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냉장고의 수납 편의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2017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한준수 



냉장고의 수납 편의성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지도 교수 윤 명 환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한 준 수 

한준수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 원 장 장우진      (인) 

부위원장 윤명환  (인) 

위 원 박우진    (인) 



 

 i 

초    록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겪게 되는 제품의 효용성 및 

감성에 대해 파악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용자 경험 연구, 

사용자 중심 설계는 중요성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용자가 

제품과의 상호작용 함으로써 발생되는 사용자경험은 주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목표나 과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용성과, 제품을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사용자 경험 연구는 제품의 

사용성 및 사용 감성을 구분하여 정의 및 측정하고, 측정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성 및 감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 

편의성을 도입하여 냉장고라는 제품에 대해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성을 모형화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의성 모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용자 경험 조사 

프로세스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사용 편의성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또한 도출한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용자의 

제품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함으로써 모형의 실질적인 

검증을 하였다.  

 

 

주요어 : 사용자 경험, 사용 편의성, 가전제품, 냉장고, 수납, 사용자 

모형 

학   번 : 2015-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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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란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겪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경험 전반(Arhippaninen and 

Tahti, 2003)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많은 제품이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 경험의 다양화는 제품을 설계할 때 

비단 제품의 기능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제품을 통해 겪게 되는 

경험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 경험은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Seidel et al., 2005;Hassenzahl and Tractinsky, 

2006).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설계 연구는 기능이나 성능을 결정할 때 

기능을 추가하거나, 일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이 좁은 

방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 경험 설계는 사용자가 그 기능이나 성능에서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기능이나 성능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이기호 외, 2008).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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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경험을 실제 디자인과 연관 짓는데 있어서 경험이라는 

자체가 정성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추상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맹승우, 이은종, 2008). 이에 최근 연구들은 다양한 사용자 

평가 체계 및 경험 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제품 설계에 이를 

반영하는 연구를 해왔다(이종선, 구만재, 2013; 이기호 외, 2008). 

또한 제품을 사용하면서 표출되는 인간의 감성에 관련된 

감성어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요 감성을 도출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정상훈, 이건표, 2004). 

 

 대부분의 사용자 경험 연구는 사용자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업 수행도, 사용성(usability), 혹은 사용 시 

표출되는 감성에 집중되어 있다. 제품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용이하며 좋은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단순히 수행도의 측면, 혹은 사용 감성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제품이 제공하는 사용 경험의 모든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품을 직접 사용할 때의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사용자 경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사용자가 제품 

직접 사용할 때 제품의 수행도 및 사용성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사용 감성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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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 연구를 사용자가 직접 

제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사용성과 감성요인을 

구조화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실증적인 

의미를 기대할 수 있다. 

 

1.2. 연구 목적 

제품을 사용할 때의 사용자 경험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제품과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에 

관한 수행도, 혹은 사용성 측면과,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사용 

감성으로 나눠서 바라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가 실제로 제품 

사용할 때의 사용성, 혹은 사용 감성 중 한 측면에 집중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성과 사용 감성은 동시에 생성되는 사용자 

경험의 요인이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으로 두 요소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품의 사용성 및 사용 감성을 포괄하는 

개념인 제품의 사용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가 제품을 직접 

사용할 때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사용자 편의성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법론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용 편의성 요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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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제품의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과정을 실제 제품 사례에 반영시켜 검증하고자 한다.  

 

제 2 절 배경 이론 

 

2.1. 사용자 경험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란 사용자가 제품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 속에서 겪게되는 전반적인 경험을 의미한다. 

실생활에서는 다양한 사용자, 제품 및 사용 환경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용자 경험이 발생된다(Arhippaninen and Tahti, 2003). 사용자 

개인의 가치, 감정, 기대, 경험과 신체적인 조건 등의 요인들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제품의 경우 사용성, 기능, 적응성 

등과 같은 요인이 사용자 경험 형성에 기여한다(Dewey 1980; 

Forlizzi and Ford 2000; Hiltunen et al. 2002). 

Karapanos(2009)는 사용자 경험은 제품 사용 주기에 따라 점차 

변화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고, Hassenzahl and Tractinsky 

(2006)는 사용자 경험을 사회적 배경, 자발성 등 특정 상황 속에서 

시스템의 특징과 사용자 특성에 따라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초기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분야에서 사용자 

경험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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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간의 접점이나 실용적인 측면인 사용성(usability)을 

의미하였지만, 이후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 양상이 점차 디자인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Suri and Marsh, 2000), 사용자의 감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다. 즉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가 시스템 및 제품을 

사용하면서 겪는 전반적인 경험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성 및 

느끼는 감성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용자 

경험의 범위가 보다 넓어짐에 따라   사용자 경험을 측정하는 요소 

측면에서 감정이 UX 정의에 많이 포함되는 추세이다. Roto 

(2006)는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후에 형성되는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적 판단 (Emotional Judgment)을 사용자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Desmet and Hekkert (2007)은 UX가 

제품에서의 경험을 감성들의 집합으로 정의하면서 이는 크게 미적 

경험 (Aesthetic experience), 의미의 경험(experience of 

meaning) 그리고 감정적 경험 (emotional experience)로 

구성된다고 정의한바 있다(김현진, 2012). Hekkert (2006)는 

감성공학과 유사한 개념의 제품 경험(Product experience)을 

정의하였다. 제품 경험은 기관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심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 제품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며 얻게 

되는 의미적 경험(Experience of meaning), 그리고 이 두 가지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느껴지는 감성적 경험(Emotional 

experience)을 포함한다(김현경, 2009). 

 

사용자 경험의 구체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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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용자 경험은 사용성과 비교해 단순히 

제품과의 상호작용을 넘어 사용자의 감정과 상황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용자의 

인지적인 반응은 주변의 정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감정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김현경(2009)는 이러한 사용자 경험의 구성 요소로 크게 

수행도, 감성, 사용자 가치를 제시했다. 수행도란 사용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척도이며(Hiltunen et al. 2002; Yamazaki and Furuta, 2007),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기에 기존의 

사용성 평가 방법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감성은 제품의 외관, 

서비스의 친절함 등 기능 외적인 측면에 의해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Agarwal and Meyer, 2009). 

또한 감성은 제품을 사용자가 사용하고 접했을 때 사용자가 제품에 

대하여 갖는 느낌이나 기쁨, 즐거움 등의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감성공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Desmet and 

Hekkert, 2007;8 Hassenzahl, 2002). 

 

Hassenzahl(2003)은 사용자가 제품과 상호작용할 때의 

경험을 두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분리하여 수용하는 

Hedonic/Pragmatic 모형을 제시했다. Hedonic 관점이란 제품이 

사용자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인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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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ability)와 관련된 접근 방식이며, Pragmatic(실용적) 

관점이란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지된 능력과 

관련된 관점이다.  

 

 

 

그림 1.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모델(Hassenzhal, 2003) 

 

2.2. 사용자 경험 디자인 

2.2.1 사용자 중심 디자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경험을 조사하여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 디자인 방법이 사용된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user-

centered design) 프로세스에 맞춰 진행된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 

혹은 인간 중심 디자인(human-centered design)은 디자인 과정 

전반에 걸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제약을 반영하는 디자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방법은 제품의 초기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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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사용자 조사 방법론을 활용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를 하여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인간 중심 설계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 인간중심 디자인 사이클(ISO 13407) 

ISO의 기준에 따르면 먼저 사용자 중심 설계에 대한 목적을 

수립하고 제품의 속성과 사용 맥락을 조사한 이후,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제품이나 서비스 

디자인에 반영하고 다시 이 디자인이 도출된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평가하게 된다. 제품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다시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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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Maguire(2001)가 제시한 프로세스 모델이다. 이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도 ISO와 유사한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사용자 중심 설계 프로세스(Martin Maguire, 2001) 

 이러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는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획 및 개발단계 전반에 반영하여 

사용자와 제품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 경험 및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제품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겪은 경험을 기반으로 제품의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이 연구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이다. 

