고 있다[표-

21 J. 이것은 과제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 
없이 비교적 잘 수행하고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집된 분포1) 

분산된 분포낀 

1) n=1677, 1("=3.'2!J1, df=2, p=0.192 
21 n=1677, 1("=0.378, df=2, p=O.없8 

단위지역의 값 인식에서는 스펙트럼배열과 발산 

배열이 효과적이었고 계급의수는 4계급일 때 효 

과적이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군집된 분 

포에서는 순서배열의 정확성이， 분산된 분포에서 

는 이중순서배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2]. 

표 22. 이용자에 따른 단위지역 값 인식의 정답율 

: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단위:%) 

순서배열 
(군집된 분포) 

이중순서배열 
(분산된 분포) 

스펙트럼배열과 발산배열은 계급간의 대비가 확 

실하여 정확성이 높다. 그러나 순서배열과 이중순 

서배열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여 독도능력이 향상 

되면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지역 대표값의 인식 

4장에서는 이용자가 한 지역의 대표값을 인식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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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어서 면적이나 군집 정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23J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표값 인식에 면적이나 군집 정도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8계급의 지도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보 

이지 않고 있다. 

표 23. 이용자에 따른 지역 대표값 인식 

지도의 종류 중학생 고둥학생 대학생 
4계급 65.1% 87.3% 87.3% 

군집된 분포 6계급 71.4% 76.2% 81.0% 
8계급 65.1% 74.6% 69.8% 
4계급 87.3% 92.1% 92.1% 

분산된분포 6계급 74.1% 76.2% 92.1% 
8계급 58.7% 54.0% 54.0% 

[표-24J은 색채배열에 따른 이용자들의 대표값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스펙트럼 

배열이 효과적이지만， 이용자들의 연령에 따른 차 

이를 보면 스펙트럼배열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 

히려 정확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계급의 경우를 제외하면 순서배열과 발산배열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확성이 높다. 

대표값 인식에 있어서 8계급의 지도는 매우 복 

잡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경향을 

살펴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용자에 따른 색채배열의 효과는 다음 

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겠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순서배열과 발산배열의 효과는 점점 향상되고， 스 

펙트럼 배열의 효과는 점점 감소된다는 것이다. 

3) 두 지역의 대표값 비교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대표값 인식의 정 

확성도 높아진다. 분산된 분포에서는 거의 모든 

색채배열과 계급의 수에 있어서 정확성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표-25J. 이것은 분산된 분포의 

지도는 복잡성이 높아 과제의 난이도가 높으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과제 수행의 정확성이 증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중순서배열은 분산된 

분포에서뿐만 아니라 군집된 분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26J를 보면 분산된 분포의 경우 계급의 수 

가 증가하여 과제가 복잡해질수록 연령이 정답율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연 

령이 증가할수록 정답율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살 

펴본 바에 따르면 지도의 복잡성이 증가하거나 과 

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문제해결에 있어서 연령 

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이용자에 따른 지역 대표값 인식 : 색채배열에 따른 차Ol( 단위:%) 

늄그공순융렌下헨매훈열 
순서배열 발산배열 이중순서배열 스돼트럼배열 

중 고 대 ~ J!.ι- 대 ~ J!.. 대 ~ 고 대 

50.0 잃.3 I 83.3 66.7 77.8 94.4 66.7 100 88.9 88.9 88.9 η.8 

H 포 6계급 55.6 I 61.1 I 72.2 83.3 77.8 94.4 η.8 8:3.3 η.8 66.7 88.9 77.8 
8계급 66.7 I 44.4 I 55.6 72.2 88.9 83.3 55.6 83.3 66.7 66.7 88.9 77.8 

분산된 4계급 88.9 88.9 88.9 77.8 94.4 100 88.9 88.9 88.9 100 100 88.9 

분포 
6계급 61.1 61.1 100 83.3 66.7 88.9 66.7 88.9 83.3 η8 100 100 
8계급 38.9 27.8 11.1 50.0 66.7 66.7 66.7 55.6 72.2 100 π.8 η8 

표 25. 이용자에 따른 두 지역의 대표값 비교 : 색채배열에 의한 차이(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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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이용자에 따른 두 지역의 대표값 비교 : 계급의 수에 의한 차이(단위:%) 

4) 지도 전체의 대표값 인식 

군집된 분포의 경우 각 이용자의 대표값 인식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27]. 지도 전체를 대 

표하는 지역으로 연령이 어릴수록 특정 계급이 군 

집되어 있어 차지하는 단위지역의 면적이 넓은 경 

기도를 선택한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여 

러 계급이 고루 분포해 있는 경상도나 충청도를 

대표값으로 인식한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값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용자에 따라 차이 

