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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소재로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목적 대상의 사용방법을 찾을 때 컬러 어포던스 인지

반응, 사용자 행동반응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아울러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컬

러 어포던스가 사용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반응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용자 행동을 유도

하는 컬러 어포던스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컬러 어포던스의 적용의 중요성과 그 효과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컬러 

어포던스 요인 가운데 사용자 인지반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물리적 어포던스 요인으로 나타났고, 사용자 행동반응

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은 인지적 어포던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페이스디자인에 있어서 인지적 어포던스, 감
각적 어포던스, 물리적 어포던스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물리적, 인지적 어포던스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사용자의 경험에 기반 한 컬러의 선택을 통한 적극적인 컬러 어포던스 사용이 필요하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UI(user interface) design is to verify the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lor 
affordance cognitive response and the user's behavioral response, and to verify the user's cognitive response to the user's actions. 
Through these efforts, color affordance that induce actual user behavior and to study the importance and effect of applying color 
affordance. Among the factors of color appeal in UI design,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user cognitive 
responses were physical factors, and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user behavior were cognitive fac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gnitive, sensory, and physical appeal are all important in mobile content or product interface UI design, but 
need to focus more on physical and cognitive assertions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UI design's color affordance is active use 
of color assertions is needed through the selection of a color based on the user'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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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컬러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원시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

으며, 인류는 자연에서 다양한 색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하여 왔

다. 현대사회에서도 컬러는 다양한 제품, 거주공간, 음식, 건강

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
간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정보를 시각에 의존하고 있고, 오감 

즉, 미각 · 촉각 · 시각 · 후각 · 청각 중에서 특히 시각에 대한 의

존도는 80%가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컬러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도 충실히 하

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기업의 판매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컬러의 감성적인 반응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구매행

동과 직결시키는 컬러마케팅(color marketing)기법이나, 컬러에 

대한 심리적 감정을 이용해 작업환경이나 기계설비 등에 배색

함으로써 안전행동을 도모하는 컬러 다이나믹스(color 
dynamics)를 활용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컬러를 이용한 심리적 

· 정서적 치료와 안정을 얻는 건강요법으로 컬러 테라피(color 
therapy)까지 컬러에 대한 다양한 활용법들이 고안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러한 경향은 컬러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행

동을 직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기본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컬러 반응에 대한 행동유도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컬러 마

케팅, 컬러 다이나믹스, 컬러 테라피 역시 컬러에 대한 인간의 

심리와 연상, 생리현상에 기초를 두고 행위유도의 개념을 사용

하고 있지만 이것은 광범위한 행동유도 개념으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유도개념

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환경변화와 함

께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 새로운 개

념의 공간 등 여러 가지 복합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
근에는 컬러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선별

적 분류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

법, 제품의 사용방법을 효율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돕는 인

터페이스 분야, 복잡해지는 도시환경에서 원하는 지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웨이파인딩(wayfinding)분
야까지 컬러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소재로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목적 대상의 사용방법을 찾을 때 컬러 어포던스

(color affordance), 인지반응, 사용자 행동반응 간의 구조적 인

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아울러 조사대상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컬러 어포던스가 사용자

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

해 실제 사용자 행동을 유도하는 컬러 어포던스 요인이 무엇인

지 도출하고, 컬러 어포던스의 적용의 중요성과 그 효과와 관련

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Ⅱ. 본  론

어포던스(affordance)란 제임스 깁슨이 그의 저서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에서 처음 제안한 개

념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제공해 주는 자극의 모

든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환경과 사용자와는 상보적인 

관계를 지니게 한다”는 의미이다. 즉, 사용자 환경에 속한 대상

이 가지는 속성으로 사람이 행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모든 종류

의 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컬러는 뮈르(Robert Muir)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외

부로부터 인지하는 83%는 시각을 통해서이고 10%가 청각, 4%
가 후각, 2%촉각, 1%가 미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컬러의 기

능에는 ‘시각유도기능, 표현기능, 상징기능, 식별기능, 미적기

능 등이 있으며, 컬러의 특성은 문자나 형태에 비해서 사용자의 

사고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하였다.(원유홍, 1982). 컬
러를 이용한 심리적, 정서적 치료와 안정을 얻는 건강요법으로 