다만,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용 경험을 전제로 사용성 및 사용 감성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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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대한 사용자 요구 사항을 도출하는 데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활용하였다면, 사용자가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단계에서의 사용 

편의성에 대한 사용자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제품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과정에서 이러한 목적에 맞는 절차를 정립해야 한다. 

 

2.2.2. 사용자 조사 방법론 

 제품을 사용할 때의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방법론이 수행된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사용자가 기대하는 제품과 

실제 제품의 품질, 사용성 및 특징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제품의 사용 상황 및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사용자 조사 방법 유형을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표 1. 사용자 조사 방법론 분류 

조사 유형 조사 방법론 

사용자와의 

소통 

interview 

focus group 

survey(questionnaires) 

verbal protocol 

conjoint technique 

wants & needs analysis 

card s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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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y study 

사용자 행동 

관찰 

user observation 

video ethnography 

shadowing 

user testing 

empathic design 

culture-focused research 

사용자 행동 

관찰 및 소통 

field study 

contextual design 

 

표 1은 3분류의 조사 유형에 따라 다양한 조사 방법론들을 

분류한 것이다.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방법, 사용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와의 소통과 행동 관찰을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분류하였다(Johannes Daae & Casper Boks, 

2015).  

 

2.3. 사용 편의성 

 2.3.1. 사용 편의성의 정의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구매되기 위한 제품의 조건으로는 가격, 

성능, 기능과 더불어 사용 편의성이 중시되어야 한다(한성호, 1997). 

일반적으로 사용성(usability) 평가 연구는 주로 과업(task) 수행과 

관련된 요소에 치중되어왔으나, 사용자가 제품에 대해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도록 하는 감성적인 요소가 사용 편의성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해졌다(박경수, 1997). 따라서 사용 편의성이란 제품의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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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수행도와 사용 감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3.2. 사용 편의성의 측정 

이에 따라 사용 편의성의 정의와 사용 편의성의 구성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해졌다(최명석, 1999). 

박경수(1997)는 사용 편의성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 

편의성의 요소를 표2와 같이 수행 측면과 감성 측면으로 분류해서 

정의하였다. 

 

표 2. 사용 편의성의 분류 및 정의 

구

분 

측정치 

그룹 
정의 

수

행 

작업 
작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측정치 

인터페이

스 

수행도가 인터페이스의 특성에 의해 표현되는 

측정치 

주관적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되는 측정치 

생리적 
사용자의 생리학적 변화의 분석에 의해 

파악되는 측정치 

감

성 

서술적 

사용자와 평가자가 제품의 외관이나 작동에 

의해 생각되는 의견, 제안 등을 특정한 값으로 

제시하는 측정치 

정신신체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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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량적인 척도(scale)로 표현한 측정치 

정신생리

적 

사용자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척도로써 생체 

전기 신호나 눈의 움직임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측정치 

 

사용 편의성 측정치 중 수행도와 관련된 측정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인터페이스 혹은 작업에 대해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한 것으로써 작업, 인터페이스, 주관적 그리고 

생리적인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수행도 측정치 중 작업(task)와 

관련된 측정치는 작업의 완료 시간(completion time), 에러 지속 

시간(time spent in errors) 등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치이다. 인터페이스(interface) 그룹의 대표적인 측정치는 

시스템의 응답 시간, 모드 변경 등 사용자의 수행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표현되는 측정치이며, 주관적(subjective) 그룹은 순위, 

주관적 성능 평가 등 사용자의 주관에 의해 평가되는 측정치이다. 

또한 근전도 검사(electromyography), 수면 

뇌파(electroencephalogram) 등 사용자의 심리 상태에 따른 

생리학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생리적 그룹이 있다.  

 편의성 측정치 중 감성에 해당하는 측정치는 서술적(descriptive), 

정신신체적(psychophysical), 정신생리적(Psychophysiological)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감성 구성요소를 정량화 할 

수 있는 측정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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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품의 편의성 모형 구축 

 

3.1. 사례 연구 

가전제품의 설계 및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느끼는 사용 

편의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이를 구조화한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장혜진(2012)는 온라인 사이트의 사용자 후기 분석을 

통해 생활가전제품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최민숙(2011)은 김치냉장고 사용자의 사용 패턴 및 선호 음식 

유형을 블로그 후기를 사용해 조사하여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제품 콘셉트를 제안하였다. 최현, 

박민용(2002)은 백색 생활가전제품인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대상으로 감성 어휘를 수집하고 이를 그룹핑하여 형태감, 볼륨감과 

같은 감성 만족도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제품의 속성과 

연관지어 각 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계지침을 조합하여 각 

감성에 맞는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진(2010)은 냉장고의 

조명, 재질 등 내부 디자인 요소에 따른 공간 감성을 감성 어휘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설계 대안들에 대한 공간감을 평가하여 공간 

감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소의 설계 수준을 제안하였다.  

이인석(2007)은 김치냉장고를 사용 할 때의 자세, 신체 통증과 

같은 물리적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문제점과 불편도 실태를 

조사하여 물리적 사용성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고, 조경철(2009)은 



 

 15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관점에서 전 연령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냉장고의 사용성 불편지수를 조사하여 제품 개발 

시 사용성 조사 방식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석근준(2002)은 

냉장고를 사용할 때의 사용동작 및 사용행위를 분석하여 사용자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해 냉장고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콘셉트를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제품의 사용성 및 사용 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조사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집하여 사용자의 제품 사용 

편의성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편의성 

평가를 진행하여 도출된 모형을 검증한다. 연구의 대상은 가전제품 

중에서 다양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냉장고를 선택하였다. 

 

본래 냉장고는 음식 저장 및 식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개발된 

제품으로써 국내에서 1965년 처음 출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생산성과 기능 위주의 발전이 주를 이루었다. 초기에는 1문형이으나 

이후 2문형과 3문형으로 발전되었고, 대표적인 가전제품으로 

자리잡으며 백색가전의 시대를 열었다. 1980년대 이후 산업의 

성장으로 냉장고가 보편화되고 주거공간 또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냉장고의 크기와 구조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경제 발전에 힘입어 

주방이 넓어지고 저장하는 음식이 많아지면서 냉각 기능과 더불어 

냉장고의 용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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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의 경우에도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냉각 기술과 최대 용량 

개발에 매진해왔다(박병진, 1999).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넓고 큰 

냉장고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속되고 있다(김진, 2010). 냉장고 용량의 증대로 인해 가용 

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냉장고 구조 또한 다양화되었다. 국내에는 

현재 냉장실과 냉동실이 좌우로 수평 분리가 되어있는 양문형 

냉장고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가정용 

냉장고 모델 중 가장 대용량으로 T-type으로 불리는 4문형 

냉장고가 개발됨으로써 사용 경험이 확대되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이수현, 2012). 

