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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ffordance in Multimedia environment

-with emphasis on Mobile Games-

Kim, Hee-jong

Advisor : Prof. You, Si-Cheon

Visual Communication & Media, 

Major of Multimedia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Chosun University

Recently, amount of content is growing exponentially by spread of 

computer with internet dissemination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communicated technology. However, it may not be easy to 

use these multi-media information and contents when users first come 

in contact.  The reason is that the interface cannot be noticed to users 

intuitively. Donald A. Norman, '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POET' 1988, said that the concept of affordance stated to use at the 

perspective of human and computer interaction but the affordance 

substantially has been used for product design and the meaning also is 

ambiguous and is not easy to apply at multi-media cont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affordance in 

multi-media environment and to seek development plan of more 

efficient interface and assurance interation with interface.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first, to consider the concept of affordance 

in various perspective through literatures and second, to investigate the 



useful concept at multi-media environment. Affordance at multi-media 

environment has proved evolution of user's action concept of 'useful 

clue for perform task' through the user depth interview.  The result of 

depth interview is grouped by skillful, genre and gender and the major 

poi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useful that affordance at multi-media 

environment is used as a 'useful clue for performing task'.  Second, the  

task of multi-media environment is 'understanding control task, 

simple-information task, spatial position task, next step progress task, 

user temporal position task, description task and genre task'.  According 

to the property of these tasks, these are grouped as 'Part-task', 

Flow-task' and 'Initial Nuance-task'.  Third, the 'control understanding' 

and 'simple information' tasks have been helped by 'attractive', 

'metaphor' and 'mapping' and it has been found that 'spatial position' 

task is related on the "attentional shift', "Attentional span' and Gestalt 

Laws closely.  The 'next step progress' task have been helped by 

'limitation', 'inductive' and 'procedure placement' and the 'temporal 

position' task have been helped by 'express of tense'.  These things have 

had effect on the interface but 'description understanding' and 'genre 

understanding' have been achieved by 'icon', 'title', 'openning' and 

'BGM'.  Fourth, skillful users understand Flow-Task better than general 

users.  Skillful users have a balanced attention in Part-Task whereas, 

general users concentrate only control understanding task, simple 

information task and the next step progress task.  Female users focus on 

Part-Task as male users recognize every task broadly.  Fifth, every 

genre has concentration on Part-Task.  Part-Task concentration ratio of 

simulation and strategy game was higher than other genres.  Flow-Task 

concentration of Role-Playing and simulation was higher than other 

genres.   Lastly, Initial Nuance-Task of simulation was higher than other 

genres.  Role-Playing spatial position task has a high concentration ratio 



than simple-information task and puzzle has a higher concentration in 

control understanding task than others.  In the future, method of depth 

interview which is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needs satisfaction in result 

of interview by prototype, simulation and etc.  It would be a valuable 

study if it is complete to acquire and to analyze a number of data 

through obvious user class division including demographic data and 

usability evaluation and it would be needed to classify angles, 

multivariate game contents with other multi-media environment task and 

affordance.

Keywords : Affordance, Interfac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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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널드노먼 (Donald A. Norman)은 1988년 그의 저서 디자인과 인간심리

(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POET)에서 어포던스의 개념을 인

간과 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의 관점에서 사

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어포던스는 주로 제

품디자인 분야에서 제품과 사용자 사이의 '기능', '동작', '사용의 연계가능성' 

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야 말로 사용자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러나 웹과 모바일상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은 사용자가 처음 접했을 때 목표하는 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사용자와 시스템의 접점인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게 직관적으로 

사용 방법을 알려주지 못함이다. 이러한 주원인은 현재의 개발자들이 컨텐츠 

개발 시 다른 컨텐츠를 모방하거나 컨텐츠의 기능과 역할, 성격과 목적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개발에 임했기 때문이다, 컨텐츠의 사용편의성이란 사용자가 

컨텐츠의 목적 및 구조를 탐색하는 것부터 흐름과 순서파악, 단순 조작까지 

일련의 ‘과업 (Task)’들이 오류 없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관적 인터페이스에는 어포던스가 필요로 하며 개발 방안 모색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품의 과업과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과업을 비교하여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던스 개념을 새롭게 규명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인터페이스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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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양한 관점에서의 어포던스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종합하여 멀티미디

어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어포던스 개념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둘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던스를 규명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개발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셋째,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인지하는 과업들을 분류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 과업의 위계를 정리하고 사용자그룹에 따라 집중하는 과업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어포던스의 

개념을 고찰하고 멀티미디어 컨텐츠 상의 과업의 개념을 고찰하여 멀티미디

어 환경에서 어포던스가 가지는 의미를 제품디자인에서의 어포던스와 비교 

탐구하여 ‘과업 수행의 단서’라 가정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해 사용자들이 어떠한 과업에 집중하는지 탐색하며 탐색

한 과업을 재분류하여 위계를 정하고 각 과업마다 어포던스를 정리하였다. 사

례연구 방법은 모바일 게임 중 앱스토어에서 선호도가 높은 게임을 장르별로 

6종류 선별하여 모바일 게임 사용자 30명을 대상으로 플레이한 후 심층 인터

뷰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사용편의성이 좋다고 느꼈는지 혹은 나쁘다고 느꼈

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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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문헌 연구와 추론을 통해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 연구

개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장 어포던스 고찰

문헌 연구를 통하여 어포던스의 어원 및 정의, 생태심리학과 인지심리학 분야

에서의 어포던스 개념 및 발전사를 고찰하고 최근 디자인 분야에서 어포던스

를 적용한 사례를 포함한다.

제3장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던스 의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어포던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로써 멀티미디어 환경의 정의 및 개념,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인터페이스,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업과 어포던스 적용 방안 추론을 포함한다.

제4장 실험설계 및 진행

문헌연구에서 진행된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를 토대로 멀티미디어 환경 중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과업과 그에 따른 어포던스를 탐색하고 사

용자 그룹별로 재분류하는 실험에 대해 논의한다.

제5장 실험결과 및 분석

실험 결과의 해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주요 발견점을 제시한다.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방법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결론을 내리고, 진행된 연

구결과의 활용방안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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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본 연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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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어포던스 고찰

 

제1절 어포던스 어원 및 정의

 

본 절 에서는 어포던스라는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포던스의 개념을 처

음 거론한 제임스 깁슨을 비롯한 생태심리학적 관점과 어포던스의 개념에 디

자인을 접목시킨 도널드 노먼을 비롯한 인지심리학적 관점을 고찰하여 근본

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멀티미디어 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견해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물체는 특정한 성질(형태, 색상, 질감 등)을 통해 그 사용 방법을 사용자에게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ㄱ’자형 문고리가 달려있는 문을 처음 본 사람도 

문고리의 ‘ㄱ’자로 굽어진 형태와 위치한 높이에서 손으로 잡아야 한다는 

단서와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축에서 돌릴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받는다. 즉 

‘ㄱ’자형 문고리가 달린 문은 사용자에게 ‘문고리를 손으로 잡고 돌려서 

여시오.’라는 행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서를 

‘어포던스’라 한다. 이러한 어포던스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생태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어포던스

미국의 생태심리학자인 제임스 깁슨(James Jerome Gibson)은 ‘세상(물질, 

물체, 사상, 장소)은 행위자(사람, 생명체, 인공물)와의 사이에서 실행할 수 있

는 모든 속성 ’을 ~할 여유가 있다, ~하여도 된다, ~을 공급하다, 제공하

다, ~하면 안 된다 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동사 ‘Afford’를 기본으로 

‘환경에 있어서의 행위가 발견하고 있는 의미’라는 뜻의 그가 만든 조어이

다. 그에 따르면 어포던스는 환경이 동물에게 제공하는 것, 부여하는 것,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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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과 행위자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가

능성을 의미하며 또한 그는 어포던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

로 강조 하였다.

① 어포던스는 특정한 행위자의 행위 가능성 (action capability)과 관련하여  

 존재한다.