컬러 테라피나 색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으로 공간의 채광과 조명 계획이 함께 고려되는 컬러 스킴, 인
터페이스 디자인의 사용 편이성을 위하여 색을 기능적으로 일

관성 있게 사용하는 컬러 코딩, 가시성, 유목성, 시인성과 같은 

색의 기능이나 구매의욕이 촉진될 수 있는 인상적인 사용방법

인 커머셜 컬러 분야까지 컬러에 대한 광범위한 활용에 대해 모

색되어지고 있다.[2] 

2-1 컬러 어포던스의 개념

컬러 어포던스란 컬러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인간의 인지행동 분야와 디자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것으로 인간의 컬러의 반응에 대한 행동유도 개념을 체계화

하는 것이다. 즉 특정한 상황이나 형태가 컬러와 결합하면 사

용자는 그것에 대한 감정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

다는 개념이다. 컬러는 컬러 그 자체만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

거나 행동유도의 개념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1. 컬러 어포던스의 개념

Fig. 1. Concept of color aff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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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컬러 어포던스의 종류와 상황에 따른 디자인 적용 [3]
Table 1. Applying design according to the type and 

situation of color affordance

Ategory Situation
Affordance 
situation

Elements of 
design applied

Cognitive 
color 
affordance

Cognitive 
situation
Designed 
to help users
understand 
information

Cognitive 
affordances-
Characteristics 
designed to 
help the users 
to know what is

Clarity, Accuracy, 
Predictability, 
Consistency, 
Compatibility, 
Error avoidance, 
Placement and 
Group Relevance, 
Persuasiveness

Sensory 
color  
affordance

Perception 
(emotion)
Designed 
to make 
you fee
lcomfortable 
about
information

Sensuous 
affordances-
Design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affordances or 
physical 
affordances 
that make you 
feel sensual

Deployment 
complexity,
User's attention, 
attention,
Visibility, 
discrimination,
Clarity, 
appropriateness 
of color use,
Discoverability

Physical 
color  
affordance

Behavior
Designed to 
help users 
navigate 
information

Physical 
affordances-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 
behavior at 
the interface

Difficulty in object 
manipulation (behavior)
Physical fatigue, stress
Proper access and size
The shape of the object
Consistent location 
of objects
Efficiency of object 
manipulation (behavior)

또한 컬러에서의 색채 조절은 컬러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 연
상, 감정 등의 작용을 이용하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구체적인 

상황 제시나 세부적인 디자인적용의 한계가 있다. [4] 컬러 인

지 착오에서 발생하는 컬러 인지의 특성이나 형태와 컬러의 상

관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1
은 이러한 특성을 종합한 컬러 어포던스의 개념도이다.

2-2  컬러 어포던스의 상황과 디자인 적용 요소

디자인에서 사용자로부터 어떤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디

자인 요소는 형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적절한 컬러의 사용, 
사용자의 심리이해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즉 형태적인 요

소가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사용자의 행동유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컬러의 기능성, 연상성, 주목성, 상징성, 식별성의 원리

와 사용자의 컬러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마지막으로 사

용자의 행동과 패턴을 적용하여 최상의 조건으로 디자인을 이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디자인의 조건은 그 대상(상품)
을 보기만 하여도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최상의 상태로 조

합될 때 컬러 어포던스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은 컬러 어포던스의 종류와 상황에 따른 디자인 적용 요소

에 관한 내용이다. 인지적 컬러 어포던스는 사용자들이 어떤 

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설계 특성으로 디자인 적용요소로 명확

성과 예측가능성 등이 있고 감각적 컬러 어포던스는 사용자들

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설계 특성으로 사용자의 

주의집중과 주목성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컬러 어포던

스는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계 특성으로 

개체 조작의 어려움, 스트레스 등이 있다. 
컬러 어포던스의 지각특징은 컬러에 의한 색채지각이 지배

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형태의 요소가 컬러에 의해 다른 의미

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형태지각의 요소의 이론과 색

채지각 이론을 교차시켜 컬러 어포던스의 정보표현 비주얼 검

증 요소를 체크하여야 한다. 즉 형태, 위치, 방향, 크기 등을 검

증하는 케슈탈트법칙, 간섭효과, 일관성, 공간감 유도 전경과 

배경, 가독성, 가시성 등의 형태지각 이론과 색상의 감성적 정

보와 명도, 색상, 기분, 편안함을 관여하는 색채 지각 이론을 체

크하여 보다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3  컬러 어포던스의 디자인 활용

1) 에너지 절약 유도

지난 2011년 1월~3월에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서울 방배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방배아트힐 600단지를 대상으

