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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선호도 높은 웹 페이지의 디자인을 분

석하기 한 목 으로, 설문을 통해 선호도 높은 웹

페이지를 추출하여 그래픽이미지, 색채, 이아웃, 배

경을 심으로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 다. 한, 정확

한 연구 분석을 해 4가지 디자인요소를 더욱 세분

화하여 그래픽이미지는 표 기법, 배치, 기울기, 표

내용 색채는 유채, 무채 이아웃은 정형, 비정형 배

경은 색채 심, 형태 심으로 항목을 세분화하 다. 

분석결과, 사용자는 콘텐츠를 읽는데 있어 효과

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분석내용은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하 으며, 

요약부분에서는 결론에 향을 미친 디자인요소를 

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호도 높은 웹페이지에서의 그래픽이미지는 기울

기를 주지 않았을 때 비율이 78% 으며, 기울기를 주

었을 때 비율이 22% 다. 사용자는 정보를 찾고자 웹

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울기를 주지 않은 

정돈되고 차분한 이미지의 웹 페이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한, 이아웃에서는 정형 이아웃의 비율이 

64%인데 반해, 비정형 이아웃이 36%로 나타났다.

선호도 높은 웹페이지에서의 배경은 단색 배경 비

율이 72%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형태 심으로 표

된 패턴이나 실제 인 형태를 묘사한 이미지 배경

은 비율이 각각 6%, 10%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정보습득이 효과 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

으로, 복잡한 배경보다는 단순한 배경이 정보습득에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 진

다. 

웹 페이지 사용자 선호도 연구결과 웹에서의 디자

인은 정보의 달이라는 요한 목 이 작용하기 때

문에 사용자는 콘텐츠를 읽는데 있어 효과 인 디자

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웹, 인터페이스, 선호도, 디자인요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eb 

interface design where the preference is high.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User had tendency to like the 

design that was effective for him to read the contents.  I 

explained the analysis in detail in Main context, and 

summarized the design factor that influenced the Result 

in Summary. The rate of the graphic image in the 

preferable web-page was 78% when I did not give the 

Tendency, but 22% when I gave the Tendency. As there 

are many Users who use the web-page to find 

informations, it shows that the web-page which has the 

clean and calm image that was not given the Tendency 

is preferable. When it sees the user preference degree 

from background, It is that the monochrome background 

ratio is the highest with 72%. The ratio (which is the 

pattern background which is expressed in the form center 

or The image background which depicts an actual form) 

is showing a low-end ratio with 6% and 10% 

respectively. The background which is complicated 

compared to the background which is simple because 

information find is easy preference boat song it comes to 

seem with the fact that it comes out being high. Also,  

in the lay-out, the rate of formal lay-out is 64%, but the 

rate of informal lay-out is 36%.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Web-page User Preference, the User has tendency to 

like the design that is effective for him to read the 

contents because the design in web-page has an 

important role in delivering informations.

Keyword 

web interface, preference, desig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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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목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 되면서 웹의 요성이 날로 

증  되고 있으며, 조동성(2002)은 10-30  은 층을 

심으로 디지털 문화는 생활의 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 다. 웹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 분야에 비

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근할 수 있는 유동 이

고 개방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승은 

(2001)은 웹 디자인은 사용자와의 커뮤니 이션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선호도와 감성  요구가 반  되어야 한다고 

하 다. 그러나, 재 웹 페이지의 기능 인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자인 측면에서 선호도

에 한 연구는 그에 비해 체계 이고 객 인 연구

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호도 높은 웹 페이지의 디자

인을 분석하기 한 목 으로, 설문을 통해 선호도 

높은 웹페이지를 추출하여 그래픽이미지, 색채, 이

아웃, 배경을 심으로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 다.

1.2 연구 문제

1) 선호도 높은 웹페이지에서 많이 표 되는 그래

픽이미지는 무엇인가?

 - 신(2001)은 그래픽이미지는 문자에 비해 직

이고, 함축 이며, 웹페이지 요소  가장 사용자

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이라고 하 다.

 그래픽이미지를 좀 더 세분화하여 선호도 높은 

웹페이지에서 많이 표 되는 표 기법, 표 내용, 배

치, 기울기를 분석한다.

2) 선호도 높은 웹페이지에서 많이 표 되는 색채

는 무엇인가?