② 어포던스는 행위자의 지각능력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③ 어포던스는 행위자의 요구나 목적이 바뀜에 따라 함께 변화하지 않는다.

그는 환경에 있어서 동물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의미로부터 시작되는 ‘생태

심리학(Ecological Psychology)’이라는 새로운 심리학을 연구하였고 이러

한 생태심리학의 중심사상이 생태실재론(Ecological Realism)1)이다. 깁슨의 

지각이론에 따르면 세계에 대한 지식은 기억이나 재현, 추론 등의 노력이 없

이 자연스럽게 지각된다고 주장하며 어포던스란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에 잠재 되어있는 의미이고, 동물들의 행위의 자원(resource)이며 모든 동

물들의 행위는 어포던스를 이용하면서 진화해왔다고 한다. 깁슨은 다음과 같

은 예를 들었다.

육지의 표면이 거의 수평으로 평탄하고 충분한 넓이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그 재질이 단단하다면 그 표면은 동물들의 신체를 지탱하고 떠받치는 것을 

제공한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지면, 바닥, 혹은 토대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 위

에 설 수 있는 것으로서 네발동물이나 두발동물에게 직립자세를 취할 수 있

도록 해준다. 결국 우리들이 지면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것은 흙이나 바위 

혹은 땅이라고 하는 명칭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것은 동물에게 있어서 그들의 

몸을 지지하는 그 위를 이동하는 등의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물은 인간

에게 호흡작용을 제공할 수 없다. 물은 마시는 것을 제공한다. 물에는 유동성

1) 살아있는 것의 주위에 잠재해 있는, 살아있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

으로 하여 동물의 지각이나 행위에 관하여 생각 해 보려고 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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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기 때문에 용기에 따라 넣는 것을 제공하고, 용해력이 있기 때문에 세탁

이나 목욕을 제공하며, 물의 표면은 밀도가 높은 큰 동물을 떠받치고 지지해 

주는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 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갈증을 해소시키고, 그

릇으로 운반하고, 더러운 것을 닦아낼 수 있지만, 어떤 도구가 없이는 그 위

를 이동 할 수 없으며, 혹시 도구를 이용 한다면 그 위를 이동할 수 있다. 라

는 여기에서 다 기술 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하고 무수한 어포던스의 집합이

라고 할 수 있다.2) 

일본의 생태심리학자 사사키마사토(佐佐本正人)는 어포던스는 환경 속에 잠재

되어있는 의미로 생명체에게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원

(resource)이라고 이야기 하며 물질적이고 생태학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

으며, 모든 환경과 생명체간의 프로세스 중심에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는 지

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변화하는 차원’이며 변화 속

에 숨겨져 있는 불변이 지각된다고 하였다. 

어포던스란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기 전까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항상 

탐색되어지고 있으며, 인간은 이것을 거의 자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 주

위의 환경 속에 어포던스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뭔가 특정한 것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고 정의하였다.

2) 佐佐本正人, 知性はとこに生まれるか, ダーウィンとアフォーダンス, 講談社珼代新書, 東京, p62-6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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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어포던스

도널드 노먼 (Donald A. Norman)은 1988년 그의 저서 디자인과 인간심리

(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POET)에서 어포던스의 개념을 

HCI 분야의 관점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용자

의 인지적 관점을 중요시 하면서 심리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

며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지 적절한 예를 통해 다루었다. 그는 이 책에서 

어포던스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어포던스란 사물의 지각된 특성 또는 사물이 갖고 있는 실제적 특성을 말하

는 것으로, 특히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속성

을 말한다. -중략- 어포던스는 사물을 어떻게 다루면 될 것인가에 관한 강력

한 단서를 제공한다.3)

또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어포던스와 함께 제약(constrain

t)4), 대응(mapping), 가시성(visibility), 피드백(feedback), 의존성

(dependence)등의 중심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3) 도널드노먼, 이창우, 김영진, 박창호 역, 디자인과 인간심리, 학지사, 서울, p24, 1996

4) 제약이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약에는 물리적 제약(가능한 조작을 제

한), 의미적 제약(주어진 상황의 의미에 따라서 가능한 행위), 문화적 제약(공유하는 문화적 관습에 

의존하는 제약), 논리적 제약(맥락적 제약)이 있다. 도널드노먼, 이창우, 김영진, 박창호 역, 디자인과 

인간심리, 학지사, 서울, p115, 1996



제2장 어포던스 고찰

- 11 -

① 머릿속의 지식과 세상속의 지식을 모두 이용하라.

② 과제의 구조를 단순하게 하라.

③ 일이 가시적이게 만들어라. 실행의 간격과5) 평가의 간격6)

④ 대응관계가 올바르게 만들어라.

⑤ 자연스러운 제약 및 인공적인 제약의 위력을 활용하라.

⑥ 만일의 오류에 대비한 디자인을 하라.

⑦ 이 모든 것이 잘되지 않으면 표준화 하라.

또한 노먼은 행위의 7단계 모델을 통해 사물과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

명하며 ‘인지적(cognitive) 어포던스’ 와 물리적(physical) 어포던스를 구

분하고 있다. 물리적 어포던스가 신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될 것인가 도움

을 주는 것이라면 인지적 어포던스는 어떤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디자인적 특성을 말한다.

5) 의도와 허용되는 행위간의 차이.

6) 시스템의 물리적 상태와 사용자의 의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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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도널드 노먼의 7단계 행위모델

이와 같이 노먼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쉬운 예를 가지고 어포던스를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도널드 노먼이 말하는 어포던스의 개념은 엄밀히 말하

면 지각된 어포던스(Perceived Affordance)라고 하는 것이 맞다. 노먼 자신

도 이후 자신의 용어에 대한 혼란을 인정하며 깁슨의 어포던스와 구별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 말미에 ‘지각된 어포던스’ 라고 수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지각된 어포던스를 한국어 환경에서는 행동 유도성, 행위 유발성, 유발성, 

제시성(提示性), 제공성 혹은 문맥에 따라 직관성(直觀性)으로 쓰이고 있다. 

어포던스라는 용어는 원래의 실제 영어 낱말의 뜻에 여러 뜻이 복합된 것으

로 영어의 문장에서는 제안(Suggest), 부여(provide), 가능성을 보이다(to 

make available), 이끌다(to invite)란 뜻의 동사적 서술적인 용법으로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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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포던스에 의해 사용자는 사물을 어떻게 다루면 될 것인가에 관한 단서

를 제공받게 된다. 즉 인과관계(causality)의 심리에 의해 어떤 행위 직후에 

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이 그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처럼 보인다.7)

[표2-1] 깁슨과 노먼의 어포던스 비교

7) 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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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어포던스의 개념 및 발달사

깁슨이 생태심리학에서 언급한 어포던스는 광의적 접근이며 이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환경의 내포하고 있는 속성이 사용자의 행위에 변화를 일어

나게 한다. 사사키는 다음과 같은 사례로 어포던스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양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깁스를 했을 때, 더군다나 그 

집안에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을 때 갈증을 느껴서 냉장고나 수돗가로 이

동을 하려고하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즉, 어떻게 해서든

지 자기 자신의 자세를 바꿔서 물이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아마 

다리를 다치기 전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주위 환경의 성질이나 특성이 

의외로 사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옆에 놓여 있는 견고

한 물건이나 다른데 사용되던 도구 같은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다 편

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보조기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며 바로 이럴 때에도 

인간의 행위는 주위 환경에 있는 것과 일체화해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8) 

생태심리학에서의 관점과 달리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어포던스는 협의적 

관점이며 노먼은 그의 저서에서 사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속성9)이라 정의하였다. 깁슨과 노먼 이후에 게이버(Gaver W. W)

는 그의 논문에서 어포던스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공물의 명확한 어포던스가 그것의 예정된 용도에 자연스럽게 

어울렸을 때 그 인공물은 사용편의성이 뛰어나다. 그러나 명확한 어포던스가 

사물이 디자인된 것에 의한 것과는 다른 행동을 유도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

는 실수나 오류가 흔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표시나 기호 또는 설명

을 위한 다른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10)

8) www.dmp.co.jp/biosession/bio-open/flash/sasaki

9) 도널드 노먼, 이창우, 김영진, 박창호 역, 디자인과 인간심리, 학지사, 서울, p2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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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생태심리학적 관점과는 달리 사물에게 예정된 용도가 존재하는 개념으

로 어포던스는 의도적이며 지각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맥그리너

(Joanna McGrenre)와 호(Wayne Ho)는 어포던스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

은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며 용어의 넓고 다양한 사용을 주장하였다.11) 하지

만 노먼은 결국 실제적 사용을 위한 어포던스의 정의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

으며“개념과 전략들에 대한 엉성하고 나약한 생각은 때때로 디자인을 분명

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디자인의 불분명함은 사용자에게 혼동을 가져다주게 

되는 것이다.”12) 라고 하였다. 