로 디자인과 색상이 조절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시범적으

로 적용하였다. 그림2의 고지서는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녹색, 노랑, 빨강의 3가지 단계의 색상을 나누어 고지서에 

표시되었다. 그 결과 가구당 평균 10.7%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전국주택 사용전력으로 환산하면 연간 3,360억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 이는 컬러 어포던스를 활용

하여 사용자로부터 에너지를 절약을 유도해낸 좋은 사례이다.

그림 2. 아파트 고지서 디자인

Fig. 2. Apartment bill design 

2) 범죄예방 프로젝트

서울시는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열악한 환경

을 개선함으로써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을 사전

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5개월 후 염리

동에서는 범죄예방효과가 78.6%, 주민 만족도는 83.3%로 조사

되었다. 또한 사업 시행 1년 후에는 살인, 강도, 절도 등을 포함

한 5대 범죄의 범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시환

경을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기법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브라질의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

트를 통해 지역의 범죄율이 평소 25% 수준으로 줄었다. [5] 컬
러에 의한 정보들은 인간의 심리와 그에 따른 행동에 상당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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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다.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컬러적용

이 범죄행위 유발 억제에 영향을 미친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

고 있다.

그림 3. 염리동 소금길 범죄예방프로젝트

Fig. 3.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project for Yeomni-dong salt road 

그림 4. 웨이파인딩 적용사례

Fig. 4. Wayfinding design application examples 

3) 웨이파이딩 시스템

최근에는 컬러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복잡해지는 도시환

경에서 원하는 지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웨이파인딩 디자인 분야가 주목 받고 있다. 웨이파인딩은 사람

이나 동물들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스스로 위치를 찾고, 한 장소

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6] 그림 4 
와 같이 넓은 지하주차장의 층별, 공간별 컬러 적용이나 고속도

로의 분기점에서 컬러를 이용한 유도선이 설치하여 특정 방향

이 경로를 미리 알려주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사용자들의 빠른 인지와 행동을 이끌어 내는 컬러 

어포던스의 좋은 사례이다.

Ⅲ. 컬러 어포던스의 인지와 사용자 행동

3-1  컬러 어포던스의 인지와 사용자 행동 특성

사용자의 인지방식과 유형은 표 2와 같이 시지각 기반 인지

와 행위 기반 인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지각 기반 인지의 경우 

인지특성은 이해도와 선호도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보처리는 감각 주도적이다. 이에 반해 행위 기반 인지의 경

우 어포던스와 경험적 스키마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보처리는 개념 주도적이다. [7] 

표 2. 사용자의 인지특성 유형

Table 2. Types of user's cognitive characteristics

category morphology/theory color perception/theory

visual
perception-based 
cognition

understanding
sensory-driven

preference

behavior-based 
cognition

affordance
concept-driven

empirical schema

하지만 컬러 어포던스는 컬러에 의한 시지각 기반의 인지 특

성을 가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지각 기반의 인지특성에 

따라 형태지각의 이해도와 선호도에 영향을 크게 받고 컬러에 

의한 감각 주도적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컬러 어

포던스의 시지각 기반의 인지 특성은 형태를 포함한 컬러의 이

해도와 선호도로 정리할 수 있다.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 컬러

는 단독으로 존재할 때 의미부여가 되지 않는다. 형태를 포함

시키는 이유는 게슈탈트법칙, 자동성(스트룹간섭), 일관성, 폰
레스토프 효과, 가시성 등에서 컬러에 의해 형태의 인지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감각 주도적 특징인 주의집중에 의

한 주목성, 구별성에 의한 이해도, 친근감에 의한 선호도를 포

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3-2  사용자 태도와 행동

사용자가 행동의 전단계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고

민하게 된다. 태도(attitude)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 감정상태 행동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심

리학 등 순수 사회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광고, 교육 등 실용적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고, 사용자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평가되고 있다. [8]
태도의 형성의 과정을 보면 먼저,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로 소비자가 특정 대상에 대해 가지는 일련의 평가

