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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공간의 실용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 기능이 도입되고 있는 주거 환

경 속에서 감성은 이미 요한 코드이다.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요

소는 인간의 감성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의 감성을 수

용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주거 설계

분야에서 다양한 근,분석방법을 통한 감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않아

디자인 변수와 인간의 감성요소 간의 지식 확립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랜드 아 트 모델하우스를 상으로 체계 인

감성 평가를 수행하여 주요 감성 어휘를 도출하고 공간의 인테리어 요소

별 디자인 변수와의 계를 도출하여 이에 따른 시각 각 감성 반응

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아 트의 거실 공간을 상으로 하 고 감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설문지를 개발하 다.

감성 평가 결과 다 회귀분석을 통해 거실 공간의 고 감에 유의미한

인테리어 요소를 악하고 사용자의 감성에 향을 주는 감성어휘 을

선별하 다. 한 범주형 회귀분석을 통해 거실 공간의 각 인테리어 요

소별 디자인 변수 속성과 주요 감성 고 감 간의 계를 악하 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인테리어 구성요소,주요 감성어휘,디자인

변수 거실 공간 고 감에 한 종합 인 사용자 시각 각 감성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체계 이고 구체 인 감성공학 근방법을 주거 공간에

용하여 주거 공간의 외부 요소와 감성 요소간의 상 계를 도출하

여 사용자 감성과 요구에 응하는 주거 공간 평가의 척도를 제시한 연

구로써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주거 공간,아 트,거실,고 감,시각 각,감성

학 번 :2014-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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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연구 배경

1990년 후반 일본의 감성공학이 소개되면서 인간의 감성을 정성,정량

으로 측정 평가하여 제품이나 환경설계에 응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쾌 하도록 하는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특히 거주자의 감성을 이해하고 이를 공간디자인에 극 으

로 반 하고자 한다(박지민 외,2011).

21세기는 기술,생산의 시 를 지나 ‘감성의 시 로 진입하고 있다.그

동안 우리는 물질 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경험하 고 이러한 물질 풍

요는 감정보다는 이성,인간성보다는 효율성,과정보다는 결과,가치보다

는 기능을 시하는 기계 사고를 낳았다.하지만 기계 한계를 인식

하고 근래에 와서는 사람들의 사고가 물질 풍요보다는 정신 ,감성

풍요에 보다 가치를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는 바야흐로 ‘감성사회’

로의 돌입을 의미한다.즉 외부환경의 자극에 인간의 감성 내용의

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가치를 재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명석,1992).

디자인은 인공물을 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한 일련의 심리 ,창조 행 로 본래 사용자의 감성으로부터

출발한다(박지민,2012).공간에서의 감성은 감에 의한 설계,감성을 상

으로 한 설계를 지향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강선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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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거 공간의 경우에는 인간의 감성과 공간 환경이 가장 하게

상호작용하는 곳으로 인간의 감성에 따라 원하는 바가 매우 다르므로 보

다 극 인 사용자 심의 감성디자인 방향을 제시해야한다.최근에는

건설회사에서도 인간의 감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주거환경

계획에 반 하고자 하고 있다(고한우,1999).

다시 말해 주거 건축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구조물로서 곧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 와 감성 사유체계의 농축된 표 으로 이

해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그 사회의 문화 다양성과 삶의 질 평가

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이윤정 외,2000).

공간의 실용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 기능이 도입되고 있는 주거환

경생활 속에서 감성은 이미 요한 코드이며 사용자 개인의 요구

(Needs)를 충족시키는 요소가 인간의 감성에 따라 원하는 바가 매우 다

르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의 감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백지 & 이정교,2007).하지만 지 까지는 주거 공간의

편리성이나 마감재 선호 등이 무엇이여 이에 한 만족도나 의식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모델하우스와 같이 시된 공간을 직 체험하여 사

용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하여 설계 디자인에 반 하려는 시도와 노

력은 부족한 실정이다(김정근,2009).

감성공학은 인간의 감성을 정량화 혹은 범주화하여 데이터를 만들어

처리한 유용한 지식으로 이를 환경설계에 응용하여 인간 심의 쾌 한

공간 환경을 만들기 함이다.즉 감성공학은 사용자 심의 환경개발을

한 효과 인 도구로 리 간주되어 왔고,인간의 감성을 환경디자인

요소로 바꿀 수 있는 분야로,환경에 한 사용자의 감정과 요구(needs)

즉,감성에 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 한 애매모호한 표 을

심리 평가,통계분석,인공지능 그래픽과 같은 기술의 컬 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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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인 디자인으로 환시키는 것이다(김경숙,2004).하지만 주거 건

축 분야에서는 다양한 근,분석방법을 통한 감성평가가 이루어지고 않

아 디자인 변수와 인간의 감성요소 간의 지식을 확립하는데 있어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 공간의 감성 평가를 수행하고 세부 감성 요소를