또한 디자인 외적 분야인 인지 및 생물심리학 분야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되

지는 않았으나 ‘무주의 형태의 지각’13)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철학, 경

제학 부분에서의 '가용성 간편추론(heuristic)‘14) 및 조직관리, 경영학, 조직

이론 분야에서 등장하는 ‘행동유도’15)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초의식적 

각성’16)등이 어포던스의 개념과 상통하는 다른 학문에서의 개념들이다.

10) Gaver, W, W, Technology affordance, CHI'91 Conference Proceedings, p80, 1991

11) Joanna McGrenere, Wayne Ho, Affordance, Clarifying and Evolving a Concept,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Ontario, Canada, p.6, 2000

12) Donald A. Norman, Affordance, conventions, and design, interaction, may+june, p.41, 1999

13) 송유철, 무주의 상태에서 낯선 형태가 지각되는가?, 2009

14) 가용한 정보 중에 쉽게 선택되어지는 정보를 선택,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어포던스와 상

통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5)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강화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은 원인이 외부에 있거나 외부에 의해 

통제된다. 이러한 중요 요인을 ‘강화(Reinforcement)’로 보고 긍정적 강화는 반응이 일어날 확률

을 높여준다.

16) 파탄잘리의 라자요가에서는 삼마디라고 불리는 의식발달에 중점을 두었다. 삼마디는 초의식적 각성

을 말한다. 첫 번째는 감각적 각성, 두 번째는 의식적 각성, 세 번째는 초의식적 각성인데 초의식적 

각성은 자기의 영혼에 대한 의식이다. 형상, 소리, 미각, 냄새 등의 의식은 감각적 각성이다. 시간, 

공간, 대상에 대한 의식은 의식적 각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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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어포던스 발전사

김영호,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잠유성(潛誘性)의 재해석과 그 적용’p.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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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디자인 분야에서 어포던스

생태심리학과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시작한 어포던스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분야의 어포던스의 개념을 보면, 일본의 카즈오 가와사

키(川崎和男)는 어포던스를‘사물이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

이나, 형태조형에 있어서 단서가 되는 중요한 개념’ 으로 규정하였고 나오또 

후카사와(深澤直人)는 ‘환경에 내포된 디자인’, ‘행위에 스며있는 디자

인’이라는 표현을 통한, 환경에 용해되어 의식적 행위에 대한 탐색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17) 이렇듯 HCI에서 비롯된 노먼의 지각된 어포던스의 개념은 

점차 물리적 어포던스의 개념으로 해석 되어 최근에는 어포던스의 개념이 제

품디자인 분야에 국한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최근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자들은 인터페이스 개발 시 다른 컨텐츠의 

모방이나 과거 편집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직관적 인터페이스 개발에 완벽

히 부합하지 않기에 멀티미디어 컨텐츠상의 직관적 인터페이스 개발의 새로

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품디자인에 국한되어가는 어포던스의 개념이 실제로 제

품사용에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며 사용자가 어포던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프로세스를 고찰하여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용하고자 한다.

17) 김영호,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잠유성의 재해석과 그 적용,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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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디자인 분야의 어포던스 개념 의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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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어포던스 의미

제1절 멀티미디어 환경의 정의

컴퓨터 보급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모바일 기기 대중화로 인하여 

이젠 일반 사용자들도 쉽게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웹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단순한 텍스트 형태의 정보에서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보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는 인터넷, 모바일에서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멀티미디어라는 용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닌 누구나 사

용하는 보편적 단어가 되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라는 단어는 정의가 모호하

고 분야별로 해석이 달라 어포던스의 개념적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

서는 멀티미디어의 개념을 고찰하고 어포던스의 개념과 소통할 수 있는 알맞

은 개념을 선택하고자 한다.

1. 컴퓨터 분야에서의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라는 단어는 미디어(Media)의 복수형으로, 그 의미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매체'라고 한다. 따라서 "여러 개"라

는 뜻의 접두어인 '멀티(Multi)'를 붙인 '멀티미디어(Multimedia)'의 의미는 "

어떤 것을 표현하는 여러 수단"이 되고 일반적으로 '다중 매체'로 풀이할 수 

있다. 

초기의 컴퓨터에서는 문자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정보인식(입력)및 표현(출력)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문자 이외에도 음성, 도형, 영상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

한 매체 부호화 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멀티미디어 매체들은 영상과 소

리를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이들 자원을 처리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이들을 처리하고 전송하기 위해서는 고속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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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와 다양한 대역폭을 제공하기 위한 교환기술 그리고 영상과 음성 신호의 

처리기술이 필요하다. 

멀티미디어는 영상회의·전자출판·가상현실·각종 오락·의료·교육·방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응용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취급

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다.

2.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멀티미디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매체였으나, 컴퓨

터의 정보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멀티미디어라고 한다. 

사용자는 시스템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며 한 가지 사실을 설명할 경우, 이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정보나 추가의 자료를 볼 수 있는 방

법을 사용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시스템을 사용해 원하는 정

보를 원하는 형태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통신 분야에서의 멀티미디어

음성 뿐 아니라 텔레비전 영상이나 컴퓨터 데이터를 다중화 하여 하나의 회

선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속의 전송선로, 다양한 대역폭과 교

환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인간이 다루는 언어, 화상, 동작 등의 정

보를 지적 정보 시스템을 써서 이용자가 의도한 내용을 순간적으로 꺼낼 수 

있는 통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에 의한 정보의 취급을 위해 여러 가지 인

공 지능을 활용하여 통신망 자체가 이들의 처리를 위한 기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멀티미디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로서의 기억 방법이나 문자 혹은 

도형이라는 국소적인 정보만이 아니고 문맥 정보의 이용이나 연관에 의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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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등의 기능에 입각하여 보다 고도한 인식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립이 

급선무이다.

4. 어포던스 개념 적용을 위한 멀티미디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멀티미디어 개념들의 공통적 속성을 규합

하여 멀티미디어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①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조작, 출력, 처리가 디지  

 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보는 다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한다.

③ 정보는 고도화된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던스를 ‘멀티미디어 제품’에서의 물

리적 어포던스와 구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

던스 개념을 컨텐츠로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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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멀티미디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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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인터페이스

1. 인터페이스의 정의

인터페이스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과 시스템, 장치, 소프트웨어간의 접점, 또

는 사용자와 각각의 시스템 사이의 정보채널이라고도 표현하며 그 개념은 보

다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의 인지적 측면에서 디자인하

고 사용편의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는 신호의 전압, 주파수, 타이밍 등의 전기적 특성, 

공통의 물리적 상호 접속 특성(기계적 특성), 명령과 응답 등의 논리적 특성 

등이 있으며 정상 접속을 위해서는 이들 조건이 일치해야 한다.19)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분야에서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인

터페이스와 하드웨어 장치 간에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있다. 