하지만 냉장고의 최대 용량은 최근 주방 공간의 한계로 인해 

개발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제한된 공간 안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음식 및 물품을 보관하고 수납 할 수 

있는 편의성이 중요해졌다 

 

표 3. 국내 가전 3사의 냉장고 발전 과정(박병진, 1999) 

연도 LG Samsung Daewoo 

1965  직냉식 1Door      

1971     
직냉식 1Door  

국산개발 

1973 
직냉식 2Door  

개발 
1 Door  조립개발   

1974 801 급 소형개발     

1975  
간냉식 2Door  

개발 
냉수기 부착   

1976  빌트인 유형 개발   
직냉식 2Door  

개발 
1977  Cold fan 적용   Cold fan 적용 

1978    Cold fan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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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승압 및 겸용화 
Micom 냉장고 

개발 
    

1980  한국형 냉장고 개발 승압 및 겸용화 승압 및 겸용화 

1981  
상하식 3Door  

개발 

상하식 3Door 
개발 

절전 표시 실시 

절전표시 실시 
clear back 적용 

1982  
fine back 적용 
전천후 기능 적용 

clear back 적용 
다목적 기능 적용 

  

1983  free Door    Micom 화 

1985  
Chilled 

room(싱싱고) 
냉장형 개발 

Chilled 
room(특선실) 
냉장형 개발 

Chilled 
room(맛냉실) 
냉장형 개발 

1986  싱싱고 독립형 개발   
직냉식 1Door 

국산개발 

1987  
야채실 개선 
Round Door  
model 개발 

야채실 개선 
(야채 특선실) 
특선실 독립형 

개발 

  

1988  
국내 최대 용량 

개발 
(600L) 

  
맛냉실 독립형 

개발 

1989  
국내 최대 용량 

개발 
(700L) 

직냉실 Mini 2Door 
개발 

간냉식 model 개발 

1990  칸칸 균일냉각 개발 
Bio(원적외선) 
냉장고 개발 

VCM model 개발 

1991  
광적외선 냉장고 

개발 

Bio(원적외선) 
냉장고 개발 

국내 최대 용량 
개발 

Fuzzy 냉장고 개발 

1992  
CA 냉장고 개발 
자동 쟁빙기 적용 

국내 최대 용량 
개발 

  

1993  
김치통 냉장고 개발 
600L 6Door 개발 

150L 김치냉장고 
개발 

500L 냉장고 개발 
신선자기판 적용 

냉장고 

1994  
뉴김장독, 별미, 

신세대 
냉장고 

회전냉각 Tank 입채 

1995  6 각수, 670L   
Tank 입체,  
물 디스펜서 

1996  
TCC, GA, 
물디스펜서 

독립냉각, 수직 
Pocket 

Tank II 

 

본 연구는 냉장고를 사용할 때의 사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조화 하여 이를 검증하여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냉장고의 물리적 설계 요소에 대한 적합성 

및 안정성과 같은 수행과 관련된 요소와 재질이나 조명에 따른 

조화성과 같은 감성과 관련된 요소를 포괄하는 사용 경험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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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으로 정의한다. 특히, 냉장고의 주요 사용 목적인 음식 및 

물품의 수납할 때의 사용 편의성을 수납 편의성이라 정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조화 하여 수납 편의성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한다. 

 

전반적인 연구의 개요는 그림4 와 같다. 첫 번째로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냉장고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여 설계 

변수를 조사한다. 가정에서 냉장고에 음식 및 물품을 수납할 때 

수납 공간의 단위(unit)가 되는 세부 공간을 분류하고 각 세부 

공간의 특성을 분류하여 구조화한다. 두 번째는 냉장고의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2단계에 걸쳐서 수집한다. 

기존 연구 및 문헌 조사를 통해 1단계에서는 냉장고의 수행도, 

사용성 및 사용 시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수집한다. 

2단계에서는 다양한 사용자 조사 프로세스를 도입해 실제 냉장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수납 편의성 영향 요소를 

수집한다. 수집한 수납 편의성 요소들을 정리하여 사용자가 

냉장고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지하는 수납 편의성 가설 모형을 

구축한다. 세 번째로는 도출된 수납 편의성 가설 모형을 바탕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여 냉장고 샘플을 대상으로 수납 편의성 평가를 

진행하고, 제시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편의성 

요소와 설계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를 파악하고 수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지침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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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 프로세스 

3.2. 제품 특성 분석 

냉장고를 사용할 때, 즉 냉장고 내부 공간에 음식 및 물품을 

수납할 때에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를 파악하기 위해 

수납 공간의 단위가 되는 세부 공간을 분류하고 각 세부 공간의 

특성을 분류하여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냉장고의 

구조를 크게 냉장실과 냉동실로 구분하고, 구성요소를 선반, 서랍 

도어가드로 분류하였으며 각 구성요소의 크기 및 모양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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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특징을 정리하였다. 

 

표 4. 냉장고 구성요소(냉장실) 

대분류 소분류 구성요소 

냉장실 

냉장실 

전체 

가로 폭 

세로 높이 

깊이 

부피(L) 

선반 

가로 폭 

깊이 

조절 할 수 있는 간격 

개수 

선반 트림 
두께 

깊이 

슬라이딩 

선반 

앞으로 당길 수 있는 정도 

뒤 쪽 턱의 높이 

서랍 

가로 폭 

세로 높이 

깊이 

열리는 정도 

개수 

도어가드 

가로 폭 

깊이 

높이 

기본 세팅된 간격 

개수 

모양 

칸막이 형태 

 

 

표 5. 냉장고 구성요소(냉동실) 

대분류 소분류 구성요소 

냉동실 
냉동실 

전체 

가로 폭 

세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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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부피(L) 

선반 

가로 폭 

깊이 

세로 높이 

기본 세팅된 간격 

뒤 쪽 턱의 높이 

서랍 

가로 폭 

깊이 

세로 높이 

열리는 정도 

부피(L) 

개수 

도어가드 

가로 폭 

깊이 

높이 

기본 세팅된 간격 

개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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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냉장고 내부 공간 

 

3.3. 편의성 모형 도출 

 

3.3.1. 문헌 조사 

본 연구에서 정의한 수납 편의성이란 사용자가 수납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사용자 경험 중 수납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한 수납 제품의 사용성(usability)과, 내부 공간이나 조작을 할 

때 느껴지는 제품의 사용 감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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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지하는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정리하여 사용자가 수납 제품을 사용할 때 인지하게 

되는 수납 편의성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주거공간 전반의 수납 공간 및 수납 제품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존의 냉장고를 포함하는 수납용 가전 제품의 

사용성, 수행도, 사용 시 감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총 20개의 문헌이 수집되었다. 

 

Han(2011)은 가정용 냉장고의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하여 

식생활에 맞는 냉장고의 이용습관을 연구하고 내부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경철(2009)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관점에서 냉장고의 사용성 조사를 위한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냉장고 내부의 음식 수납 레이아웃과 사용자의 냉장고 

사용 행위 및 자세, 작업 영역 등을 고려하여 냉장고의 사용성 

요소를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수현(2012)는 1인 가구의 주거 사용 실태 및 특성에 주목하여 

유동적인 가구의 생활 구조에 맞는 냉장고 디자인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진(2010)은 냉장고 내부의 공간감 인지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자 실험을 통해 조명, 재질 등 냉장고 내부 

디자인 요소에 따른 공간 감성을 파악하고 감성 어휘를 추출하여 

사용 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인석(2007)은 김치냉장고의 사용성 만족도 조사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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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납할 때 자세, 부하 등 작업역학적인 불편함을 분석하여 

설계 대안에 따른 사용성을 분석하였다. 박병진(1999)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냉장고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냉장고의 작업 

범위, 수동 조작으로 인한 견고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대안에 관한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석근준(2002)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냉장고 사용 행동을 분석하여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박종덕(2005)는 빌트인 가전 제품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주방 공간의 구성 및 규격에 따른 

김치냉장고의 디자인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다. 최현(2002)은 소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이팅(rating)평가를 통해 냉장고와 관련된 

감성 어휘를 도출하고 이를 그룹핑하여 감성만족도 요소로 

분류하였다. 또한 감성만족도와 제품 설계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감성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분산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변재형(2001)은 냉장고와 관련된 사용자의 사용 행태 이해를 위해 

비디오 촬영을 통해 디자인 문제 요소를 추출하여 식생활 문화에 

적합상 냉장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정영염(2011)은 

냉장고 및 제조 업체의 발전 동향 연구와 시장조사를 통해서 

냉장고 보관 공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학송(2012)은 

가정에서의 사용자의 냉장고 사용 실태를 비디오 촬영법과 

설문조사를 통해 관찰하여 수납 공간의 활용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헌 조사 결과 수납 제품의 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표6와 같이 크게 11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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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헌 조사 결과 