- 웹페이지에서의 색채의 사용은 사용자 만족도와 

감성에 많은 향을 다. 색채는 색상(hue) 뿐 아니

라 색조(ton)에 의해서도 사용자에게 많은 향을 주

므로, 사용자 선호도가 높은 웹페이지에서 주조색 4

가지를 추출하여 색상(hue)과 색조(ton)에 해 분석

한다.  

3) 선호도 높은 웹페이지에서 많이 표 되는 이

아웃은 무엇인가?

- Lynch & Horton(1999)은 웹에서의 이아웃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내용

의 이해를 더 쉽고 명확하게 하며, 오래 기억하는데 

도움을 다고 하 다. 정형 이아웃과 비정형 이

아웃으로 나 어 사용자 선호도가 높은 웹 페이지의 

이아웃에 해 분석한다. 

4) 선호도 높은 웹페이지에서 많이 표 되는 배경

은 무엇인가?

- 웹에서의 배경은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메뉴, 그

래픽이미지, 본문, 타이틀 등을 표 하는데 있어 바탕

이 되는 부분이다. 웹사이트는 정보 달이 목 이므

로 배경은 다른 디자인 요소와 함께 어우러지도록 구

성하여야 하는 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배경은 단색

과 그러데이션을 사용하는 색 심과 패턴이나 사진, 

일러스트가 확장된 형태 심으로 나 어 분석한다.

1.3 연구 범

첫째, 표본 사이트 수집은 국내와 국외의 300개의 

사이트를 수집하 다. 국내의 사이트 수집은 다음과 

같다. 콘텐츠에 따라 디자인의 경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분야 별 순방문자수(Unique Visitor)를 

기 으로 사이트 순 를 산정하는 

100hot(www.100hot.co.kr 각 분야별 사이트 순 를 

매겨 제공하는 곳으로 100일 평균/주간/월간/ 순방

문자수(Unique Visitor)를 기 으로 순 를 산정)에서 

각 분야별 상  순 의 사이트를 선정하 다. 한, 

우수한 디자인 사이트를 선정하기 하여 2006,2007

년 웹어워드 코리아 수상작에서 선정하 다.

국외의 사이트 선정은 웨비어워드(Webby 

Awards) 2006, 2007년의 각 분야별 수상작과 정

(jungle.co.kr)우수 추천 사이트에서 선정하 다. 

둘째, 수집된 300개의 표본 웹사이트를 10년 이상 

경력의 웹디자인 문가 3인의 FGI를((Focus Group 

Interview) 통해 최종 200개의 표본을 선정 하 다

사이트의 표본 범 는 사이트의 아이덴티티가 가

장 잘 반 된 메인 페이지와 캡처 받은 스틸이미지 

주의 표 방식으로 한정하 다.

한, 랜드 네임은 선호도에 향을 미칠 수 있

으므로 명의  속성인 랜드네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설문을 실시하 다. 

2. 이론  고찰

2.1 선호도

디자인은 사람의 취향, 즉 '선호(preference)'에 크

게 향을 받으며, 사  정의로 선호도는 좋아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Grantham과 Gordon(1986)에 

의하면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는데 있어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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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요소 분석항목

그래픽

이미지
표 기법 

사진
리얼

리터칭

일러스트

선 심

면 심

입체 심

사진, 사진 심

는 과정과 요인은 사람의 지각에 한 반응(sensory 

reaction) 과 자아의 처리과정(ego process)을 거치는

데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선호라고 정의했다. 선호는 

매우 역동 이고 다차원 인 성격을 가졌으며, 한꺼

번에 많은 것을 선호할 수도 있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 다.

Cheatham(1987)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감정의 이

상  요인과 유사성 요인의 향으로 최종 인 결정

의 과정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유사성은 선호

에 있어 가장 큰 향을 주는 요한 요인으로 간주

되고 있다. 선호의 개념은 실제 인 선호(realistic 

preference)와 이상 인 선호(ideal preference)로 나  

수 있는데, 실제 인 선호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과거에 정 으로 인지 되었던 것

을 실상황에 용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이상 인 

선호는 미래에 한 바라는 것에서 향을 받는 인지

 상(cognitive projection)을 말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사용자 선호도가 

상 인 웹 페이지를 추출하여 그래픽 이미지, 색채, 

이아웃, 배경을 심으로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

다. 이를 해, 선호도 평균 수, 디자인요소 정보를 

데이터화하 다. 데이터화된 자료는 SPSS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3.1. 선호도 높은 웹페이지 추출

웹 페이지 선호도 평가를 해, 200개 웹 페이지

에 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이루어 졌다. 설문 상

은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 인 20-30  

4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설문 참가자는 총 200개의 웹 페이지를 보고 응답

하 으며, 정확한 설문 조사를 해 설문자의 피로도

를 고려하여 3일에 걸쳐 설문이 이루어졌다.