밝히며 시각 각 련 디자인 변수와의 도출을 통해 이들의 상 성

을 분석한다.다시 말해 체계 이고 구체 인 감성공학 근방법을 주거

공간에 용하여 주거 공간의 외부 요소와 감성 요소간의 상 계

를 도출하여 사용자 감성과 요구에 응하는 주거공간평가의 척도를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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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의 목

본 연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아 트 주거 공간 체험을 통해 주요 공간과 인테리어 요소를

악하고 이에 한 사용자의 시각 각 감성 반응을 도출한다.이에

주요 감성을 악하여 아 트 주거 공간과 인테리어 요소와의 연 성과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둘째,사용자들의 감성에 향을 주는 주거 실내 디자인 변수 속성을

악하고 주요 감성과 고 감에 한 효과를 검증한다.이를 통해 인테

리어 요소 별 감성반응과 디자인 변수의 계를 설명하고 유의한 정도를

규명할 수 있다.

셋째,사용자 감성과 요구에 응하는 주거 실내 디자인 변수에 한

종합 인 시각 각 감성 반응에 한 실증 인 분석을 실시한다.이

를 통해 주거 공간 고 감과 주요 감성 디자인 변수 간 계를 악

하고 최종 으로 주거공간의 최 품질설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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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의 범 차

본 연구의 상은 아 트 주거 공간의 고 감에 한 시각 각 감

성 모형을 개발하기 해 서울 지역에 오 하고 있는 상 5곳 건설회

사의 9개 모델하우스 아 트이다.면 상과 주요 공간요소는 각 5개이

며 분석항목으로 주요공간별 인테리어 구성요소는 총 50개이다.

아 트는 다른 주거 공간에 비해 상 으로 고 감이 굉장히 요시

되는 주거 공간 유형이다. 한 아 트의 여러 공간 에서도 사용자의

특징과 심리 기능이 가장 크게 반 되는 방과 거실 에서 거실은 손

님을 맞고 가족 구성원의 공동생활과 개인 활동도 담을 수 있는 공간

으로 그 의미와 공간 치,기능 면에서 각 공간의 연계공간이면서 주

거 생활의 심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 는 주요 주거 공간 아 트의 거실이 갖는 정

의와 의미를 살펴보고 아 트 거실 환경에 용 될 수 있는 감성요소와

디자인요소를 심으로 진행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차는 모델하우스 실내디자인에 한 실태를 사 조사하

고 각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32명의 방문객을 실제 비 사용

자로 간주하여 설문지를 통한 장평가를 실시하 다.설문지는 약 300

명을 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웹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완성하 다.

본 연구의 내용은 장평가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

가 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요소와 디자인 변수에 따른 주요 감성에 한

계를 도출하여 주거 공간 감성에 한 반응을 시각과 각으로 나 어

실증 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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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아 트 주거공간의 고 감에 한 감성 연구의 요성을

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하여 논하고 본 연구의

목 을 밝혔다.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이해하기 한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목 과 방향 설정을 해 참고한 기존 련 연구들을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하 다.

3장에서는 연구를 하여 수행된 감성 평가 실험을 심으로 연구

상과 범 차에 해 상세하게 설명하 다.

4장에서는 장평가 실험으로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실의 주요

인테리어 요소를 도출하고 디자인 변수의 주요 감성과 고 감에 한 효

과를 악하 다.마지막으로 결과를 종합하여 주거공간에 한 사용자

시각 각 감성 실증 분석을 실시하 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의의와 개선방안 추

후연구 방향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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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경이론 기존연구

2.1주거 공간으로서의 아 트

본 에서는 주거공간으로서의 아 트,거실 공간 이용행태 감성디

자인 등 아 트 주거 공간의 기본 개념과 공간디자인을 이해하기 한

배경 이론을 다룬다.

2.1.1.주거 공간과 아 트

주거 공간에 한 심은 1970년 경제 개발 계획과 함께 70년 후반

새마을 운동의 향으로 시작된 주택개량사업으로부터 시작한다.1980년

에 들어서 주거공간에 한 질 인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 에는 속한 시장경제와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로 각 분야별로

주거에 한 다양한 근이 시도되어 왔다(김양희 & 하재경,2009).

기에는 물리 특성이 심이었으나 차 사회 으로 정신문화에 심이

집 되면서 인간행태와의 상호 련성을 이해하고자하 다.1998년부터

시작된 분양가 자율화조치이후 아 트 건축회사에서는 수요자 욕구충족

에 더 큰 비 을 두게 외었으며 이러한 도변화는 아 트 외부환경

내부공간이 반 이고 범 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지성수,2012).