편의성 요소 참고문헌 

용량 및 크기 
(Han, 2011; 이인석, 2007; 정영염, 2011; 양학송, 

2012; 권민경, 1994; 노현선, 1990; 김재헌, 2011) 

재질 
(Han, 2011; 최현, 2002; 김진, 2009; 정영염, 

2011) 

색상 
(Han, 2011; 최현, 2002; 정영염, 2011; 권민경, 

1994; 박혜숙, 2010) 

조명 
(김진, 2009; 신경주, 2004; 박혜숙, 2010; 송윤섭, 

2013) 

작업 자세 
(이인석, 2007; 석근준, 2002; 변재형, 2001; 

오은하, 2004; 조경철, 2009) 

조작성 
(이인석, 2007; 김수용, 2013; 조경철, 2009; 

신경주, 2004) 

구조 및 배치 

(Han, 2011, 이수현, 2012; 박병진, 1999; 최현, 

2002; 김진, 2009; 변재형, 2001; 박혜숙, 2010; 

김선중, 2010; 노현선, 1990; 조경철, 2009; 권오정, 

2010; 김재헌, 2011; 송윤섭, 2013; 이슬, 2015; 

엄상욱, 2008) 

특화 공간 
(최민숙, 2011; 석근준, 2002; 정영염, 2011; 

오은하, 2004; 양학송, 2012; 권민경, 1994) 

수납 용기 및 

물품 

(이인석, 2007; 박병진, 1999; 이인식, 2007; 

최민숙, 2011; 변재형, 2001; 김선중, 2010; 김재헌, 

2011; 이슬, 2015) 

가시성 및 

접근성 

(박병진, 1999; 김수용, 2013; 석근준, 2002; 

정영염, 2011; 조경철, 2009) 

구획 및 

파티션 
(양학송, 2012; 엄상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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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납 제품의 용량 및 깊이, 폭, 높이 등 크기와 관련된 

요인들이 주요한 수납 편의성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공간의 

대형화, 고급화(김선중, 2009)로 인해 더 큰 가구 및 수납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 

제품을 재 구매할 경우 현재보다 더 큰 용량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약 63%로(이인석, 2007) 물품을 수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크기와 용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수납 제품 및 가구의 외관과 관련된 요인으로 

재질과 색상이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수집되었다. 

전통적으로 가전제품의 경우 색상은 흰색인 제품이 많아 

‘백색생활가전’이라 명명해왔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외관 색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Han, 2011). 수납 제품의 색상과 더불어 제품의 재질 또한 

제품의 발전에 따라 다양화되어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수납 제품의 조명은 물리적인 공간 자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시각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김진, 2009)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수납 제품을 사용할 때의 작업 자세가 주요 편의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자 관점에서 정의된 수납 제품 

구성요소의 용도가 실제 사용자의 사용행태와 맞지 않을 경우 

신체에 부담이 가며(변재형, 2001) 사용성의 저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편의성과 관련이 깊은 요인으로 

수집되었다. 작업 자세와 관련이 깊은 편의성 요소로 수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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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의 조작성이 도출되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납 제품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올려놓는 선반과 상자형 서랍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구성요소들의 간격을 조절하거나 꺼내는 등의 

조작의 편리성, 적합성 등은 작업 자세 및 제품의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해당된다. 수납 

제품의 구조 및 배치는 가장 많은 문헌에서 수납 제품의 편의성 

요인으로 수집되었다. 제품 내부 수납 공간의 구조는 수납을 위한 

행동 및 자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편의성에 영향이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납 물품들을 보관하는 상황에서 

서로 구별이 필요하며 이용도가 상이한 구성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냉장고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정 

보관 온도에 따른 기능적인 분리를 통해 식품 보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이수현, 2012), 구성에 따른 보관 위치에 따라 수납 혹은 

출납 시 작업 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납 제품의 설계와 

관련된 요인과 더불어 수납하는 물품 또한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수납 제품의 구조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수납 물품도 종류와 사용 빈도, 형태에 따라 수납하는 

위치와 방법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조작 및 출납 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어서 수납 공간 내부의 

가시성과 접근성이 주요한 수납 편의성 요소로 도출되었다. 

가정에서의 수납용 제품 중 특히 가전제품은 그 크기와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보관하는 물품이 많아져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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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꺼내기 어렵다는(김진, 2010) 사용자 의견이 수집되었다. 

따라서 수납 공간 내부의 보관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 및 

물품을 넣고 꺼낼 때의 용이성과 관련한 접근성을 수납 편의성을 

정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도출된 수납 편의성 요소는 구획 및 파티션이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가정용 수납 제품의 용량 증가는 한계에 부딪혀 제한된 

공간에서 수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물품과 기호에 따라 수납 공간을 분할하고 구분하는 구획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3.2.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사용자가 냉장고를 사용할 때 편의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요구사항과, 매장이나 가정에서 물품 및 음식을 수납하거나 냉장고 

내부 구성요소를 조작하는 등의 사용 행태로부터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수납 편의성 요소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판매자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들의 냉장고 구성요소 조작 및 사용 행태를 파악하고 

구매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한다. 이어서 주요 사용자 

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실생활 사용 사진 및 수납에 

대한 사항들을 수집한다. 

 

3.3.2.1. 판매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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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인터뷰를 통해 제품 탐색 및 구매 단계에서 매장에서의 

소비자의 행태와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접했을 때 기본적인 기능을 

확인해보는 행태 및 조작, 주요하게 살펴보는 요소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수납 편의성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판매자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판매자 인터뷰는 복합 가전 매장 2곳과 

브랜드 생활가전제품 전문매장 4곳을 대상으로 판매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판매자 인터뷰 항목은 표 7과 같다. 

 

표 7. 판매자 인터뷰 항목 

분류 판매자 인터뷰 항목 

판매 영향 

요소 

브랜드, 가격, 에너지 효율 제외 시 판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main sales point) 

매장에서 사용자들이 찾는 냉장고 및 잘 팔리는 

냉장고(일반적인 선호 현황) 

일반적인 향후 개선사항 

선호 기능 및 

모델 

모델별 선호 현황 

모델 별 향후 개선 사항(소비자 불만사항(voc) 

포함) 

수납 기능에 대한 호응도 

매장에서의 

소비자  

유형 및 행동 

매장 방문 소비자 유형 및 특징 

매장에서의 소비자 행동 

 

 판매자 인터뷰 결과 사용자들은 냉장 칸이 한눈에 보이며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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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는 상냉장 하냉동 유형, 즉 4문형 또는 T-type을 

양문형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브랜드 및 가격, 에너지 

효율 등 물품의 수납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용량이 

크고 공간감이 넓게 느껴질수록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4문형 

냉장고가 양문형에 비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6. 양문형 냉장고(좌) 및 4문형 냉장고(우) 

 

매장에서의 냉장고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표 8과 같이 

크게 공간감, 자유도, 구획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공간감에 큰 

영향을 주는 냉장고의 구성요소는 도어를 제외한 고내 공간, 특히 

상 냉장실이었으며, 같은 용량 조건이라도 내부 조명 상태 및 

재질에 따라 선호도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냉장고의 

구성요소의 자유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직접 선반과 서랍의 조작이 용이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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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고 했다.  