적 신념들로 특정 대상이 지닌 속성들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

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감정적 요소(affective 
component)로  특정 대상에 대해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로 대

상에 대한 호의성과 비호의성을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 행동

적 요소(behavioral component)로 소비자가 행동적 반응을 보

일 잠재력 또는 준비 상태를 말한다. [9]  작용하는 순서는 인지

적 요소가 감정적 요소보다 선행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

다. 태도는 대상을 ‘좋아한다’ 또는 ‘싫어한다’는 감정적 요소

로서 인지적 요소(또는 신념)에 의해서 형성되고, 행동의도의 

원인이 된다. [10]
태도와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인지적 구조와 인지적 반응과 

같은 인지적 요인들에 의해 태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태도, 판단, 행동의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으로 인지적 요인이 강조되어 왔다. 인지는 인식의 개념과 함

께 정보처리 과정을 통한 앎의 과정과 표상의 내용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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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능동적 과정의 보다 넒은 의미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11]

그림 5. 태도의 3요소와 감정으로서 태도

Fig. 5. Three elements of attitude and attitude as emotion

 피시빈과 아이저(Fishbein & Aizen, 1975)의 연구에 의하

면, 제품 혹은 디자인에 대한 태도는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디

자인에 관련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특정 제품의 선택 혹은 특

정 디자인에 대한 이해 및 선호와 관련한 인지반응 및 행동이

라는 사용자 행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러한 태

도는 제품 및 디자인의 속성과 연관되어 결정된다고 말했다. 
어떠한 제품 혹은 디자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용자의 행동이 

유도된다고 할 수 있다. [12]
 따라서 태도는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떤 인지반응을 보

이는지 여부와 행동의 판단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모바일 콘

텐츠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태도는 해당 모바일 콘텐츠의 디자

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해당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특정제품, 특정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태도는 특정제품, 특정 디자인이 지니고 있는 특

성에 대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인지에 따라 긍정

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행동으로 이

어지게 된다.

Ⅳ.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적용 실

증분석

4-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적용에 대한 

가치 있는 설문 결과를 위해 제작에 앞서 본 연구의 취지와 컬

러와 어포던스 유형을 다룬 각 전문가의 문헌을 고찰하였고, 연
구자가 직접 선정하였다. 또한 이 자료는 사용자의 행동반응을 

분석하는 설문자료로 사용하였다. 컬러 어포던스를 적용한 이

미지는 실존하는 모바일 콘텐츠, 제품의 인터페이스를 대상으

로 하였고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오른

쪽에는 일반 이미지를 배치하고 왼쪽에는 컬러 어포던스가 적

용된 이미지를 배치하여 설문 시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

교하기 쉽게 하였다. 비교군의 차이를 최소화 하기위해 최대한 

비슷한 기능과 내용으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찾았다. 1차에서 

연구자가 직접 24개의 이미지를 선별하였다. 2차에서는 1차의 

분류 대상 중에서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

미지를 18개를 선정하였고, 3차에서는 최종적으로 시각디자인 

관련 교수와 UI디자인 및 모바일, 제품 인터페이스 디자인 실

무업계의 전문가 7명 의 자문을 통해 빈도가 높은 8개를 최종적

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조사에 사용된 사례는 UI디자인 인터

페이스분야 4개, 제품과 모바일 콘텐츠 분야에서 4개를 선정하

여 진행하였으며 아래 표 3 과 같다.

표 3.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적용 실증 연구 이미지 

선정

Table 3. Selected as an empirical research image applying 
color affordance of interface design

category Comparison interface image

Digital 
(touch)
interface

Home controller Refrigerator

Navigation washer

Product 
interface

Treadmill Water purifier

Mobile 
interface 

Bus app Subway apps

표 4. 모바일 설문조사 방법

Table 4. Mobile survey method 

survey period October 24-31, 2018 (1 week)

population Citizens over 20 nationwide

sample group
Nationwide high school students and older 10 to 
40 citizens 360

statistical analysis 
questionnaire

349 effective questionnaire out of 360

survey method Mobile / Online Survey

본 연구의 조사 자료수집은 표 4와 같이 2018년 10월 24일부

터 10월 31일까지 일주일간 모바일 설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

였으며, 총 360부의 설문지를 수집한 이후 불성실한 응답 11부
를 제외 한 349부의 유효 표본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자