2.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보통 관계에 있어서의 공유영역 혹은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써 정의할 수 있다. HCI 분야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서로 다른 언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터페이스가 필요로 하였고 이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라는 용어가 파생되었다. 사용자 인

터페이스의 종류로는 문자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CUI), 메뉴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의 세 가지가 있다. UI 외의 소

18) Teaminterface, [uidesign.co.kr - 사용성을 고려한 웹사이트 기획하기], 비비컴, 2002, p.12

19) 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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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운영체제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상호 작용할 수 있

게 하는 인터페이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3.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내부의 장치 간을 상호 접속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페이스, 컴퓨터와 주변 장치 간의 접속과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하

는 플러그, 접속기, 카드 등이 있다. 이는 멀티미디어 제품 내부 장치의 접속

에서 일어나는 인터페이스임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개념이

다.

4. 멀티미디어 환경 인터페이스 개선의 필요성

PC 성능의 향상과 가격 하락으로 컴퓨터 보급률이 증가하고 인터넷 사용 확

산과 속도개선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또한 사용

자가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또한 상향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시

스템 개발 및 인터페이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수많은 신기술의 

출현으로 인터페이스의 개선은 소홀해지고 이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

용자의 입장에서의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용자가 좀 더 쉽고 빠

르게 습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개발 등의 전문 영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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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업과 어포던스

1.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업

과업이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이 제공될 경우 신체적 노력이거

나 정신적 노력을 불문하고 직무를 분석할 때 최소의 설명개념이다.20) 또한 

컴퓨터 분야에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단위, 즉 한 프로그램 안에서 입출력 시

스템 프로그램 또는 중앙 처리기능의 자원을 요구하는 실행내용을 뜻하기도 

한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 분야에서는 숙련된 작업자가 실제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여 각 작업 단계를 순서적으로 기록하여 과업을 분석하

여 사용편의성 체크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과업의 개념은 그 주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업을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행하는 작업21)이라 

해석하며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업은 정보의 처리라고 해석하였다. ‘사용

자의 행위 변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대상’, ‘과업의 판단 및 수행의 구체

적인 단서’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던스로 보고 이를 칸토비츠(Barry 

H. Kantowitz)22)의 인간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입하여 제품과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사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했다.

20) ko.wikipedia.org

21) 사용자와 태스크 분석, Joann T. Hackos, Janice C. Redish, p.81

22) Barry Kantowitz, Professor; Ph.D. (Exp. Psychology), University of Wisconsin, 1969



제3장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어포던스의 의미

- 27 -

[그림3-2] 칸토비츠의 정보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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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포던스를 ‘사용자의 행위 변화를 주는 사물, 환경의 속성’으로 해석하고 

제품을 산업 발달 순서대로 ‘단순 제품’23), ‘순기능 제품’24), ‘다기능 

제품’25)으로 나누어 발생하는 과업을 체크했다. 

단순 제품의 예로 의자는 않는 ‘기능’ 외의 다른 과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림3-3] 단순제품의 사용과 어포던스 인자로서의 과업

그러나 진공청소기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능’외에 콘센트를 몸체에서 뽑

아내는 과업, 콘센트를 꼽는 과업, 전원을 켜는 과업, 등이 존재하고 이들은 

모두 물리적 ‘기능’에 해당하는 과업들이며 이 각각의 과업들에는 ‘순

서’라는 좀 더 큰 개념의 과업이 존재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모든 과업이 동등한 레벨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

업들에는 층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23) 오로지 한 가지 기능을 가지는 제품 ex)의자

24) 한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업이 발생하는데 그 과업은 반드시 순서대로 행해야만 

하는 제품. ex) 진공청소기를 올바르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콘센트를 몸체에서 뽑아 끼운다.→전원

을 켠다.→먼지를 빨아들인다, 의 순서로 작동해야만 한다.

25)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는 제품. ex)mp3 player 안에는 mp3 재생 기능 외에 라디오기능이나 혹

은 동영상 기능 등이 있는데 이는 순서와 상관없이 mode 변환으로 조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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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과업의 위계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사용자 태스크 분석 

Joann T. Hackos Janice C. Redish p.102  

[그림3-5] 기능적 과업과 순서적 과업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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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기능 제품의 예인 mp3 player는 mp3 를 재생 하는 ‘기능’ 외에 

라디오 재생 ‘기능’, 동영상 재생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각각의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기능’ 등의 ‘순서’ 과업이 존재

하고 추가로 모드(mode) 는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상황’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3-6] 제품 발달에 따른 사용과 어포던스에 관한 프로세스 

위와 같이 제품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발달함과 동시에 제품은 멀티미디

어 컨텐츠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과업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먼저 다기능 제품의 과업으로 파악되는 기능, 순서, 상황 등은 멀티미디어 컨

텐츠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후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과업 수행은 정보처리 과정으로 보고 정보디자인의 관점에서 컨텐츠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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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을 가정하였다. 그 결과 류시천이 요약한 정보소비자 인지 특성에 따른 

정보디자인의 유형 중 ‘상황, 순서, 흐름, 구조 표현으로서의 정보디자인26) 

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상황, 순서, 흐름, 구조가 결국 과업이 될 것이 

라 가정하고 여기에 기능을 더하여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던스는 그림

[3-7]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3-7]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사용과 어포던스에 관한 프로세스 가정도

26)멀티미디어디자인에서 정보디자인 주요 특성, 류시천, 조선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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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던스

생태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어포던스는 그 해석이 광의적이고 모든 경우의 수

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나 단어의 실제적 사용에는 모호

하다. 또한 행위자의 지각 능력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해석과 어포던스는 

행위자의 요구나 목적이 바뀜에 따라 함께 변화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멀티미

디어 환경의 사용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적절히 부

합하지 않는다.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어포던스는 협의적 관점으로 실제 상황에 사용하기 

용이하나 그 대상이 제품디자인에 국한되는 해석이며 멀티미디어 환경의 인

터페이스와의 경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포던스와 인지심리학에

서 이야기하는 어포던스의 공통적 속성인 ‘사용자의 행위에 결정적인 변화

를 주는 환경, 혹은 사물의 속성’을 어포던스라 정의하며 이는 효과적인 인

터페이스 디자인에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컨텐츠와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품보다 멀티미디어 컨텐츠

가 어포던스를 빠르고 공감각적으로 제공 해줄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

는 사용 전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출력 해줄 수 있는 출력부(디스플레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환경은 제품보다 어포던스를 더욱 강

력하게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그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된 과업을 판단하여 그

에 맞는 어포던스를 제공해주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는 맥그리너(Joanna McGrenere)와 호(Wayne Ho)의 물리적 어포던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의 속성과 위계를 정리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어포던스를 탐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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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던스는 인터페이스의 하위 개념이며 이는 인터페

이스를 돕는 보완적 개념이다. 인터페이스가 사용자가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개념이라면 어포던스는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효과

적으로 디자인하는데 지원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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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제품의 속성 변화에 따른 과업 변화 및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과업 

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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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험설계 및 진행

3장에서 멀티미디어 환경의 어포던스 인자를 탐색하기 위해 제품의 사용과 

어포던스에 관한 프로세스를 칸토비츠(Kantowitz)의 인간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입하여 제품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통해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그 요인들을 유추하고 또한 시각화된 어포던스의 인자를 정보디자인 유형에

서 탐색하여 상황, 순서, 흐름, 구조, 기능, 등의 속성을 멀티미디어의 과업이

라 가설을 세우고 사용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제1절 실험목적 및 방법

본 실험은 보다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컨텐츠 개발을 위해 먼저 어포던스의 

개념을 ‘과업 수행의 단서’라 정의 할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진행된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환경의 주요 과업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어포던스를 탐색

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사용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용자가 멀티미

디어 상에서 인지하는 과업을 추출하여 각각의 어포던스를 탐색하게 되며 사

용자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며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

한다.

첫째, 심층인터뷰를 통해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컨텐츠 상에서 인지하는 과업

을 추출한다.

둘째, 추출한 과업들을 그룹핑 하여 그 위계를 정리하고 해당하는 어포던스를 

탐색한다.