선반과 서랍 외에도 도어의 칸막이, 모델 별 특화 수납 공간 등 

움직일 수 있는 구성요소의 조작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델 별로 특화된 수납 공간의 경우 선호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옵션화를 통한 자유도 확보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냉장고 내부 공간을 제외한 도어의 수납공간, 

즉 도어가드는 보다 세분화된 구획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냉장고 도어는 냉장고를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구성요소로서 도어를 열 때 수납 물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어가드에는 음료 및 병류와 더불어 화장품이나 

자녀들의 먹거리 등 작은 물품을 많이 수납하기 때문에 수납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보다 세밀하게 구획 된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판매자 인터뷰 결과 

요구사항 특성 

공간감 

- 냉장고 용량이 클수록 선호경향을 보임 

- 도어를 제외한 고내 공간은 넓은 모델을 선호함 

- 같은 용량의 모델도 조명과 색상에 따라 선호도가 

다름 

자유도 

- 선반과 서랍의 이동이 용이한 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음 

- 칸막이 등 움직이는 구성요소의 조작감을 중요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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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모델 별 특화된 수납기능의 옵션화를 원함 

구획성 

- 도어 수납공간의 세분화된 구획을 중요시함 

- 화장품, 자녀 먹거리 등 작은 물품 수납을 위한 

공간 필요도가 높음 

 

 

3.3.2.2. 사용자 설문 및 인터뷰 

제품 탐색 및 구매 단계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선호도와 

더불어 사용자가 실제 냉장고를 사용할 때의 사용행태와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냉장고의 주 사용자인 주부 계층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0세 이상 60세 이하 주부 26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의 장단점 및 공간별 수납 용품, 수납 방식에 대한 

문항과 원하는 냉장고에 대한 요구사항을 서술하는 설문을 

1차적으로 진행하였고, 이후에는 실험실에 배치되어있는 냉장고를 

자유롭게 살펴보면서 수납 편의성과 조작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9. 사용자 인터뷰 항목 

구분 인터뷰 항목 

선호 냉장고 타입 선호하는 냉장고 타입 및 이유 

수납 불편 사항 냉장고에 물품 수납 시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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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공간 활용도 

냉장실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치 

냉동실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치 

냉장고에서 공간 활용도가 높은 위치 

도어 공간 활용도 
도어 수납 물품 

도어 활용 방법 

희망 냉장고 디자인 
원하는 냉장고 디자인(서술) 

원하는 냉장고 디자인(그리기) 

구매 영향 요인 
구매 시 냉장고 조작 

냉장고 비교 기준(가격 외) 

 

3.3.2.2. 사용 사진 수집 

사용자들이 실제 가정에서 냉장고를 사용할 때, 구성 요소 별 

수납 형태 및 활용도와 수납 품목을 파악하기 위해 냉장고 사용 

사진을 수집하였다. 사진 수집은 인터뷰 및 설문이 끝난 후 2주간 

진행되었으며 장을 보거나 음식을 소비하는 등의 보관 물품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사진을 촬영하고 변화된 수납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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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용자 사진 수집 예시 

3.3.2.4. 웹 설문 

인터뷰 및 설문, 사진 수집이 종료 된 후 웹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웹 설문은 보다 세부적인 식품 구매 사항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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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과, 냉장고 내 공간의 위치에 따른 

활용도와 불편 사항, 이후 구매에 미치는 수납 관련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3.3.3. 수납 편의성 모형 도출 

 사용자 인터뷰, 사진 수집 및 웹 설문을 통해 사용자가 냉장고를 

사용할 때의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수집하였다. 우선적으로 냉장고 내부의 구성요소의 비율과 관련한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표 10. 수납 편의성 요인  

요구사항 수납 편의성 요인 

조작 및 접근성 

선반의 조작 

서랍의 열림 

도어가드 안쪽 접근성 

구성 비율 

서랍과 선반의 구성 비율 

선반 간격 

도어가드와 선반의 구성 비율 

도어가드와 서랍의 구성 비율 

도어가드 안정성 

도어가드의 높이 

도어가드의 모양 

도어가드 칸막이의 형태 

구획 정도 
도어가드의 구획 

서랍의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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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공간 육류 보관 장소 

  

 상단의 냉장실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선반의 경우, 선반 

간의 간격이 수납 편의성에 유의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용자의 냉장고 사용 사진 수집 결과 솥이나 수박같이 부피가 큰 

음식이나 수납 용품을 보관할 때 선반의 간격에 따라 수납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반 간의 간격이 수납 편의성에 유의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어서 선반, 서랍, 도어가드 등 

대표적 내부 공간 간의 구성 비율이 수납 편의성 요소 후보로 

조사되었다. 선반과 서랍은 도어를 제외한 냉장고 내 공간을 

양분하는 대표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어가드는 냉장고의 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수납 공간이라고 인식되었지만 냉장고의 전체 깊이를 선반 및 

서랍과 나누어 구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간의 비율이 

설계 및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됐다. 즉 

도어가드의 깊이는 선반 및 서랍의 깊이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의 적합성을 수납 편의성 요소 후보로 채택하였다. 또한 

냉장고 구성요소의 조작과 접근성과 관련한 항목이 편의성 요소 

후보로 도출되었다. 사용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냉장고와 

상호작용하는 선반의 조절과 서랍의 열림의 적합성을 주요 

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도어가드 안쪽의 물품을 

확인하고 출납하는 작업의 적합성인 접근성 또한 편의성 요소로 

선택하였다. 이어서 도어가드 수납 방식의 특성에 따른 불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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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용자 불만사항으로 수집됨에 따라 도어가드의 안정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편의성 요소로 도출되었다. 수납 물품을 지탱할 수 

있는 도어가드의 높이, 수납 공간의 활용도와 관련된 도어가드의 

모양, 그리고 도어가드 수납 물품을 지지하는 칸막이의 형태에 따른 

안정성을 편의성 요인으로 선별하였다.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결과 

선반을 제외한 서랍 및 도어가드의 경우 세분화된 구획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수 수집되었다. 따라서 서랍과 도어가드의 구획의 

적합성을 편의성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를 

통해 냉장고 보관 식품 중 특히 육류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고 섭취하는 

식품으로써 냉장실 및 냉동실에 동시에 보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조리 후 남은 육류를 비닐봉지와 같은 수납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고 추후 조리 준비 시에 냉장실에 옮겨서 

해동시키는 생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용자 인터뷰 

결과 냉동보관 된 육류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다른 수납 

물품들과 겹쳐서 보관되기 때문에 수납 공간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해동 시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다수 

수집되었다. 이에 따라 냉장실과 냉동실 각각의 육류 보관의 

적합성에 관련한 항목 또한 수납 편의성의 요인으로 추가하였다. 

 

문헌 조사, 사용자 및 판매자 인터뷰, 사용자 사진 수집과 

설문을 통해 사용자가 냉장고를 사용하며 물품을 수납할 때 

인지하는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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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도출한 수납 편의성 요인들은 그림 9와 같이 냉장고 

공간 전반에 대한 요인들, 냉장실과 냉동실의 구성요소의 형태에 

관한 요인, 냉장고 구성요소간의 비율과 관련된 요인, 그리고 

구획과 관련된 요인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8. 수납 편의성 모형 

냉장고 전반에 관련한 편의성 요소로는 용량감, 투명도, 그리고 

재질의 조화성을 선별하였다. 이어서 냉장실과 냉동실의 구성요소인 

선반, 서랍, 도어가드의 형태는 세부 요인으로 간격, 깊이, 높이, 

조작 및 접근성과 같은 요인들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냉장고 구성 공간 및 요소간의 비율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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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실과 냉동실의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서랍, 선반, 도어가드간의 

공간 분할 비율에 대한 적합성에 관한 요인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획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던 서랍 및 도어가드의 

구획 정도에 관련한 요인과, 육류 보관 장소 제공의 적합성을 

특화된 구획 요인으로 구조화하여 추가하였다.  

 

제 4 절 편의성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실제로 냉장고를 사용할 때 느끼는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 문헌조사 및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방법론을 사용하여 도출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사용자가 인지하는 수납 편의성에 대한 가설 모형을 구축하였다. 