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값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앞서 살펴보았던 결 

과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자의 연령이 어릴 

수록 면적과 군집정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도의 전체적인 분포패턴 인식 

1) 군집의 수 인식 

(1) 지역의 군집의 수 인식 

다음 [표-28]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색채배 

열과 계급의 수와 같은 지도의 시각적 요소나 복 

잡성이 지도 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감소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군집의 수를 인식 

하는 과제에서는 색채배열보다 계급의 수가 미치 

는 영향력이 더 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색채배열과 계급의 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독도 능력이 점 

점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을 통 

하여 획득되는 지도학적 경험의 증가와 전반적인 

이해력의 증가로 인하여 지도의 복잡성에 영향을 

덜 받으며 지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29]를 보면， 이용자 집단의 연령이 증가할수 

록 군집의 수를 적게 인식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 

령이 낮을수록 지도를 더 세분화시켜서 읽고， 연 

령이 높을수록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도를 읽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27. 이용자에 따른 지도 전체 대표값의 인식 :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군집된 분포， 단위:%) 

\\ 순서배열 발산배열 이중순서배열 스펙트럼배열 
τ~ I 2. I 1: 내끼 걷 ~ 2. 대 ~ 고 대 ~ 고 대 

경기도 40.7 25.9 13.0 33.3 33.3 18.5 55.6 50.0 11.1 51.9 51.9 18.5 
강원도 7.4 11.1 Z1.8 11.1 9.3 11.1 5.6 3.7 13.0 11.1 11.1 11 .1 
충청도 11.1 25.9 Z1.8 7.4 11.1 16.7 14.8 9.3 Z1.8 7.4 3.7 22.2 
전라도 13.0 9.3 3.7 25.9 25.9 7.4 13.0 11.1 11 .1 11.1 3.7 14.8 
경상도 Z1.8 Z1.8 Z1.8 22.2 20.4 46.3 11.1 25.9 J7.0 18.5 29.6 33.3 

표 28. 이용자에 따른 군집의 수 인식에 대한 차01 : 분산분석 결과(군집된 분포. n=567) 

중학생 고둥학생 대학생 
F df p F df p F df p 

결합 4.닮2 5 O.cx:n 8.574 5 O.아xl 2.288 5 O.여8 

색채배열 2.622 3 0.052 1.787 3 0.151 O.잃7 3 0.475 
계급의 수 7.423 2 0.001 18.756 2 O.αu 4.뼈5 2 0.013 
상호작용 2.717 6 0.015 1.782 6 0.105 1.367 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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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이용자에 따른 군집의 수 인식 

이용자집단 
군집된 분포1) 분산된 분포2) 

N 평균 N 평균 
즈。느효 -1l시 。1 189 4.6614 189 5.낌81 

고둥학생 189 4.3704 189 5.1640 
대학생 189 4.2540 189 4.없59 

전체 567 4.4286 567 5.1003 

1) n=567, F=4.411, df=2, p=0.0l3 
2) n=567, F=2.633, df=2, p=0.073 

하나의 지역에서 군집의 수를 인식하는 과제에 

서는 이중순서배열의 경우 다른 색채배열보다 더 

적은 수의 군집을 인식하고， 스펙트럼배열은 더 

많은 수의 군집을 인식한다. 그러나 각 색채배열 

은 이용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인식 

하는 군집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이중순서배열과 

스펙트럼배열의 경우 연령에 의한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 볼 수 있다[표-30J. 

군집의 수는 계급의 수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4계급일 때 가장 적은 수의 군집을 인식한다. 그 

러나 다음 [표-31]를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6계급과 8계급에서 인식하는 군집의 수가 감소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하 

면 군집의 인식에 미치는 계급의 수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도 전체의 군집의 수 인식 

군집의 수를 인식하는 과제에 있어서 이용자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군집 

의 수를 더 적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도 

읽기 과제를 수행하는 이용자의 연령이 증가하면 

지도를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읽기 때문이다. 

[표-32J는 지역적 범위가 넓어진 과제에서도 이러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32J는 군집된 분포에서만 보이는 경향이다. 