셋째, 사용자 그룹별로 집중하는 과업 및 어포던스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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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실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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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험대상 및 피험자 선정

본 절에서는 실험에 적절한 대상 컨텐츠를 선정하고, 실험에 참여할 피험자를 

실제로 모집하는 단계이다.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

야 하는 작업은 어포던스의 인지 정도가 다른 피험자의 선정이다. 객관적인 

기준 하에 숙련된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기 위해서 숙련도 필터링을 

통해 선별한다.

숙련도 평가 필터는 수치화 되어 분류가 쉬운 정량정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되 한 번 더 숙련도를 체크하기 위해 인터뷰시의 자세 및 관심분야 등을 

체크하는 정성정보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였다.

피험자 숙련도 평가 필터를 기준으로 2~30대 남녀 모바일 게임자를 대상으로 

필터링 한 후 각각의 정량정보 데이터를 점수로 치환한 후 점수가 3점 미만인 

사용자는 초심자로 분류하고 인터뷰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총 30명의 피험자를 

선별한다. 선별한 피험자들은 인터뷰 시 발견되는 정성정보 체크리스트로 한 

번 더 필터링 하여 객관적인 숙련자를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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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피험자의 숙련도 필터링 1. (정량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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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숙련도 필터링1의 정량정보에서 점수 추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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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피험자의 숙련도 필터링 2. (정성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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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실험대상 게임 선정

본 실험의 궁극적 목표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전반적인 과업 판단과 어포던스 

탐색에 있다.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은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광범위성이라는 제약이 있어 시장 조사기관 넬슨(Nielsen)의 2011년 모바일 

컨텐츠 사용률 조사 자료를 준용하여, ‘사용자의 모바일 컨텐츠 사용 중 가

장 높게 나타난’게임 으로 선정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이 높

은 ‘Apple’사의 게임으로 선정하였다. 

[그림4-5] 넬슨(Nielsen) 의 2011 모바일컨텐츠 사용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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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상 컨텐츠를 2011년 10월 기준 애플 앱스토어에서 별점이 높은 

게임을 선정하였다. 각 장르는 ‘사용자가 게임을 접하는 시간과 목적이 다르

기 때문에 주된 과업도 다를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 장르별 주요 과업과 

어포던스를 탐색하기 위하여 장르는 롤플레잉, 액션, 퍼즐, 시뮬레이션, 전략, 

어드벤처27) 이상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각 장르당 하나씩 게임을 선정하였

다.  

27) 김하진, 이만재, 권은숙, 고욱, Digital Contents, p.7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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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롤플레잉 게임 (Role Playing Game)

RPG로 불리는 롤플레잉 게임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과 함께 현재 게임 매

니아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장르이다. 주인공의 움직임이 빠르

진 않으나, 서사가 길고 광대한 맵, 등장하는 여러 아이템과 인물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데이터 처리가 중요시 된다. 다른 장르에 비해 자유도가 높으며 

사용자가 게임의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그림4-6] 롤플레잉 게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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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액션 게임 (Action Game)

복잡한 배경, 계속되는 액션, 죽음의 가능성과 동적 화면구성이 특징이다. 다

른 장르에 비해 즉각적인 결과를 중요시 한다. 비교적 플레이시간이 긴 편이

며 빠른 화면 전환과 캐릭터의 움직임 등은 최적화를 위하여 게임 엔진(game 

engine)의 높은 기술력을 요한다. 

 

[그림4-7] 액션 게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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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퍼즐 게임 (Puzzle Game)

퍼즐 게임은 퍼즐 그 자체를 게임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임은 테

트리스(Tetris), 스페이스인베이더(Space invader) 가 있다. 어드벤처 게임에

는 줄거리의 전개 도중에 여러 가지 퍼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어드벤처 

게임에서의 퍼즐은 줄거리의 전개를 돕기 위함이지 퍼즐 그 자체가 게임은 아

니다.

[그림4-8] 퍼즐게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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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뮬레이션 게임 (Simulation Game)

시뮬레이션 게임은 실제 상황을 느끼게 해주는 게임이다. 원래 시뮬레이션은 

비행 조종사를 훈련하기 위한 매우 비싼 장비의 하나로 출발하였으나 유사한 

기능을 PC나 모바일에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조종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시뮬레이션 게임은 주변 여건에 따라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

가를 수식적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독특한 시뮬레이션 기

술을 기반으로 한다.

[그림4-9] 시뮬레이션 게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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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략 게임 (Tactics Game)

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게임, 순간적인 판단력보다 게임 전반을 이해하고 많

은 사고를 요구한다. 상황 상황마다 유동적 대처능력을 요구하고 게임의 흐름

을 읽어야 한다. 

[그림4-10] 전략 게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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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어드벤처 게임 (Adventure Game)

어드벤처 게임은 사용자에게 줄거리와 목표가 제공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

지 발생하는 장애물이나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숨겨진 비밀

을 찾아내거나 예상할 수 없는 루트를 찾아내는 등의 색다른 게임이다. 서사

가 치밀하고 플롯이 잘 짜여 있는 게 특징이다.

[그림4-11] 어드벤처 게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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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2] 선정한 6종 게임 오프닝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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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실 험

 

피험자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 플레이 하며 느끼는 감정표현은 꼭 표출할 것

을 당부한다. 각 장르별로 주요 화면마다 예상 질문을 미리 선정하고 피험자

가 게임을 플레이 하는 동안 표정과 제스처 등을 유심히 살펴보며 질문을 체

크해둔다. 이때 게임 화면과 함께 피험자의 손을 촬영하고 피험자가 게임의 

기능을 어느 정도 파악했거나 15분 이상 플레이 했을 시 에는 플레이와 촬영

을 중지하고 촬영한 영상을 보며 체크해둔 질문부터 영상 속에 나타나는 반

응에 따른 질문까지 심층적으로 인터뷰 한다. 필요에 따라 다시 게임을 켜고 

기능에 대해 직접 질문하여 피험자의 숙달 여부를 판단한다.

[그림4-13]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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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4] 예상 질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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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5] 녹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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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진행된 심층 인터뷰의 데이터에서 얻어진 정성정보 데

이터를 속성별로 그룹핑하고 각 그룹마다 언급된 횟수를 파악해 정량정보로 

치환하고 이를 토대로 발견된 주요 발견점을 제시한다.

제1절 실험 결과 분석

1. 피험자 인터뷰 결과

다음은 앞서 4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험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30명으로 심

층 인터뷰를 통한 정성 정보를 정량화 하여 과업과 어포던스를 탐색하였다. 다

음에 대표적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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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사례1-1 

[그림5-2] 사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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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례1-1을 보면 A의 컨트롤러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

작부이다. 피험자 5명중 3명이 튜토리얼을 통해서도 정확한 조작법을 빠른 

시간 안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는 컨트롤러를 의미를 보다 명확한 그래픽으

로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작의 이해를 방해하며 현실세계의 

조이스틱의 형태를 적절히 매핑하여 어포던스를 부여해 줄 수 있다. 또한 위

의 [그림5-1], [그림5-2]에서와 같이 투명한 버튼은 복잡한 배경 위에 위치

할 시 피험자들은 탐색에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이는 주목성을 부여하여 

어포던스를 제공할 수 있다. 

B의 원형 다이어그램은 캐릭터의 레벨, 캐릭터의 체력의 양, 획득한 경험치를 

나타내는 ‘상태 표시창’ 및 ‘일시정지’버튼이다. 피험자 5명중 2명이 체

력의 양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5명 전원이 ‘경험치바’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동시에 ‘일시정지’ 버튼으로써의 기능은 5명중 3명이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단순한 정보의 인지하는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체력의 

양을 표시하는 색상이 녹색 계열로 표시되어있어 적절한 ‘메타포’가 부여

되지 않았음으로 판단하였다. 피험자 2명 모두 피의 은유적 색상인 붉은색으

로 표시되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 응답하였다. 