도출한 수납 편의성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납 편의성 

평가 실험을 계획하였다.  

 

4.1. 수납 편의성 평가 

 수납 편의성 평가 실험은 가설로 제시한 수납 편의성 요인이 

얼마나 실제 사용자가 수납 편의성을 인지하는 모형과 유사한 지, 

즉 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용자가 실제 

냉장고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평가 실험의 전반적인 

개요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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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목적: 수납 편의성 모형 유효성 검증  

 실험 샘플: 국내 가정용 냉장고 7종 

 피실험자 : 30세 이상 주부 51명 

 실험 방식: 3~5명이 그룹으로 진행, 약 3시간 소요 

 

 평가 실험은 그림 9와 같이 먼저 실험 목적과 순서에 대한 개요 

후 냉장고 구성요소 및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기본적인 

냉장고의 수납 공간에 대한 명칭을 소개하고 조작 방식과 구성 

요소간의 공간 분할의 원리와 한계 등 평가에 필요한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다음으로 음식물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1차적으로 

공간감과 투명도, 재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음식과 물품을 

수납한 이후 2차적으로 직접 냉장고를 사용하고 물품을 수납해보며 

수납 편의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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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검증 평가 프로세스 

평가에 사용된 냉장고는 총 7대로 모두 국내 가전제품 

제조사의 가정용 냉장고를 샘플로 선정하였다. 7개의 샘플의 구성은 

그림 10과 같으며 중 4문형은 5개, 양문형은 2개로 이루어져있다. 

평가에 사용된 냉장고는 총 7대로 모두 국내 가전제품 제조사의 

가정용 냉장고를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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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평가 샘플 정보 및 배치 

수납 편의성 평가에서는 앞서 도출한 수납 편의성 가설 

모형에서 도출된 수납 편의성 요소에 대한 문항을 바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그림? 와 같이 7점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을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4점)’, ‘매우 그렇다(7점)’을 기준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샘플 냉장고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 전반적인 

냉장고의 수납 편의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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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설문 평가 예시(7점 척도) 

1차적으로 냉장고 내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평가가 끝난 

이후에 실험 진행자가 모든 냉장고 샘플에 음식과 보관용기 등 

물품을 동일하게 채워 넣었다. 수납 품목은 사용자 요구사항 

단계에서 사용자 냉장고 사진 수집으로부터 얻은 사진을 분석하여 

일반적이고 대표적으로 수납하는 물품들로 구성하였다. 냉장실의 

경우 선반에는 락앤락, 김치통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단단한 수납 

용기를 겹쳐서 배치하였다. 또한 서랍에는 일반적으로 야채와 

과일을 수납한다는 사용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닐 포장이 

되어있는 야채류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수납하였다. 도어가드에는 

주로 음료를 수납하였는데, 캔류, 여러 용량의 페트병, 유리 병 등 

다양한 재질과 크기의 용기를 수납하였다. 이후 평가 실험에서 

지시할 도어가드 안쪽 물품 접근 과업 수행을 위하여 도어가드 

앞쪽과 안쪽의 높이가 일정하게 되지 않도록 물품과 음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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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시켜 배치하였다. 냉동실의 경우에 비닐봉지에 개별 포장한 

물품들과 육류 및 생선을 주로 보관한다는 사용자 조사 결과에 

따라 밀가루 반죽을 비닐 봉지에 담아 얼려서 보관하였다.  주로 

도어가드에 비닐 봉지들을 겹쳐서 높이 쌓아 올려서 배치하였고, 

추가적으로 플라스틱 수납 용기들을 수납하였다. 육류와 생선의 

경우 스티로폼 그릇에 담아 비닐 랩을 씌워서 선반에 보관하였다. 

냉동실 서랍에는 냉동식품과 얼음 팩 등 비교적 무거운 물품들을 

보관하였다. 

 

표11. 수납 편의성 평가 설문 항목 

구분 설문항목 

전반적 

내부 용량감 

내부 투명도 

재질 조화성 

냉장실 

선반 간격의 적합성 

선반 깊이의 적합성 

선반 높이의 적절성 

선반 조절의 적합성 

서랍 깊이의 적합성 

서랍 높이의 적합성 

서랍 열리는 정도의 적합성 

도어가드 깊이의 적절성 

도어가드 높이의 안정성 

도어가드 칸막이의 안정성 

도어가드 안쪽의 접근성 

도어가드 모양의 적합성 



 

 45 

냉동실 

선반 간격의 적합성 

선반 깊이의 적합성 

선반 높이의 적절성 

선반 조절의 적합성 

서랍 깊이의 적합성 

서랍 높이의 적합성 

서랍 열리는 정도의 적합성 

도어가드 깊이의 적절성 

도어가드 높이의 안정성 

도어가드 칸막이의 안정성 

도어가드 안쪽의 접근성 

도어가드 모양의 적합성 

구성 비율 

냉장실과 냉동실의 비율 적합성 

선반과 도어가드의 비율 적합성 

선반과 서랍의 비율 적합성 

서랍과 도어가드의 비율 적합성 

특화 구획 

서랍의 구획 필요 정도 

도어가드의 구획 필요 정도 

육류 보관 공간의 적합성 

 

 

4.2.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제품의 사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하여 인지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프로세스는 목표 가치와 연관된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설계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품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Koli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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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인지 혹은 감성의 모델링에 사용되는 수리적인 

기법들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 기법은 

변수 간의 선형 결합을 전제로 한 기법으로, 다항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 

적응력을 극대화한 기법이 있다. 신경망기법(Kolich, 2004), 

퍼지추론모델, 신경망-퍼지네트워크, 베이지안 모델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세 번째로 데이터집합을 분할함으로써 군집화하는 기법, 

군집분석과 Decision Tree 기법이 있다(Breiman et al., 1984).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의 선형 결합을 전제로 한 회귀 분석을 

통해 수납 편의성 모형을 구축한다. 회귀분석 기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가 이해하기 쉬우며,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다 (Nagamachi et al., 1988; Nagamachi, 1991;Jindo et al., 

1991; Nakata et al., 1994; Jindo et al., 1995). 

 

냉장고의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통해 수납 

편의성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차적으로 전체 수납 편의성 요소 중 평가에 사용되었던 냉장고 

샘플 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요소를 일원 배치 분산 

분석(ANOVA)를 통해 제거하였다. 다음으로는 샘플 별로 유의한 

수납 편의성 요소들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상관 관계가 

높은 요인끼리 그룹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분석 결과로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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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 점수를 사용해 

다시 회귀 분석을 하여 회귀식을 도출하고, 앞서 제시한 수납 

편의성 가설 모형을 검증한다. 

 

수납 편의성 평가 결과 각 편의성 요소에 대하여 냉장고 샘플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 배치 분산 

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래 표 12와 같이 총 

4개의 수납 편의성 요소가 냉장고 샘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12. 설문 항목의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df 평균 제곱 거짓 유의확률 

냉장고 

재질 

조화성 

집단-간 137.217 6 22.869 1.515 .172 

집단-내 5599.759 371 15.094     

합계 5736.976 377       

냉장실과 

냉동실의 

비율 

적합성 

집단-간 19.026 6 3.171 .592 .736 

집단-내 1985.907 371 5.353     

합계 2004.934 377 
      

냉장실 

도어가드 

칸막이 

안정성 

집단-간 128.889 6 21.481 .676 .670 

집단-내 11797.704 371 31.800     

합계 11926.593 377 
      

냉동실 집단-간 91.407 6 15.235 .925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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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깊이 

적합성 

집단-내 6111.907 371 16.474     

합계 6203.315 377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를 통해 냉장실과 냉동실의 비율에 대한 

의견 및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지만, 수납 편의성 평가 결과 냉장실과 

냉동실 비율이 샘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평가에 사용되었던 샘플들이 대부분 비슷한 냉장실과 