료 수집은 네이버 오피스 온라인 설문조사 툴을 사용하여 제작

하였으며, 모바일 설문도구를 통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주소를 

문자메세지 형태로 배포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응답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 이전에 실증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1, No. 8, pp. 1409-1419, Aug. 2020

http://dx.doi.org/10.9728/dcs.2020.21.8.1409 1414

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문 방법에 대해서 조사대상자

에게 미리 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방법, 조사요령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 지역에 편차를 두지 않고 전국에 고등학생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그림 6. 연구모형

Fig. 5. Research model

4-2 연구의 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있어서 

컬러 어포던스 변인을, 종속변수로는 사용자 인지반응 변인 및 

사용자행동 변인을 설계하였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있어서 

컬러 어포던스 변인의 경우 Hartson(2003), 박형주(2012)의 연

구를 참조하여 하위 요인을 인지적 어포던스, 감각적 어포던스, 
물리적 어포던스 요인으로 하위 요인화하였다. 사용자 인지반

응의 경우 최종필(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해도 요인 및 선

호도 요인으로 하위 요인화하였다. 한편, 사용자 행동 변인의 

경우 단일요인화하여 그림 6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2) 가설의 설정 및 설문지 구성

연구의 모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1) 연구문제1. 연구문제 1.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

던스는 사용자 인지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가설 1-1.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인지적 컬러 어포던스는 사

용자 인지반응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감각적 컬러 어포던스는 사

용자 인지반응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물리적 컬러 어포던스는 사

용자 인지반응에 높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문제 2.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인지반응은 사용자 행

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가설 2-1.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사용자 인지반응의 이해도

는 사용자 행동유도가 쉬울 것이다.
- 가설 2-2.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사용자 인지반응의 선호도

는 사용자 행동유도가 쉬울 것이다.

(3) 연구문제 3.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는 사용

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가설 3-1.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인지적 컬러 어포던스는 사

용자 행동을 빠르게 할 것이다.
- 가설 3-2.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감각적 컬러 어포던스는 사

용자 행동을 빠르게 할 것이다.
- 가설 3-3.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물리적 컬러 어포던스는 사

용자 행동을 빠르게 할 것이다.

표 5. 독립변수 요인

Table 5. Independent variable factors

category variable

cognitive 
color affordance

clarity

predictability

sensory 
color  affordances

concentration

attention

physical 
color  affordance

effectiveness of actions

stress of actions

표 6. 인지반응 종속변수 요인

Table 6. Cognitive response dependent variable 

category variable

cognitive reaction

understanding
distinction

understanding

preference
preference

friendliness

표 7. 사용자 행동 종속변수 요인

Table 7. User behavior dependent variable factors

category variable

user behavior

cognitive color affordance
five-point 

scale of speed 
of action

sensory color  affordances

physical color  affordance

설문지의 구성은 인터페이스에 적용된 디자인을 소재로 하

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목적 대상의 사용방법을 찾을 때 컬

러 어포던스, 인지반응, 사용자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사용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

지반응을 검증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설문지 구성의 예시를 살펴보면 먼저 컬러 어포던스에 관련

한 질문은  “A영역의 이미지에 적용된 컬러는 B영역의 이미지

보다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메뉴가 쉽게 예측된다.” 외 총6문항

으로 구성하였고, 인지반응에 관한 설문구성은 “A영역의 이미

지에 적용된 컬러는 B영역의 이미지보다 메뉴를 구별하기 쉽

다.” 외 총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용자 행동은 “홈컨트롤 

A이미지에 적용된 컬러는 사용 시 원하는 메뉴로 빠르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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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외 총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체 구성을 디

지털 터치방식의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제품, 모바일 분야의 인

터페이스 디자인의 두 부분 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전체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3 측정도구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컬러 어포던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는 서성희, 천정임(2003), 신혜영, 심영완(2004), 양미연(2005), 
박형주(2012)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

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의 하위요인을 표 5와 같이 인지

적, 감각적, 물리적 어포던스 요인 등 3개 요인으로 측정하고자 

하며, 총 6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컬

러 어포던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인지반응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는 신혜영, 심영완(2004), 양미연(2005), 최종필(2015) 등의 연