또한 ‘체력 바’와 ‘경험치 바’를 하나의 게이지로 보는 것은 게슈탈트 

법칙의 공동행선의 법칙으로 원형을 이루어 하나의 정보로 보이기 때문이라 

판단하였다. 이는 공간적 위치가 부적절 한 것이며 사용자의 주의 이동 및 주

의 집중을 유도하면 인지를 도울 수 있다. ‘일시정지’버튼의 기능 파악 미

흡은 아이콘의 크기가 작고 근접해 있는 ‘체력 바’와 ‘경험치바’의 색상 

때문에 식별이 힘든 것으로 보아 크기의 변화를 통해 주목성을 부여할 필요

가 있다.

C아이콘은 다른 무기로 교체하는 기능을 가진 버튼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다

른 무기를 지니지 않고 있음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튜토리얼에서도 다루지 않

아 피험자 5명 전원이 정확한 기능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는 ‘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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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명확한 픽토그램이나 텍스트를 통해 버튼의 기능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사용할 수 없는 버튼은 제약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사용자의 플레이 

흐름을 끊지 않는다.

D버튼은 스킬을 사용하는 버튼이다.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그림5-2]의

E와같이 반원의 모양으로 스킬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 기능

은 설명되어있지 않으며 또한 각각의 스킬 아이콘은 어떠한 기능인지 파악이 

힘들다. 이는 ‘길게 누르시오’라는 텍스트를 부여하거나 돌림판 등의 형태

를 매핑하여 어포던스를 부여하거나 제약적으로 모든 스킬을 노출시키는 방

법으로 선택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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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사례2-1

[그림5-4] 사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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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사례2-1의 A와 C는 컨트롤러이다. 적절한 매핑으로 조작에 대해 

적절한 어포던스가 되고 있다. 

B의 속도계 포지션 등의 정보는 실질적으로 플레이 시에 중심시 밖에 있어서 

플레이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공간적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다. 레이싱 시뮬레이션 게임은 사용자의 시선이 화면의 아래 조작부와 지평선 

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야를 방해하지도 않고 플레이시 정보를 인

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지션의 변동 시에 진동, 깜박임, 등으로 주

목을 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간적 위치 또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D버튼의 기능은 룸미러 기능으로 [그림5-4]와 같이 차량의 전면부와 뒤의 상

황을 볼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나 피험자 다섯 명 전원이 기능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으며 오히려 실제 자동차와 같이 룸미러를 화면 상단에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좋은 어포던스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E, F, G 버튼은 각각 ‘일시정지’, ‘시점 변화’, ‘빠른 재시작’을 

의미하는 버튼이나 기능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인지를 돕는 

픽토그램이 잘 적용되어있지 않은 예이다. 

마지막으로 포지션이나 lap의 수치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나 현재 플레이

어의 위치, 남은거리 등의 파악이 쉽지 않다. 이는 미니맵을 통해 남은거리나 

남은 시간 등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피험자 다섯 명 전원이 언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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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 사례3-1

[그림5-6] 사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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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사례3-1의 게임은 튜토리얼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에 곧바

로 몰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곧바로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

지만 반대로 조작의 이해를 돕지 못한다. 

튜토리얼이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와 B부분의 컨트롤러는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있기 때문에 픽토그램 등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C 부분에 위치한 체력표시줄은 game over 가 잦은 액션 장르의 게임

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이다. 피험자 5명중 2명은 체력이 깎일시, 혹은 

위험시 주목성을 위한 진동, 스케일 변화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D의 시간표시는 실제로 gameover 까지 시간이 아니고 clear 까지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험자 5명 전원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 적절한 어포던

스(게이지의 감소와 함께 Goal을 향해 달려가는 애니메이션 등의 메타포)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어떻게 하면 클리어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단서도 

제공되지 못한다.

D는 자신이 죽인 좀비의 수를 표시하는 창이지만 5명중 3명이 인지하지 못

했다. 그러나 이는 어포던스의 부재가 아닌 정보 표시 미흡이라 할 수 있다.

[그림5-6]의 F의 화면은 게임의 본격적인 시작 전 오프닝 영상이다. 어두운 

BGM과 함께 타이틀이 나오기 전에 사용자들은 게임의 장르 및 분위기를 판

단할 수 있었으며 이는 뉘앙스로 게임의 진행 방향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플레이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어포던스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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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7] 사례4

[그림5-7]사례4의 게임은 자세한 튜토리얼을 게임 전에 제공함으로 조작에 

관한 어포던스를 강력하게 제공하나 그에 따라 사용자가 빨리 게임에 접하고

자 하는 ‘흥미도’를 저해한다. 이와 같이 몰입은 과업과 관련한 어포던스는 

아니나 게임 컨텐츠의 지속적 플레이를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게임 자체

의 과업인 흥미를 이끌어 내는 게임 컨텐츠의 중요한 어포던스이다. 

A부근의 비행기들은 추락중인 비행기인지 살아있는 비행기인지 정보제공이 

불확실하다. 연기나 추락 시 효과음 등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B 부근의 메뉴들은 다른 게임에서는 주변시 바깥에 존재하여 인지가 힘들었

으나 장르의 특성상 화면 전환의 속도가 느리고 시간에 관한 제약이 없으므

로 문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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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근의 End Turn 버튼은 이 게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버튼임에도 불

구하고 그 위치가 가장 구석에 있다. 버튼의 위치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이다. 

손이 자주 가는 위치로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피험자중 1명은 마지막에 조작

한 비행체 부근의 터치만으로 '턴 종료' 기능을 부여하여 더 쉽게 게임을 진

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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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험자 인터뷰 결과 분석

심층 인터뷰 시 피험자로부터 언급되었던 과업들을 비슷한 속성끼리 재배열

한 결과 과업은 ‘기능에 관련한 과업’, ‘상황, 순서, 흐름에 관련한 과

업’, ‘구조에 관련한 과업’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Ÿ 기능에 관련한 과업 : 부분과업(Part-Task)

기능에 관련한 과업은 대체적으로 가장 하위에 존재하는 과업이며 이 과업들

의 조합에서 상황, 순서, 흐름, 구조의 과업이 도출되며 가장 부분적 과업이

고 이 부분적 과업들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결과를 보이기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자 한다. 

기능을 담당하는 과업은 전체 컨텐츠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가장 하위과

업이며 이러한 과업들이 모여 상위과업이 형성되므로 ‘부분 과업

(Part-Task)’이라 명명하며 부분과업의 세부 과업에는 ‘조작의 이해에 관

한 과업’, ‘단순 정보 인지에 관한 과업’, ‘공간적 위치의 파악에 관한 

과업’이 있었다. 

[표5-1] 기능에 관련한 과업과 어포던스

 ‘조작의 이해에 관한 과업’과 ‘단순 정보 인지에 관한 과업’은 ‘주목

성 어포던스’, ‘메타포 어포던스’, ‘매핑 어포던스’등이 관여하였다. 

‘공간적 위치 파악에 관한 과업’은 ‘근접성 어포던스’, ‘연속성 어포던

스’, ‘주의 이동 어포던스’, ‘주의 집중 어포던스’등이 관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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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게슈탈트의 법칙(Gestalt Laws)28)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Ÿ 상황, 순서, 흐름에 관련한 과업 : 흐름과업(Flow-Task)

또한 이런 부분과업들이 모여 형성되는 과업으로는 상황, 순서, 흐름에 관련

한 과업이 있다. 이는 ‘흐름 과업(Flow-Task)’이라 명명하며 세부 과업으

로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에 관한 과업’, 사용자의 ‘시간적 위치 파악에 

관한 과업’이 있다. 

[표5-2] 상황, 순서, 흐름에 관련한 과업과 어포던스

‘다음 단계로의 진행에 관한 과업’은 ‘제약 어포던스’, ‘유도성 어포던

스’, ‘순서 배치 어포던스’등이 있었고, ‘시간적 위치 파악에 관한 과

업’은 ‘시제 표현 어포던스29)’등이 있었다. ‘제약 어포던스’는 사용자

에게 선택의 폭을 줄여주며 ‘유도성 어포던스’는 사용자가 차후에 어떤 행

동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단서가 된다. ‘순서 배치 어포던스’는 적절한 기

준을 바탕으로 ‘부분 과업’의 순서를 올바르게 배치하였을 때 사용자로 하

여금 흐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흐름 과업의 어포던스는 사용자가 컨텐츠를 

사용하는데 막힘이 없게 해주며 포기하지 않게 해준다. 