냉동실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요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냉장고 내부 재질 또한 샘플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실은 도어가드의 칸막이 

안정성 요인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냉동실의 경우에는 서랍 깊이의 

적합성이 샘플 별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관 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개의 그룹으로 묶기 

위해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분석은 일원 배치 분산 

분석(ANOVA) 결과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검출된 4개의 변수를 

제외한 변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데이터의 총 

분산을 이용하며 널리 이용되는 주성분 분석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 수납 편의성 변수가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공통성(communality)은 모든 변수에서 0.5 

이상으로 요인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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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의 선행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된 

문항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 변수간의 편상관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KMO(Keiser-Meyer-Olkin)의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sphericity)을 사용한다. KMO 검정은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와 케이스의 수가 적절한 지를 검정하는 것으로써 

이 값이 0.8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을 할 때 상관계수의 행렬이 

대각행렬인 지를 검정하는 것으로 검정의 p-value가 0.05보다 

작을 경우 대각행렬이 아닌 것으로, 즉 변수간의 상관 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KMO 및 Bartlett의 검정 결과는 표 13과 같다. KMO측도가 

0.886으로 0.8 이상이며 Bartlett 검정의 유의확률이 0으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추출 방법은 

주축요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베리맥스(Verimax) 회전방법으로 6회 반복 회전을 통해 

분석하였다. 요인 추출 결과 얻어진 회전된 성분행렬은 표?와 같다. 

요인 적재값이 0.5 이상인 요인들만 표시하였으며 총 6개의 

성분으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3. KMO 및 Bartlett 검정 결과 

표준형성 적합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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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lett 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4582.698 

자유도 378 

유의확률 .000 

 

요인 1의 경우 냉장실의 레이아웃에 관련된 수납 편의성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랍의 깊이, 높이 및 선반과의 비율 

적합성이 포함되었으며 선반의 간격, 깊이가 요인 1에 포함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냉장고의 공간감 또한 냉장실의 레이아웃과 같은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냉장고를 사용할 때 주로 

냉장실에서 공간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냉장고의 내부 

투명도는 공간감과 같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적재값이 0.5 

미만으로 제외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냉동실의 도어가드의 수납 

편의성과 관련한 요인들로 구성되어있다. 냉동실 도어가드의 높이, 

깊이, 모양의 적합성 및 안쪽 물품의 접근성, 서랍과의 비율 

적합성이 같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냉장실의 

도어가드의 수납 편의성과 관련한 요인이다. 냉동실 도어가드 수납 

편의성 요인과 마찬가지로 도어가드의 모양, 깊이, 높이의 적합성 

및 서랍과의 비율 적합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추가적으로 칸막이의 

안정성이 포함되어있다. 네 번째 요인은 냉동실의 레이아웃과 

관련된 요인으로써 선반 및 서랍의 구성과 관련된 수납 편의성 

요인과 육류보관 적합성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섯 번 째 요인은 서랍 

열림과 관련된 요인으로써 냉장실과 냉동실의 서랍 열림 

적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요인은 특화성을 띄는 구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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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냉장실의 도어가드 구획 필요성과 

육류 보관 장소 적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14. 요인 분석 결과(회전된 성분 행렬) 

 

성분 

1 2 3 4 5 6 

냉장실 

레이아웃 

냉장실 서랍 

깊이 적합성 

.763           

냉장실 서랍 

높이 적합성 

.762           

냉장실 서랍과 

선반의 비율 

적합성 

.636           

냉장실 선반 

간격의 적합성 

.627           

냉장실 선반 

깊이 적합성 

.600         .451 

냉장고 공간감 .505           

내부 투명도             

냉동실 

도어가드 

냉동실 

도어가드 모양 

적합성 

  .859         

냉동실 

도어가드 깊이 

적합성 

  .844         

냉동실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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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가드 높이 

안정성 

냉동실 서랍과 

도어가드 비율 

적합성 

  .703         

냉동실 

도어가드 안쪽 

물품 접근 

용이성 

  .703         

냉장실 

도어가드 

냉장실 

도어가드 모양 

적합성 

    .794       

냉장실 

도어가드 깊이 

적합성 

    .787       

냉장실 

도어가드 안쪽 

물품 접근 

용이성 

    .662       

냉장실 

도어가드 높이 

안정성 

    .626       

냉장실 서랍과 

도어가드 비율 

적합성 

    .621       

냉장실 

도어가드 

칸막이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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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레이아웃 

냉동실 서랍과 

선반의 비율 

적합성 

      .746     

냉동실 서랍 

높이 적합성 

      .703     

냉동실 선반 

높이 적합성 

      .674     

냉동실 육류 

보관 적합성 

      .596     

냉동실 선반 

간격 적합성 

      .565     

냉동실 서랍 

깊이 적합성 

      .539 .475   

서랍 

열림 

냉동실 서랍 

열리는 정도의 

적합성 

        .758   

냉장실 서랍 

열리는 정도의 

적합성 

       .512   

특화 

구획 

냉장실 

도어가드 구획 

필요성 

          -

.669 

냉장실 육류 

보관 적합성 

          .521 

 

앞서 분산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해 유의한 수납 편의성 변수를 

총 6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각 요인이 전체적인 

냉장고의 수납 편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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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점수를 사용하여 다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점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사용자의 수납 편의성 모형을 그림 12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그림 12. 냉장고의 수납 편의성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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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요인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4.864 .032   150.731 .000 

냉장실 레이아웃 적합성 .404 .032 .395 12.501 .000 

냉동실 도어가드 적합성 .205 .032 .200 6.345 .000 

냉장실 도어가드 적합성 .263 .032 .257 8.129 .000 

냉동실 레이아웃 적합성 .472 .032 .462 14.614 .000 

서랍 열림 적합성 .317 .032 .310 9.802 .000 

특화 구획 적합성 .247 .032 .241 7.642 .000 

 

요인회귀분석 결과 냉장고의 수납 편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냉동실 

레이아웃, 냉장실 레이아웃, 서랍 열림, 냉장실 도어가드, 특화 구획, 

냉동실 도어가드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이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p<0.05). 주요 수납 편의성 요인과 

이에 포함된 세부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식1) 냉동실 레이아웃 적합성 = 0. 267*냉동실 서랍과 선반 비율 

적합성 + 0.261*냉동실 선반 높이 적합성 + 0.232*냉동실 서랍 

높이 적합성 + 0.190*냉동실 육류보관 적합성 + 0.091*냉동실 

선반 간격 적합성 – 4.977(수정된 R2=0.887) 

 

식2) 냉장실 레이아웃 적합성 = 0.280*냉장실 서랍 높이 적합성 + 

0.221*냉장실 서랍 깊이 적합성 + 0.188*냉장실 선반 간격의 

적합성 + 0.097*서랍과 선반의 비율 적합성 + 0.077*선반 깊이 

적합성 – 4.330(수정된 R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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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 서랍 열림성 = 0.430*냉동실 서랍 열림 적합성 + 

0.195*냉장실 서랍 열림 적합성 – 3.006(수정된 R2=0.632) 

 

식4) 냉장실 도어가드 적합성 = 0.275*냉장실 도어가드 모양 

적합성 + 0.259*냉장실 도어가드 깊이 적합성 + 0.145*냉장실 

도어가드 안쪽 물품 접근 용이성 + 0.143*냉장실 도어가드 높이 

안정성 + 0.109*냉장실 서랍과 도어가드 비율 적합성 – 

4.561(수정된 R2=0.860) 

 

식5) 특화 구획성 = 0.254*냉장실 육류보관 적합성 – 

0.310*냉장실 도어가드 구획 필요성 -0.397(수정된 R2=0.603) 

 