온라인 설문지는 1024*768로 제작 되었으며, 선호

도를 5  척도로 질문하 다. 한번에 1개의 웹페이지

를 화면을 30 간 응시한 후, 선호도에 해 5  척

도로 답하도록 하 으며,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다.

이를 통해 200개의 표본  선호도가 높은 50개의 

화면을 추출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200개 화면의 

선호도 평균 수는 5  만 에 3.11이었으며, 분석한 

50개의 웹페이지는 평균이상의 수를 받은 3.42이상

의 웹페이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50개

의 화면을 상으로 분석하 다.

[그림 1] 추출된 선호도 높은 웹페이지 제

3.2 웹페이지 디자인 요소 분석

웹페이지 분석을 한 디자인 요소는 그래픽이미

지, 색채, 이아웃, 배경을 심으로 분석하 으며 

디자인요소 분류에 한 문헌고찰은 선행연구(홍수연, 

이 주, 진기남 2009)에서 정리한 바 있어 본 논문에

서는 간단히 표로 제시하 다.

[표 1] 디자인 요소 분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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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혼합

일러스트

심

배치
면  사용

부분 사용

기울기
無

有

표 내용

인물

동식물

정물

자연환경

인공환경

문자

기타

색채

유채

색상

Red(R)

Yellow Red(YR)

Yellow(Y)

Green Yellow(GY)

Green(G)

Blue Green(BG)

Blue(B)

Purple Blue(PB)

Purple(P)

Red Purple(RP)

Blue(B)

색조

pale(p)

light(lt)

bright(b)

light grayish(ltg)

soft(sf)

strong(s)

vivid(v)

grayish(g)

dull(d)

deep(dp)

dark grayish(dkg)

dark(dk)

무채 색조

White(W)

light Gray(ltGy)

medium Gray(mGy)

dark Gray(dkGy)

Black(Bk)

이아

웃

정형

메뉴상단

메뉴 앙

메뉴하단

메뉴좌측

메뉴우측

비정형 주이미지 혼합

배경

색채 심

단색

그라데이션

형태 심
패턴

이미지

분석 상 웹 페이지
 상  4개의 

주조색과 정보값

색채분석은 웹페이지에서 4가지의 주조색을 추출

하여 분석하 다. 주조색 추출을 해 색채분석 로

그램인  Color Synta 로그램을 사용하 고, PCCS(색

조분석)분석을 하기 해 같은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Color Syntax 로그램은 픽셀 하나하나의 특성을 

분석하여, 빈도순으로 웹페이지에서 사용된 색채를 

수치화하여 나타내며, 먼셀 색채계에서 치를 악 

할 수 있다. 이 로그램은 기존에 웹 페이지의 색채

분석을 해 웹페이지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분석하는 

방법에 비해, 분석결과를 정량화하여 결과의 정확도

를 높일 수 있으며, 오차의 한계를 일 수 있다.

이미지, 이아웃, 배경의 분석은 육안분석으로 이

루어졌다. 

 

[그림 2] Color Cyntax 로그램을 사용한 분석결과

[표 2] 웹 인터페이스 색채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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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요소 분석항목 비율(%)

이미지

표

기법

사진 24%

일러스트 62%

사진, 

일러스트 

혼합

14%

배치
면  사용 58%

부분 사용 42%

각도
무 78%

유 22%

표  

내용

인물 16%

정물 30%

동물 10%

환경(자연환

경)
16%

    

(인공환경)
14%

문자( 자, 

숫자)
4%

기타 10%

3.3 정보 데이터화 

웹페이지 분석을 해, 200개 화면에 한 디자인

요소 분석내용과 선호도 수를 기록하 다. 이 데이

터를 가지고 SPSS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선호도 수는 온라인 설문을 통한 사용자 선호도 

평균 수이며, 디자인 정보는 각 인터페이스의 디자

인 요소인 이미지, 색채, 이아웃, 배경을 육안 분석

한 자료를 가지고 0, 1로 데이터화 하 다. 