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

포던스에 대한 인지반응을 표 6과 같이 이해도, 선호도 요인 등 

2개 요인으로 측정하고자 하며, 총 4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

도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페이스 디자인

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인지반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사용자 행동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는 심영완(2004), 양미연(2005), 유미혜(2008) 등의 연구에서 사

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사용자 행동을 표 7과 같이 단일요인으로 측정하고자 하

며, 총 4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사

용자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24.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사용자들이 인지하는 컬러 어포던스, 인지반응, 사

용자 행동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EFA)을 수행하고자 하며, Cronbach’s α계수를 산

출하고자 한다. 요인분석 시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는 0.5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고유치(eigen value)는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변수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 SEM)을 

수행 하고자 한다.

4-5 분석결과

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여러 기법 중 정보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수많은 변수들을 가능한 적은 수의 요

인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요인회전방식은 직교회전 방식인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0.5 이상인 변수들을 의미 있는 변수로 판단하였다. 또한 도출

된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먼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요인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결

과는 <표 6>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모두 0.5 이
상으로 나타나 제거된 문항은 없었으며, 측정항목의 KMO측도

는 0.899,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χ2=1753.810(df=15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요인분석에 적

합하였다. 예측대로 고유치가 1.0 이상인 3개의 요인이 도출되

었으며, 도출된 요인들의 총분산설명비율은 89.554%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인지적 어포던스 요인으로서 분산

설명비율은 32.335%였고, 요인2는 감각적 어포던스 요인으로

서 분산설명비율은 31.870%, 요인 3은 물리적 어포던스 요인으

로서 분산설명비율은 25.349%로 각각 나타나 타당성이 확인되

었다.
도출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요인을 구성하

고 있는 측정항목들의 내적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신뢰성 검

증 결과, Cronbach's α값이, 인지적 어포던스 요인은 0.898, 감성

적 어포던스 요인은 0.875, 물리적 어포던스 요인은 0.836으로 

각각 나타나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요인들을 구

성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은 모두 내적 일관성은 높은 항목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사용자 인지반응 요인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

인분석과 신뢰도 결과는 <표 7>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

재량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제거된 문항은 없었으며, 측
정항목의 KMO측도는 0.79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χ

2=1021.751(df=6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

이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예측대로 고유치가 1.0 이상인 2개
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요인들의 총분산설명비율은 

90.213%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인터페이스 디자

인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이해도 요인으로서 분산설명비율

은 45.608%였고, 요인2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에 대한 선호도 요인으로서 분산설명비율은 44.604%로 각각 

나타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도출된 사용자 인지반응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들

의 내적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신뢰성 검증 결과, Cronbach's 
α값이, 이해도 요인은 0.908, 선호도 요인은 0.871로 각각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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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인지반응 요인

들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은 모두 내적 일관성은 높은 항

목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행동 요인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결과는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제거된 문항은 없었으며, 측정항목의 KMO측

도는 0.779,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χ2=683,331(df=6 
p<.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요인분석에 적

합하였다. 예측대로 고유치가 1.0 이상인 1개의 요인이 도출되

었으며, 도출된 요인의 총분산설명비율은 71.225%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표 8.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Table 8.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mong research 
variables

variable

color affordance user cognitive reaction
user 
beh
avio
rentirety

cogniti
ve
afforda
nce

sensor
y 
afforda
nces

physic
al
afforda
nce

entirety
underst
anding

prefere
nce

color
affordan
ce

1

cognitiv
e
affordan
ce

.928***1

sensory
affordan
ces

.926***.797***1

physical
affordan
ce

.923***.780***.778***1

user
cognitiv
e 
reaction

.820***.765***.739***.773***1

underst
anding

.795***.767***.722***.719***.933***1

preferen
ce

.744***.670***.665***.730***.941*** .757***1

user
behavior

.704***.672***.640***.644***.788*** .790*** .691***1

***p<.001

도출된 사용자행동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의 내

적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신뢰성 검증 결과, Cronbach's α값
이, 0.865로 나타나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

한 사용자행동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들은 모두 내적 

일관성은 높은 항목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2)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가설 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

포던스 사용자 인지반응, 사용자 행동 등 연구 변인들 간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요