분산된 분포에서는 발산배열과 이중순서배열의 경 

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군집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표-33J. 이러한 결과는 4장에서 군집 정도의 

인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중순 

서배열과 발산배열의 군집을 강조하는 효과가 이 

용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이용자에 따른 지역의 군집의 수 인식 :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군집된 분포) 

이용자집단 
순서배열1) 발산배열2) 이중순서배열3) 

N 평균 N 평균 N 평균 
중학생 54 4.4259 54 4 없96 54 4.6111 
고둥학생 54 4.3519 54 4.6481 54 4.1111 
대학생 54 4.1111 54 4.강78 54 4.2037 
전체 162 4.잃63 162 4.5185 162 4.3086 

1) F=0.699, df=2. p=0.499 2) F= l.223, df=2, p=0.297 
3) F=2.654, df=2, p=0.073 4) F=2.887, df=2, p=0.062 

스펙트럼배열4) 

N 평균 
27 5.2963 
27 4.3704 
27 4.5926 
81 4.7531 

표 31. 이용째| 따른 지역의 군집의 수 인식 : 계급의 왜| 따른 차이 

이용자 6계급(군집)1) 8계급(군집 )2) 8계급(분산)3) 

집단 N 평균 N 평균 N 평균 

중학생 63 4.5714 63 5.1587 63 5.7460 
고둥학생 63 4.3651 63 5.0317 63 5.7302 
대학생 63 4.9841 63 4.6508 63 5.1587 
전체 189 4.3C뻐9 189 4.9471 189 0.5450 

1)F=3.야0， df=2, p=O.028 2)F = 2.538, df=2, p=O.082 3)F=3.088, df=2, p=O.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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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앓. 이용자에 따른 지도 전체의 군집의 수 인식 : 색채배열에 따른 차이(군집된 분포) 

이용자집단 
순서배열11 발산배열21 이중순서배열31 스펙트럼배열41 I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l 

중학생 54 4.8333 54 4.7뼈7 54 4.5926 z1 5.2963 
고둥학생 54 4.잃33 54 4.5926 54 4.3519 z1 4.6667 I 
대학생 54 4.6667 54 4.4630 54 4.강07 z1 4.π78 

전체 162 4.η78 162 4.5988 162 4.3951 81 4.9136 

11 F=0.Z19, df=2. p=0.757 21 F=0.498, df=2, p=O.608 
31 F= 1.032, df=2, p=0.359 41 F=2.118, df:::2, p=O.1Z1 

표 33. 이용자에 따른 지도 전체의 군집의 수 인식 표 34. 이용자에 따른 지역의 군집 정도의 인식 
: 색채배열에 따른 차Ol(분산된 분포 이중순서배열에 따른 차이(군집된 분포) 

이용자집단 
발산배열11 이중순서배열21 

N 평균 N 평균 
이용자집단 

이중순서배열11 

N 평균 
중학생 54 5.0556 54 4.8148 중학생 54 5.0556 
고둥학생 54 5.1852 54 4.8519 고풍학생 54 5.1667 
대학생 54 5.1667 54 4.9630 대학생 54 5.2222 
전체 162 5.1358 162 4.8765 전체 162 5.1481 

11 F=O.껑3， df=2. p=0.793 21 F= 1.1l4, df=2, p=0.331 11 F=O.잃3， df=2, p=0.793 

2) 군집 정도의 인식 산배열이 지리적 분포를 더 군집되게 인식시키므 

로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표-36]를 보 

(1) 지역의 군집 정도 인식 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순서배열도 점점 더 군 

군집 정도의 인식에는 이중순서배열과 발산배열 집되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의 연령이 

이 효과적이었다. 이용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면 독도능력이 향상되어 순서배열도 효과적 

군집된 분포에서는 이중순서배열의 경우 더 군집 

되게 인식하고 분산된 분포에서는 발산배열의 경 

우 더 분산된 패턴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중순 

서배열과 발산배열은 이용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4], [표 35]. 

(2) 지도 전체의 군집 정도 인식 

4장에서는 군집된 분포에서 이중순서배열과 발 

표 35. 이용자에 따른 지역의 군집 정도의 인식 

: 발산배열에 따른 차이(분산된 분포) 

이용자집단 
발산배열11 

N 평균 
중학생 54 4.6111 
고둥학생 54 4.따44 

대학생 54 4.강22 

L←←전처[ 162 4.4259 

11 F= 1.l14, df=2, p=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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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 

분산된 분포에서는 더 분산되게 인식하는 스펙트 

럼과 발산배열이 효과적이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 

록 발산배열의 효과가 더욱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37].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령이 증가하 

면 지도 읽기 능력이 향상되므로 그다지 효과적이 

지 않은 색채배열이 적용된 지도에서도 지도의 패 

턴을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6. 이용자에 따른 지도 전체의 군집 정도의 인식 
· 순서배열에 따른 차이(군집된 분포) 

이용자집단 
순서배열n 

N 평균 
중학생 54 4.7593 
고둥학생 54 4.5<W 
대학생 54 5.0741 
전체 162 4.7778 

11 F=2.968, df=2, p=O.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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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이용자에 따른 지도 전체의 군집 정도의 인식 