[그림 3] 웹 인터페이스 분석표 제 

4. 분석결과

4.1 그래픽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는 문자에 비해 직 이고 함축

이며, 콘텐츠의 내용을 직  달하는 경우가 많고 

체 인 내용 악을 용이하게 해 다. 

4.1.1 표 기법

선호도 높은 웹사이트에서 사진, 일러스트, 사진과 

일러스트 혼합한 표 기법의 분포는 일러스트의 표

방식이 가장 높았으며, 비율은 62%이다. 사진은 24%

이며, 콜라주 형식인 사진과 일러스트 혼합은 14%의 

낮은 비율을 보 다. 

          

[그림 4] 선호도 높은 웹 페이지  일러스트 제

  

[표 3] 그래픽이미지 선호도 분석 결과

표 기법에서 좀 더 세분화된 분석결과를 보면, 

일러스트표  기법에서 평면 일러스트가 32%의 비율

을 보 고, 3D를 포함한 입체 일러스트 표  기법도 

26%의 높은 비율을 보 다. 다음으로 높은 분포는 사

진표  방식  인 인 가공을 하지 않은 리얼 사

진이미지 표 이 18%를 차지했다. 

[그림 5] 그래픽이미지 표 기법 세분화 선호도 결과 

[그림 6]  선호도 높은 웹 페이지  평면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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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요소 분석항목 비율(%)

색채 유채 색상

Red(R) 7%

Yellow Red(YR) 11.5%

Yellow(Y) 15.5%

4.1.2 배치

그래픽 이미지를 화면에서 표 할 때 풀샷(Full 

Shot)을 이용한 형태 체  보여주느냐, 혹은 형태의 

일부분을 보여주느냐에 한 선호도의 차이는 체 

58%, 부분 42% 다. 체를 보여  때 분포가 다소 

높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4.1.3 각도

역동 으로 표 하거나 움직임을 표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각도의 기울기에 해서는 큰 선호도 차이

를 보 다. 그래픽이미지 표 에서 기울기를 주었을 

때 22%, 기울기를 주지 않았을 때 78%로 선호도 높

은 웹페이지에서 기울기를 주지 않았을 때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정보 달이 주요 목 인 웹 매체의 특

성을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정보를 찾고자 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돈

되고 차분한 이미지의 웹 페이지 선호도가 높은 것으

로 보여 진다. 

[그림 7]  선호도 높은 웹 페이지  각도 제 

4.1.4 표 내용

표 내용은 정물30%, 환경30%, 인물16%, 동물

10%, 기타10%, 문자4%이며, 정물을 표  했을 때와 

환경(자연환경 혹은 인공환경)을 표  했을 때 분포

가 가장 높았다.

      

[그림 8] 선호도 높은 웹 페이지  표 내용 제 

[그림 9] 유채색조 분석결과 그래

2.1 색채

색채 분석 결과, 선호도 높은 웹 페이지에서 체

로 밝고 부드러운 색채에 한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채의 색조는 light 28.9%, light grayish 17.1%, 

bright 17.1%, soft 14.5%로 밝고 부드러운 색조에 

한 비율이 높았다. 

선호도 높은 웹 페이지의 색채분석에서 유채와 무

채의 비율은 48%, 42%로 비슷한 비율을 보 다. 색

상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한 것은 Yellow 15.5%, 

Yellow Red 11.5%로 색상 한 밝고 부드러운 이미

지의 색상이 높은 분포를 보 다.

[표 4] 색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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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Yellow(GY)
2%

Green(G) 4%

Blue 

Green(BG)
3.5%

Blue(B) 6.5%

Purple 

Blue(PB)
4%

Purple(P) 1%

Red Purple(RP) 3%

색조

pale(p) 2.6%

light(lt) 28.9%

bright(b) 14.5%

light grayish(ltg) 17.1%

soft(sf) 14.5%

strong(s) 1.3%

vivid(v) 3.9%

grayish(g) 9.2%

dull(d) 0%

deep(dp) 5.38%

dark 

grayish(dkg)
0%

dark(dk) 2.6%

무채 색조

White(W) 66.7%

light Gray(ltGy) 4.8%

medium 

Gray(mGy)
10.7%

dark 

Gray(dkGy)
0

Black(Bk) 17%

무채색의 경우도 White 66.7%로 높은 비율을 보

고, Black17%, medium Gray 10.7%, light Gray 

4.8% 순의 비율을 보 다. White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이유 한, 밝은 색조에 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그림 10] 무채색조 분석결과 그래

[그림 11] 선호도 높은 웹 페이지  색채 제

4.3 이아웃

정형 이아웃이(메뉴상단, 앙, 하단, 좌측, 우

측) 64%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 메뉴가 

상단에 치한 이아웃이 24%로 높은 비율을 보이

고 있다. 웹에서의 이아웃은 심미 인 측면 뿐 아

니라, 정보의 달이라는 요한 목 이 작용하기 때

문으로 보여 진다.