28) 게슈탈트(Gestalt)란 형태 혹은 형상을 의미하는 독일어로, 형태 심리학의 중추 개념이다. 폐합의 법

칙(Law of Closure), 유동의 법칙(Law of Similarity), 근접의 법칙(Law of Proxibity), 연속의 법칙

(Law of Continuity), 간결성의 법칙(Law of Pragnanz), 공동행선의 법칙(Law of Common Fate) 

이 있다.

29) 본 연구자는 어포던스를 단서의 개념으로 보고 명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간을 표현하는 수

단’을 언어학에서 예기하는 시간의 표시 개념인 ‘시제’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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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구조에 관련한 과업 : 사전 뉘앙스 과업(Initial Nuance-Task)

마지막으로 구조에 관련한 과업이 있다. 이러한 과업은 ‘사전 뉘앙스 과업

(Initial Nuance-Task)’ 이라 명명하며 세부 과업으로는 ‘서사 파악의 과

업’, ‘장르 파악의 과업’등이 있었다. 이는 다른 과업들이 인터페이스 상

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컨텐츠 내용을 접하기 전에 발생한다. 

[표5-3] 구조에 관련한 과업과 어포던스

서사나 장르를 게임 플레이 전에 실행 아이콘, 타이틀, 오프닝, BGM등의 뉘

앙스를 통해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어포던스가 주어지며 이는 다른 과업들

과 달리 인터페이스 외적 요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치 운동선수가 준비운

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경기의 흐름과 결과에 반영되는 것과 같

이 컨텐츠의 사용에 거부감을 없애주며 친숙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컨텐츠의 

성격과 속성, 구조 파악과 관련된 어포던스는 실제 다운로드와도 직접적인 관

계가 있으며 겉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포던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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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 과업의 속성에 따른 분류와 그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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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4] 인터뷰 사례를 통한 과업과 어포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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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험자 인터뷰 결과 종합

[표5-5] 숙련도별 과업 그룹핑

[표5-5]는 사례의 언급 빈도를 숙련도별로 구분하여 도표화 시킨 것이다. 사

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중요한 어포던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음은 [표5-5]를 그래프화 시킨 것이다.

[그림5-9] 숙련도별 집중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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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0] 숙련도별 집중 세부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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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6] 성별별 과업 그룹핑

[표5-6]은 사례의 언급 빈도를 성별별로 구분하여 도표화 시킨 것이다. 사용

자의 성별에 따라 중요한 어포던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음은 [표5-6]을 그래프화 시킨 것이다.

[그림5-11] 성별별 집중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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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2] 성별별 집중 세부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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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7] 장르별 집중 과업

[표5-7]은 사례의 언급 빈도를 장르별로 구분하여 도표화 시킨 것이다. 게임

의 장르에 따라 중요한 어포던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은 [표5-7]을 그래프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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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3] 장르별 집중 과업

[그림5-14] 장르별 집중 세부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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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험결과 종합

숙련도별 그룹핑에서 숙련된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 모두 부분 과업에 집중하

고 있으나 숙련된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에 비해 흐름 과업을 잘 인지하였고, 

세부 과업 부분에서 숙련된 사용자가 비교적 고른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일반 

사용자는 조작의 이해에 관한 과업, 단순 정보 인지에 관한 과업, 다음단계로 

진행에 관한 과업에 높은 집중률을 보였다.

따라서 게임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 및 일반 사용자에게는 주목성 어포던스, 

메타포 어포던스, 매핑 어포던스를 통한 튜토리얼이 진행되어야 하며 전문사

용자에게는 흐름성 부여를 위하여 튜토리얼을 건너뛸 수 있도록 개발에 임해

야 한다.

성별별 그룹핑에서는 남성, 여성 사용자 모두 부분 과업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 사용자는 전반적으로 부분 과업에 집중하는 반면 남성 

사용자는 대체적으로 모든 과업을 인지한다. 세부 과업에서는 근소한 차이지

만 남성 사용자보다 여성 사용자가 단순 정보 인지 과업에 집중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흐름에 대한 이해가 느리며 이에 따라 여성 타겟의 게

임은 제약 어포던스, 유도성 어포던스, 순서 배치 어포던스를 통해 게임을 막

힘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개발 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 사용자는 단순 정보에 집중하므로 정보 표시 인터페이스에서의 주목성 

어포던스, 메타포 어포던스. 매핑 어포던스가 필요하겠다.

장르별 그룹핑에서 모든 장르가 부분 과업에 집중률을 보였다. 이는 부분 과

업이 가장 하위 단위의 과업이며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과 전

략게임이 다른 장르에 비해 부분 과업 집중률이 높았고, 롤플레잉과 시뮬레이



제5장 실험결과 및 분석

- 77 -

션 장르가 다른 장르에 비해 흐름 과업이 높았으며, 시뮬레이션 게임이 다른 

장르에 비해 사전 뉘앙스 과업이 높았다. 롤플레잉 장르는 다른 장르와는 달

리 단순 정보 인지 과업보다 공간적 위치 파악 과업이 더 높은 집중률을 보

였으며 퍼즐 장르는 조작의 이해에 관련한 과업이 집중률이 높았다. 전략 게

임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플레이 할 수 있는 턴 방식 게임이기 때문에 

시간상의 위치 파악 과업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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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 발견점

본 실험에서는 과업수행 단서는 어포던스의 중요한 인자임을 증명하고, ‘기

능, 순서, 흐름, 구조, 상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과업의 위계 탐색을 목적

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자의 어포던스에 관한 새로운 견해인 ‘과업수행에 도움을 주는 

단서’라는 해석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증명하였다.

 

둘째, 심층인터뷰를 통해 탐색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업은 ‘조작의 이

해에 관한 과업, 단순 정보 인지에 관한 과업, 공간적 위치의 파악에 관한 과

업, 다음 단계로 진행에 관한 과업, 사용자의 시간적 위치 파악에 관한 과업, 

서사 파악의 과업, 장르 파악의 과업.’이며 이들은 과업의 속성에 따라 ‘부

분 과업(Part-Task)’, ‘흐름 과업(Flow-Task)’, ‘사전 뉘앙스 과업

(Initial Nuance-Task)’ 로 그룹핑 할 수 있다.

셋째, ‘조작의 이해’ 및 ‘단순 정보 인지’과업은 ‘주목성’, ‘메타

포’, ‘매핑’어포던스 등을 통해 도울 수 있으며 ‘공간적 위치 파악’과업

은 ‘주의 이동’, ‘주의 집중’을 비롯하여 게슈탈트 법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다음 단계로의 진행’과업은 ‘제약’, ‘유도성’, 

‘순서 배치’어포던스 등이 도움을 주었고, ‘시간적 위치 파악’과업은 

‘시제의 표현’어포던스를 통해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인터페이스 상에서 

발생하였으나 ‘서사 파악’, ‘장르 파악’과업은 ‘실행아이콘’, ‘타이

틀’, ‘오프닝’, ‘BGM’의 뉘앙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넷째, 숙련도별 그룹핑에서 숙련된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 모두 부분 과업에 

집중하고 있으나 숙련된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에 비해 흐름 과업을 잘 인지

하였고, 세부 과업 부분에서 숙련된 사용자가 비교적 고른 관심을 보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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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반 사용자는 조작의 이해에 관한 과업, 단순 정보 인지에 관련한 과업, 

다음 단계로 진행에 관한 과업에 높은 집중률을 보였다.