인과 사용자 인지반응 요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인터페이

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요인인 인지적 어포던스, 감각적 어

포던스, 물리적 어포던스 각각의 요인들은 모두 사용자 인지반

응 요인인 이해도, 선호도 요인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요

인과 사용자 행동 요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요인인 인지적 어포던스, 감각적 어포

던스, 물리적 어포던스 각각의 요인들은 모두 사용자 행동 요인

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사

용자 인지반응 요인과 사용자 행동 요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

면, 이해도 요인과 선호도 요인 각각의 요인들은 모두 사용자 

행동 요인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표 9. 컬러 어포던스가 사용자 인지반응에 미치는 영향

Table 9. Effect of color affordance on user's cognitive 
response 

variable

B β

t p
Toler
ance

VIF
B

std.
error

β

(constant) .499 .131 　 3.817 .000*** 　 　

cognitive
affordance

.316 .055 .319 5.704 .000*** .300 3.335

sensory
affordances

.196 .056 .195 3.494 .001** .302 3.307

physical
affordance

.358 .052 .372 6.903 .000*** .324 3.087

R2=.676,  Adjusted R2=.673, 
F=239.519***(p<.001)

** p<.01 *** p<0.001

표 10. 사용자 인지반응이 사용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10. Influence of user cognitive response on user 
behavior

variable

B β

t p
Toler
ance

VIF
B

std.
error

β

(constant) 1.196 .114 　 10.465 .000*** 　 　

understandi
ng

.538 .042 .626 12.751 .000*** .427 2.342

preference .175 .039 .217 4.423 .000*** .427 2.342

R2=.644,  Adjusted R2=.642, 
F=313.334***(p<.001)

*** p<0.001

4-6 가설 검증

1) 가설1: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가 사용자 인

지반응에 미치는 영향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가 사용자 인지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모든 변수에서 공

차한계(TOL)는 모두 0.3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은 4.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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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가 

사용자 인지반응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 설명력은 

67.3%였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239.519, 
p<.001). 분석 결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요인 

가운데 인지적 어포던스(β=.319, p<.001), 감각적 어포던스(β
=.195, p<.01), 물리적 어포던스(β=.372, p<.001) 요인 모두 사용

자 인지반응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인지적 어포던스, 감각적 어포던스, 물리적 어포던스 요인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자 인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물리적 어포던

스(β=.372, p<.001)가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의 인지반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

페이스 디자인 고려 시에 물리적어포던스 수준을 가장 중점적

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1-1, 1-2, 1-3은 채택되었다.

표 11. 사용자 인지반응이 사용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11. Influence of user cognitive response on user 
behavior

variable

B β

t p
Toler
ance

VIF
B

std.
error

β

(constant) 1.399 .144 　 9.694 .000*** 　 　

cognitive
affordance

.301 .061 .342 4.914 .000*** .300 3.335

sensory
affordances

.168 .062 .188 2.709 .007** .302 3.307

physical
affordance

.196 .057 .230 3.437 .001** .324 3.087

R2=.498,  Adjusted R2=.494, 
F=114.213***(p<.001)

** p<.01 *** p<0.001

2) 가설2: 사용자 인지반응이 사용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사용자 인지반

응이 사용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TOL)는 모두 0.4 이상이고, 분산

팽창요인(VIF)은 3.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터페이스 디자

인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사용자 인지반응이 사용자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 설명력은 64.2%였고, 회귀모

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13.334, p<.001). 분석 결과, 
사용자 인지반응 요인 가운데 이해도(β=.626, p<.001), 선호도

(β=.217, p<.001) 요인 모두  사용자 행동 요인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

포던스에 대한 이해도와 선호도 요인 수준이 높을수록 사용자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

스에 대한 이해도(β=.626, p<.001)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의 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사용자 

인지반응 가운데 이해도 수준을 가장 중점적으로 높여줄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2-1, 2-2은 채택되었

다.