식6) 냉동실 도어가드 적합성 = 0.197*냉동실 도어가드 모양 

적합성 + 0.173*냉동실 도어가드 안쪽 물품 접근 용이성 + 

0.155*냉동실 도어가드 높이 안정성 + 0.150*냉동실 도어가드 

깊이 적합성 + 0.119*냉동실 서랍과 도어가드 비율 적합성 – 

3.541(수정된 R2=0.917) 

 

냉장실 레이아웃 적절성은 분석 결과 서랍 높이의 적합성, 서랍 

깊이의 적합성, 선반 간격의 적합성, 서랍과 선반의 비율 적합성, 

그리고 공간감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수정된 R2=0.801). 냉동실 

도어가드의 적절성의 경우는 모양의 적합성, 안쪽 접근성, 높이, 

깊이의 적합성, 마지막으로 서랍과의 비율 적합성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수정된 R2=0.917). 냉장실 도어가드 적합성 요인은 

마찬가지로 모양의 적합성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며, 이어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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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의 접근성, 높이, 마지막으로 서랍과의 비율 적합성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었다(수정된 R2=0.860). 냉동실 레이아웃 적합성 

요인의 경우에는 서랍과 선반의 비율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이어서 선반의 높이 적합성, 서랍 높이의 적합성, 육류 보관 적합성, 

마지막으로 선반의 간격 적합성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다(수정된 

R2=0.887). 서랍 열림 적합성은 냉동실의 서랍의 영향력이 보다 

컸으며(수정된 R2=0.632), 특화 구획성은 육류보관 적합성이 높고 

도어가드 구획 필요성이 낮을수록 영향력이 컸다(수정된 

R2=0.603). 

 

4.3. 설계 변수와의 관계 분석 

수납 편의성 모형 검증 평가를 통해 사용자가 냉장고를 사용할 

때의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어서 검증된 수납 편의성 요소가 설계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지 분석하고, 나아가 수납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냉동실 레이아웃 적합성의 경우 선반과 서랍의 비율 적합성이 

유의한 수납 편의성 요인으로 검증되어 냉동실에 설치되어있는 

선반과 서랍의 개수의 비율을 통해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7개의 

냉장고 샘플에 대해 냉동실의 선반개수와 서랍개수의 비율을 

적합성 점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서랍 개수에 비해 선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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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가 많을수록 비율 적합성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r=-0.171, p=0.001). 하지만 그림?에 나타난 경향성을 살펴보면 

선반의 개수가 서랍보다 1배에서 2배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설계하였을 때 7개의 샘플 대비 높은 비율 적합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냉동실 레이아웃 적합성과 서랍 및 선반 설계 변수와의 

관계 그래프 

 

그림 14. 냉동실 레이아웃 적합성과 서랍 설계 변수와의 관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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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서랍의 높이 적합성의 경우 실제 냉동실 서랍의 바깥쪽 

높이와 안쪽 높이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하지만 냉동실 서랍의 평균 부피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실 서랍의 높이 

적합성은 서랍 안팎의 높이보다 전체적인 부피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냉장실 레이아웃 적합성 요인들 중 서랍의 높이 적합성은 

서랍의 바깥 높이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r=0.234, 

p=0.000). 하지만 서랍의 높이 적합성은 서랍의 안쪽 높이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p>0.05) 실제 사용 가능한  

높이 보다는 겉에서 보았을 때 확인 가능한 높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 냉장실 레이아웃 적합성과 서랍 설계 변수와의 관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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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실 도어가드의 적합성 요인 중 도어가드 깊이의 적합성은 

도어가드의 바닥 면적 및 부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어가드의 깊이 적합성은 도어가드 바닥 면적이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r=0.187, p=0.000), 도어가드의 

부피 또한 깊이 적합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210, 

p=0.000). 또한 냉장실 도어가드의 깊이 적합성은 도어가드의 

부피 대 높이 비율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0.183, p=0.000). 따라서 도어가드 깊이의 

적합성은 도어가드의 크기와 상관 관계를 가지며, 같은 부피일 때 

수납 물품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높이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6. 냉장실 도어가드 레이아웃 적합성과 도어가드 설계 

변수와의 관계 그래프(1) 

 



 

 61 

 

그림 17. 냉장실 도어가드 레이아웃 적합성과 도어가드 설계 

변수와의 관계 그래프(2) 

도어가드 안쪽 물품 접근 용이성은 냉장실 도어가드 안팎의 

높이, 깊이와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 

안쪽 물품 접근 용이성은 도어가드 바닥 면적 및 활용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163, p=0.004; r=0.198, p=0.0000). 

도어가드의 바닥 활용 비율은 가로 최대 길이와 최대 깊이를 곱한 

직사각형의 면적 대비 도어가드 바닥의 넓이로, 모양의 요철로 인해 

낭비되는 공간이 적고 직사각형에 가까울수록 도어가드 수납 

물품의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냉장실 서랍과 도어가드의 비율 적합성은 도어가드의 

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서랍의 크기가 클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냉장실 서랍의 평균 부피는 도어가드의 부피보다 서랍과 

도어가드 비율 적합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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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0; r=0.049, p=-.356). 더불어 냉장실 서랍의 깊이 또한 

비율 적합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같은 용량이 

전제조건일 경우 냉장실의 서랍을 도어가드보다 더 깊게 설계하는 

것이 사용자의 수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림 18. 냉장실 도어가드 레이아웃 적합성과 도어가드 설계 

변수와의 관계 그래프 

위와 같이 사용자가 냉장고를 사용할 때의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대표적인 설계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수납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지침을 제시한다. 

 

제 5 절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수납 제품을 사용할 때의 사용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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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에 

관한 수행도, 혹은 사용성 측면과,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사용 

감성을 포괄하는 개념인 사용 편의성에 대한 모형 가설을 수립하고 

사용자를 대상으로 평가함으로써 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인지하는 수납 편의성에 

대한 모형과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사용자의 수납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제품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사용자가 직접 수납 제품을 사용하면서 인지하게 되는 

편의성과 관련한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기존에 수납 제품을 사용할 때의 수행도나 

사용성에 관한 연구 및 사용 감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용 편의성 

요소를 수집하였다. 나아가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 

등의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보다 직접적인 

편의성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문헌연구 및 사용자 조사를 통해 도출한 편의성 요인을 

바탕으로 제품의 수납 편의성 모형 가설을 수립하고 실제 수납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편의성 평가를 함으로써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행도 혹은 사용성, 감성 

모델링 연구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제품의 전반적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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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사용 편의성 모형의 검증이 오로지 사용자의 

주관에 의한 평가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인간공학적인 설계 원칙 및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검증 결과 

도출된 수납 편의성 요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지침이 

인간공학적 원칙 및 안정성과 상반된 방향성을 띌 수 있다 

 

또한 수납 편의성 모형 검증 평가에 사용된 제품의 샘플이 

다양하지 않았다.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현재 냉장고 개발은 용량 

경쟁으로 인해 제조사 별 용량 차이가 미비한 수준이며, 제품 별 

특화된 기능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더 다양한 형태를 가진 샘플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면 보다 정밀하게 사용자가 인지하는 

수납 편의성 모형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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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Development of 

User Model of Refrigerator  

Storage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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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experience research and user-centered design process, 

which examines the usability and emotion aroused when using a 

product has become popular and broader. User experience is 

the overall experience user goes through in direct or indirect 

manner. User experience in often distinguished into usability, 

which is the degree of how effectively the user can accomplish 

the intended goal, and the emotional aspect aroused during use 

of a product. Existing studies mainly measure usability scales 

and emotional aspects and research on enhancing these 

measures. This paper uses adopts convenience which includes 

both usability and emotion, and apply on a study on refrigerator 

to develop a user model. Various user experience research 

methods were used and literature review was executed to 

examine elements affecting user convenience model. Also, this 

study focused on direct interaction of user and the product for 

verification of the deduced user model. 

 

Keywords : User experience, convenience, home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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