다섯째, 성별별 그룹핑에서는 여성 사용자는 전반적으로 부분 과업에 집중하

는 반면 남성 사용자는 부분 과업에 가장 높은 집중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

적으로 모든 과업을 인지한다. 또한 근소한 차이지만 남성 사용자보다 여성 

사용자가 단순 정보 인지 과업에 집중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장르별 그룹핑에서 모든 장르가 부분 과업 에 집중률을 보였다. 시뮬

레이션과 전략게임이 다른 장르에 비해 부분 과업 집중률이 높았고, 롤플레잉

과 시뮬레이션 장르가 다른 장르에 비해 흐름 과업이 높았으며, 시뮬레이션 

게임이 다른 장르에 비해 사전 이니셜 과업이 높았다. 롤플레잉 장르는 다른 

장르와 달리 단순 정보 인지 과업보다 공간적 위치 파악 과업이 더 높은 집

중률을 보였으며 퍼즐 장르는 조작의 이해에 관련한 과업이 집중률이 높았다.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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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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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금후 연구과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과업과 

어포던스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속성에 따른 유형과 사용자 그룹에 

따른 활용방안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1절 결 론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컨탠츠 개발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

하여 어포던스의 개념과 정의를 고찰하고 멀티미디어 환경과 제품의 과업을 

비교하여 그 과업들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지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본 논문의 서론에서 밝힌 연구의 목적과 비교 서술

하여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제품디자인에서 사용되어지는 어포던스 개념을 원

초적으로 접근하고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용시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

던스 개념을 규명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멀티미

디어 환경에서의 어포던스는 ‘과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서’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증명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

하였다. 

두 번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던스를 규명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터페

이스 개발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정보디자인 유형을 바탕으로 세운 멀

티미디어 환경에서 어포던스 인자에 관한 가설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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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더 큰 의미인 과업으로 그룹핑 하여 과업과 어포던스에 따른 인터페

이스 설계와 어포던스에 따른 세부사항 개발에 대한 가이드가 되었다.

세 번째,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인지하는 과업들을 분류하여 멀티미

디어 컨텐츠 과업의 위계를 정리하고 사용자그룹에 따라 집중하는 과업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는 것이었다. 심층 인터뷰 결과 숙련된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에 비하여 어포던스 인지정도가 높았고 일반사용자는 

특히 조작의 이해나 단순 정보 인지에 관한 과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성사용자는 전반적인 과업 및 어포던스의 인지가 이루어진 반면 여성

사용자는 부분 과업 중 특히 단순 정보 인지 과업에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게임 장르별로는 모든 장르가 부분 과업에 집중률을 보였다. 시뮬레이션과 전

략게임이 다른 장르에 비해 부분 과업 집중률이 높았고, 롤플레잉과 시뮬레이

션 장르가 다른 장르에 비해 흐름 과업이 높았으며, 시뮬레이션 게임이 다른 

장르에 비해 사전 뉘앙스 과업이 높았다. 롤플레잉 장르는 다른 장르와 달리 

단순 정보 인지 과업보다 공간적 위치의 파악 과업이 더 높은 집중률을 보였

으며 퍼즐 장르는 조작의 이해에 관한 과업이 집중률이 높았다.

또 다른 발견점으로는 게임 컨텐츠에서 어포던스의 부재는 반드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며 이는 난이도 조절기능, 흥미 유발기능을 할 수 있었

다. 

또한 멀티미디어 환경 중 게임 컨텐츠는 ‘과업 수행 단서’만이 어포던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도와 경쟁심 등의 몰입 요인’들 또한 어포던스

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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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후 연구과제

본 연구결과 제시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과업 수행 단서’로서의 어포던

스 개념이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중심으로 보다 심

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게임 컨텐츠 외의 다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업과 어포던스를 다각

도, 다변수로 분류하여 연구 성과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의 한계성인 심층인터뷰 방식을 프로토타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결과에 만족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관한 체계적인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컨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인구 통계학적 자료와 사용편의성 평가를 포함한 명확한 사용자 등급 

구분 필요하며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사

용자 그룹핑 및 행동 패턴을 모색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컨텐츠에 반영

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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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던스에 관한 연구

- 모바일 게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ffordance in Multimedia environment

- with emphasis on Mobile Games -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컨텐츠의 홍

수 속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와 컨텐츠를 쉽게 접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은 사용자가 처음 접했을 

때 의도하는 대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게 직

관적으로 사용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1988년 도널드노먼 (Donald 

A. Norman)은 그의 저서 ‘디자인과 인간심리(The Psychology of Everyday 

Things, POET)’에서 어포던스의 개념을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의 관점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실질적으로 디자인 분야에서 어포던스는 주로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 또한 모호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 분야에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제품의 어포던스 

개념을 통해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어포던스 개념을 정의하고, 인터페이스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어포던스 개념을 고

찰하고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을 탐색하였다. 멀티미디어 환

경에서 어포던스는 사용자의 행위에 변화를 주는 구체적인 속성으로써 ‘과업수

행에 도움을 주는 단서’라는 개념을 사용자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사용자 숙련도별, 장르별, 성별별로 그룹핑 하였으며 주요 발

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어포던스를 ‘과업수행에 도움



을 주는 단서’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용이하다. 둘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과

업은 ‘조작의 이해에 관한 과업, 단순 정보 인지에 관한 과업, 공간적 위치의 파

악에 관한 과업, 다음 단계로 진행에 관한 과업, 사용자의 시간적 위치 파악에 관

한 과업, 서사 파악의 과업, 장르 파악의 과업.’이며 이들은 과업의 속성에 따라 

‘부분 과업(Part-Task)’, ‘흐름 과업(Flow-Task)’, ‘사전 뉘앙스 과업

(Initial Nuance-Task)’ 로 그룹핑 할 수 있다. 셋째, ‘조작의 이해’및‘단

순 정보 인지’과업은‘주목성’, ‘메타포’, ‘매핑’어포던스 등을 통해 도울 

수 있으며 ‘공간적 위치 파악’과업은 ‘주의 이동’, ‘주의 집중’을 비롯하

여 게슈탈트 법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다음 단계로의 진행’

과업은 ‘제약’, ‘유도성’, ‘순서 배치’어포던스등이 도움을 주었고, ‘시간

적 위치 파악’과업은 ‘시제의 표현’어포던스를 통해 도움을 주었다. 이들은 

인터페이스 상에서 발생하였으나 ‘서사 파악’, ‘장르 파악’과업은 ‘실행아

이콘’, ‘타이틀’, ‘오프닝’, ‘BGM’의 뉘앙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넷째, 

숙련된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에 비해 흐름 과업을 잘 인지하였고, 세부 과업 부

분에서 숙련된 사용자가 비교적 고른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일반 사용자는 조작의 

이해에 관한 과업, 단순 정보 인지에 관련한 과업, 다음 단계로 진행에 관한 과업

에 집중한다. 넷째, 여성 사용자는 전반적으로 부분 과업에 집중하는 반면 남성 

사용자는 대체적으로 모든 과업을 인지한다. 다섯째, 모든 장르가 부분 과업 에 

집중률을 보였다. 시뮬레이션과 전략게임이 다른 장르에 비해 부분 과업 집중률

이 높았고, 롤플레잉과 시뮬레이션 장르가 다른 장르에 비해 흐름 과업이 높으며, 

시뮬레이션 게임이 다른 장르에 비해 사전 이니셜 과업이 높았다. 롤플레잉 장르

는 다른 장르와 달리 단순 정보 인지 과업보다 공간적 위치 파악 과업이 더 높은 

집중률을 보였으며 퍼즐 장르는 조작의 이해에 관련한 과업이 집중률이 높다. 향

후에는 본 연구의 한계성인 심층인터뷰 방식을 프로토타입, 시뮬레이션 등을 통

해 결과에 만족도가 필요하며, 인구 통계학적 자료와 사용편의성 평가를 포함한 

명확한 사용자 등급 구분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며, 게임 컨텐츠 외의 다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과업과 

어포던스를 다각도, 다변수로 분류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Keywords : 어포던스, 인터페이스,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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