발산배열에 따른 차Ol(분산된 분포) 

이용자집단 
발산배열1) 

N 평균 
중학생 54 4.3333 
고둥학생 54 3.5370 
대학생 54 3.뼈30 

전체 162 3.π78 

J) F=6.31O, df=2, p=O.αf2 

VI.요약및결론 

색채 인쇄 기술의 향상으로 지도 제작에서 색채 

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컬러 프린트 

와 컬러 모니터가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급되면 

서， 일반도와 주제도 모두 색채지도로 만들어 쓰 

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만큼 지도 제작에 있 

어서 색채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연구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주제도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인 단계구분도를 대상으로 하 

여 색채배열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특히， 

단계구분도의 색채배열이 지리적 분포패턴을 인식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효과적인 색 

채배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색채배열로 분포 

패턴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별로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중학생， 고둥학생， 대 

학생 113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에 쓰인 단계구분도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써서 만들었으며， 색채배열에는 순서배열， 

발산배열， 이중순서배열， 스펙트럼배열의 4가지 방 

식이 사용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추천된 것과 기존 지도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계 

구분도의 색채배열 방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 

이다. 

색채배열， 색채， 계급의 수， 자료의 지리적 분포 

를 고려하여 총 42개의 단계구분도를 작성하였고， 

설문조사에 웅한 피험자는 지도에서 구체적인 정 

보를 획득하는 과제와 전체적인 지리적 분포패턴 

을 파악하는 두 종류의 지도 이용 과제를 수행하 

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정보의 획득에는 스펙트럼배열 

과 발산배열이 다른 색채배열 방법에 비해서 효과 

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군집의 수를 인식 

하는 과제에서는 이중순서배열이， 군집 정도를 파 

악하는 과제에서는 발산배열과 이중순서배열이 효 

과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도 정보를 획득하는 

과제에서보다 전체적인 지리적 분포패턴을 파악하 

는 과제에 나타난 색채배열간의 차이가 더욱더 분 

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색채배열 방 

법은 발산배열과 이중순서배열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중순서배열과 발산배열의 공통적인 특 

정은 자료의 중간값을 강조하는 배열 방법이라는 

점인데， 이러한 배열방법은 군집을 강조하여 패턴 

인식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효과가 더 증가하였다. 이것은 독 

도능력이 향상되면 발산배열과 이중순서배열과 같 

이 색채의 일반적인 지각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 

지 않은 색채배열과 자료값간의 기호학적 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표값을 인식하는 데에는 단위지역의 면 

적과 군집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 

고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지도 읽기 과제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지도 읽기가 지도뿐만 아니라 지도 이용자의 인지 

능력이나 특성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도 읽기의 정확 

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독 

도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연령이 낮은 이용자는 군집을 강조하여 지도를 세 

분화하여 읽고 연령이 높은 이용자는 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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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은 적게 인식하여 지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원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몇몇 과제에서는 과 

제를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령이 증가할 

수록 색채배열이나 계급의 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도 자료의 지리적 분포패턴도 과제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분산된 분포에서는 지도의 복잡성 

이 증가되므로 이용자들은 군집된 패턴에서보다 

과제 수행에 있어서 어려웅을 겪었다. 이와 같은 

결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의 지리적 분포를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계급의 수가 8계급과 같이 

너무 많으면 지도 읽기가 어려우므로 적절한 수로 

계급을 분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 

령이 낮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를 제작할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단계구분도의 색채배열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는 것이다. 지도 이용자는 연 

령이 증가할수록 색채배열이나 계급의 수와 같은 

지도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덜 받으며， 자료의 특 

성과 색채배열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지도 읽기를 더 잘 수행하였다. 더불어 연령이 다 

른 이용자가 지도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지도 

인식에 대하여 살펴본 것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단계구분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색채 

배열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문헌에서는 다루 

고 있지 않은 새로운 색채배열이 각종 주제도 제 

작에서 비교적 널리 쓰이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이중순서배열이라고 이름지었다. 이중순서배 

열은 순서배열보다 서열화가 더 잘 되어 있는 색 

채배열 방법으로서， 계급의 수가 많아지면 이에 

비례하여 지도 읽기도 어려워지는 순서배열의 단 

점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군집의 수와 군집 정도 

의 인식과 같은 지도의 전체적인 분포패턴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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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색채배열의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단위지역의 면적이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지도 읽기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는 것을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실제 단계구분도 

의 단위지역은 행정구역의 크기에 따라 제각기 다 

르지만， 같은 크기의 단위지역을 가지는 인위적인 

지도를 제작하여 색채배열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 

도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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