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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용을 통한 효율적인 의미 전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전제로 인간이 지각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고 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편안한 사용이 사용자의 편의성과 연관이 있으며, 편의와 효율은 인간의 감성

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초 가설에서 시작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적 메타포 요소가 사

용자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가 주로 메타포를 언어적 수사의 표현으로

이해하는데 반해 메타포의 시각적 요소가 인터페이스의 편의성과 친밀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메타포의 개념과 감성디자인의 개념과 함께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

고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메타포의 요소를 피 실험자가 구두화하는 과정을 통해 감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human perception, behavior, and thought is presented in the traditional

interface design study that is ease to use and increase the learn-ability. We believe that the

usability is related to user's affecti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visual

metaphor works in usability and affection in interface to analyse the effect of visual metaphor to

user affection. Literature reviews for the concept of metaphor and affection design conducted. We

analyse the effect to user's affection through think-aloud i.e. protocol analysis for metapho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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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이후 인간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중시됨에 따라 디자

인 분야에서 감성적 측면이 전면에 대두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시각적 메

타포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감성적 요소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인터페이스 관련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언어적 수사의 표현을 통한 유

사성이 아닌, 메타포의 시각적 요소가 사용자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결과

로 인간의 감성요소 중 시각요소가 갖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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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과 특징을 확인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메타포의 개념

메타포는 추상개념과 구상개념의 다른 카테고

리 개념을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메타포는 언어학에서 언급하는 비유의 가장 기

본적인 형태로 디자인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

어지는 메타포의 표현 양식을 인터페이스에 적용

시 사용자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2. 감성디자인

감성은 감각적 자극이나 인상을 받아들이거나,

경험을 수반하는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의 능력이

다. 흔히 정서나 감정등과 함께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감각, 시작으

로부터 인간 내부에 일어나는 고도의 심리적 체

험들을 의미하는 복합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1].

Ⅲ. 연구방법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자가 시각 메타포를 인지

수용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토콜 분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사람의 인지적 행위의 다

양성 이해와 연구를 위해 인지과학 분야에서 사

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시각을

통해 수용되어진 메타포 요소를 피실험자가 구두

화 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서 감성에 미친 영향

을 연구할 것이다[2].

Ⅳ.결 론

사물의 인지과정에서 시각적 요소는 매우 중요

하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가 대상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메타포는 디자인에 있어서 필

수적 요소가 되었다. 메타포의 시각적 요소는 인

간의 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발전되어져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이은 연구로 감성연구에 있어서 한

국인의 감성이 내재된 또는 감성지향적인 형태적

연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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