3) 가설3: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가  사용자 행

동에 미치는 영향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가 사용자 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을 검증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

계(TOL)는 모두 0.3 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VIF)은 4.0 이하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중회귀분석 결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가 사용

자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 설명력은 49.4%였

고,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14.213, p<.001). 
분석 결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요인 가운데 인

지적 어포던스(β=.342, p<.001), 감각적 어포던스(β=.188, 
p<.01), 물리적 어포던스(β=.230, p<.01) 요인 모두  사용자 행

동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적 

어포던스, 감각적 어포던스, 물리적 어포던스 요인 수준이 높을

수록 사용자 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 요

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지적 어포던스(β
=.342, p<.001)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사용자의 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페이

스 디자인 고려 시에 인지적 어포던스 수준을 가장 중점적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3-1, 
3-2, 3-3은 채택되었다.

4) 가설검증 요약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터페이스 디자인

의 컬러 어포던스가 사용자 인지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였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가  사용자 인지반응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

던스 요인 가운데 인지적 어포던스(β=.319, p<.001), 감각적 어

포던스(β=.195, p<.01), 물리적 어포던스(β=.372, p<.001) 요인 

모두  사용자의 선호도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한 결

과, 물리적 어포던스(β=.372, p<.001)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사용자 인

지반응이 사용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사용자 인지반응 요인 가운데 이해도(β=.626, p<.001), 선호도

(β=.217, p<.001) 요인 모두 사용자 행동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이해도(β=.626, p<.001)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1, No. 8, pp. 1409-1419, Aug. 2020

http://dx.doi.org/10.9728/dcs.2020.21.8.1409 1418

타났다. 
셋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가 사용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

러 어포던스 요인 가운데 인지적 어포던스(β=.342, p<.001), 감
각적 어포던스(β=.188, p<.01), 물리적 어포던스(β=.230, p<.01) 
요인 모두 사용자 행동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한 결

과, 인지적 어포던스(β=.342, p<.001)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의 검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첫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는 사용자 인지반

응과 사용자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터페이스 디자인

의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사용자 인지반응은 사용자 행동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는 사용자가 모바일 콘텐츠 혹은 제품 인터페이스 사

용 시에 반영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와 선호도를 

인지하는 반응을 보이며,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모바일 콘텐츠 

혹은 제품 인터페이스 사용 시에 즉각적인 반응 및 정확한 행동

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인지적 어포던스는 사용자들이 대상을 쉽게 알도록 도

와주는 설계 특성으로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디자인이다. 본 논문에서 검증한 세부 적용 디자인 요소로 예측

성과 명확성이 있다. 사용자가 제품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전

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초기단계로 컬러에 의한 디자인 표현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색상의 사용이나 높은 

채도의 컬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의미에 부합하는 컬러 적용과 

정보이해를 위한 일관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감각적 컬러 어포던스의 디자인 적용 요소는 사용자들

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계 특성으로 지각 정

보에 대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검증한 세부 적용 디자인 요소로 시선집중과 주목

성이 있다. 이는 사용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자극하

는 요소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적극적인 컬러 사용이 해당 

요소를 높여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명시성이 높은 컬

러의 사용이나 차별성 있는 컬러 단계의 활용, 정보 구분을 위

한 가시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넷째, 물리적 컬러 어포던스의 디자인 적용 요소는 제품의 

사용이나 인터페이스 상에서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설계특성으로 본 논문에서 검증한 세부 적용 요소는 조

작의 편의성과 스트레스이다. 적극적인 컬러 사용이 조작의 편

의성과 스트레스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컬러 면적을 높여 조작의 용의성을 확보하고, 테스트 컬러의 시

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컬러 어포던스 적용은 다양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가장 최선의 것을 제공해야 하는 디자이너에게 필

수적인 요소이다. 디자인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표현 할 것인가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현된 디자인에 대해 사용자들이 어떻

게 반응하고 행동하였는가가 더 중요한 요소이다. 사용자의 경

험에 기반 한 컬러의 선택을 통한 적극적인 컬러 어포던스 사용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컬러 어포던

스를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야에 적용해 봄으로써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모바일 콘텐츠와 제품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소재

로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적용된 컬

러 어포던스가 사용자의 인지반응 및 사용자 행동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

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설문대상의 한계

에 의해서 전체 연령대로 일반화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컬러 

어포던스는 모바일 콘텐츠와 제품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국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확

대 해석하여 일반화 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컬러 어포던스의 개념이 객관적, 체계

적으로 정립되지 못하여서 컬러 어포던스를 측정하는 객관적

이고 체계화 된 측정도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측정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컬러 어포던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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