 Jacob Nielsen(2001)에 의하면 유 들은 웹사이트

를 방문했을 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체를 한 에 

보며, 일반 으로 가장 먼  왼쪽 상단을 보는 경향

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상단에 메뉴가 있을 경우, 정

보를 찾고자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들이 쉽게 메뉴

를 찾을 수 있으며,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이유로 악 된다.

디자인 요소 분석항목 비율(%)

이

아웃

정형

(64%)

메뉴상단 24%

메뉴 앙 6%

메뉴하단 14%

메뉴좌측 16%

메뉴우측 4%

비정형

(36%)

주이미지 

메뉴혼합
36%

[표 5] 이아웃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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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요소 분석항목 비율(%)

배경

색 심
단색 72%

그러데이션 12%

형태 심

패턴 6%

실제 형태 10%

[그림 12] 선호도 높은 웹 페이지  이아웃 제

4.4 배경

박희석 등(2000)은 웹에서의 배경은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메뉴, 그래픽이미지, 본문, 타이틀 등을 표

하는데 있어 바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 다. 배경

은 이미지가 확장되어 사진이나 일러스트로 채워지기

도 하며, 패턴이나 단색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배경에

서의 사용자 선호도를 보면, 색 심 배경  단색 

배경 비율이 72%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형태 

심으로 표 된 패턴이나 실제 인 형태를 묘사한 

그래픽 이미지 배경은 비율이 각각 6%, 10%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보습득이 효과 인 디자

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복잡한 배경보다는 단순한 배

경이 정보습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게 나

온 것으로 보여 진다. 

[표 6] 배경 분석 결과

   

           

[그림 13] 선호도 높은 웹 페이지  배경 제 

5. 결론

웹 디자인은 사용자와의 커뮤니 이션이 잘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다양

한 선호도와 감성  요구가 반  되어야 한다. 

선호도 높은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그래픽이미지, 

색채, 배경, 이아웃으로 분석한 결과, 그래픽이미지 

표 기법에서는 사진, 일러스트, 사진과 일러스트 혼

합 표 에서 일러스트 표 기법의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표 내용에서는 정물과 환경을 소재로 한 것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색채는 밝고 부드러운 색채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색조(ton)의 경

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light 28.9%, light 

grayish 17.1%, bright 17.1%, soft 14.5%로 밝고 부드

러운 색조에 한 비율이 높았다.

배경은 단색 배경의 비율이 72%로 뚜렷한 선호도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자들이 정보습득

이 효과 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복잡한 배경

보다는 단순한 배경이 정보 습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 진다. 

그래픽이미지 표 에서 기울기를 주었을 때 22%, 

기울기를 주지 않았을 때 78%로 기울기를 주지 않았

을 때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다. 사

용자는 정보를 찾고자 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기울기를 주지 않은 정돈되고 차분한 이미지의 

웹 페이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한, 이아웃에서는 정형 이아웃이 64%로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형 이아웃에서 상단에 

메뉴를 치한 경우가 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한 정보 달이라는 웹의 특성을 크게 반

한 선호도 결과로 보여 진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웹에서의 디자인은 정보의 

달이라는 요한 목 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컨텐츠를 읽는데 있어 효과 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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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디자인’이 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한, 웹사이트의 인터랙션의 흥미 요소와 더불어 심

미 인 측면을 강조한 웹페이지가 많아지고 있다. 그

러나 웹 페이지 사용자 선호도 연구결과, 웹에서의 

디자인은 심미 인 측면 뿐 아니라, 정보의 달이라

는 요한 목 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콘텐츠

를 읽는데 있어 효과 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웹디자인을 할 때 이러한 을 고려하여 

디자인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사용자 만족도와 선호

도가 높은 웹사이트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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