아 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와 우리의 생활문화와의 응 충

시기를 거쳐 정착된 이후 최근에는 서구화 되어가는 우리의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거실 공간 확 주의 공간변화에서 개인공간의 용화와

기능성확 로 인한 개인공간의 확 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 아 트는 개인의 상 명성을 상징하기도 한다(Ki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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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거실 공간 이용 행태

아 트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이 규격화된 유형의 공간계획과 가구배치

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한 방법이 공간 이용 행태이다. 재까지의

한국 주거 공간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규격화되어 있음에도 사용

자의 공간 이용 행태에 따라 공간 차별화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공간 이용 행태는 아 트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공

간을 이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아 트는 사용자의 사 인 공

간인 각 방과 공용공간인 거실,가사작업 공간으로서의 주방 식당,생

리 생공간이 화장실과 욕실,부속공간으로서 과 발코니로 분류할

수 있으며(김양희 & 하재경,2009),각 공간에서의 행동과 이용방식을

종합하여 각 공간의 이용 행태를 도출 할 수 있다.

아 트는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아 트를 건설하는 회사에서 제안하는

방식의 규격화된 구획으로 이루어진다.그 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비슷

한 유형으로 공간의 제안에 향을 받게 된다.그러나 최근에는 도시화,

화가 가속화 되면서 정보교류가 활발해졌고 도시민의 라이 스타일

도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주거공간의 활용도 개

성화,개인화,고 화 되었으며 주거 공간의 활용도 달라지고 있다

(Cromley,1999).따라서 다양한 공간 활용에 따른 조사를 거쳐 합한

공간구성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특히 거실에 한 공간 이용 행태 변화는 한국에 아 트가 처음 도입

된 1960년 부터 재까지 꾸 히 일어나고 있다.1960년 아 트는

다수가 서민층 아 트로써 거실의 단순 분리,혹은 주방 식당과의

근성 증 뿐 거실 공간의 기능은 아주 미약하 다.1970년 에는 산층

아 트가 확 되어 아 트 규모가 확 되고 평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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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과 주방 식당과의 연결,확연한 공 공간과 사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졌다(김민수,1993).1980년 에는 고층 아 트가 등장하면서 아

트의 고 화 략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는데 평면구조도 기존의 획일

인 평면형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평면형이 출 하 다.1990년 에

는 거실과 주방 식당이 주생활 심이 되어 가변성과 개방감 있는 공

간으로 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거실 공간의 기능 확 는 면 확장,

면배치 등으로 이어졌다.2000년 에는 거실이 아 트 실내공간의 핵심

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 공간과 분리 배치 증가,가족 거실 등장,거실

내 오피스 공간 설치 등 공간 기능이 보다 세분화되고 고 화되었다.하

지만 용면 규모에 따른 거실의 유율은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 섭 & 김두식,2003).즉 거실 공간은 다양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새로운 방향의 평면구성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왔으며 이에

따른 공간 이용 행태도 시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

2.1.3.감성디자인

감성디자인이란 기존에 디자이 의 직 에 의존했던 공 자 심의

디자인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감성,느낌,인상 등을 악하여 사용자

에게 만족감을 수 있는 사용자 심의 디자인을 말한다.감성공학이

확산되면서 최근에 공간디자인분야에서도 감성의 역할,사용자에게 미치

는 감성효과 등에 한 심이 커지고 있다(이한석 외,2009).

공간에서의 감성은 감에 의한 설계,감성을 상으로 한 설계를 지향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강선아,2000).즉 공간에서의 감성이란 인간이

자극을 의미화 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자극 정보들을 직 이고 통합

으로 다루는 필터와 같은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성미,2008).

감성디자인과 기존 환경이론들과의 차이는 사용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

는 개인성과 상황에 따른 개별성을 고려하며 사용자와 환경에 한 설명

을 포 으로 한다는 이다.공간디자인에서의 감성의 정의나 자극의

범주,감성의 발생과정에 해 기존의 감각 근방식을 넘어 근원 이

고 포 인 시각으로 이루어진다.

성공 인 감성디자인은 한 물리 자극이 사용자에게 의미를 형성

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환경의 물리 요소에 의해 주어지는 자극뿐만

아니라 공간이 사용자에게 주는 의미나 사용자가 공간을 악함에 있어

서 개별 인 측면들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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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은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감성은 감각을 지각할 때 발생한다.

감성은 맥락 는 기억에 향을 받아 유발되며 감성에 의해 어떤 상

이나 상황에 한 가치가 평가된다(Beedie외,2005).

공간에서 발생하는 감성의 의미 범주 한 흥미나 즐거움의 추구에서

보다 다양한 의미 발생 추구로 이어져야한다(이성미,2008).감성은 순간

에 행동에 큰 향을 미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으나 개인의 생활에서

논리 사고와 의사결정,감정의 발생,행동 등 모든 부분에 깊숙이 향

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이구형,1998).

감정(Emotion)은 자극에 한 감각으로부터 발생되고 쾌 함,불쾌감,

고 감 등 하부 감정들로 이루어진 복합 인 감정이 있다.느낌(Feeling)

은 이러한 감정(Emotion)이 축 되어 발생한다.무드(Mood)는 더 긴 기

간에 걸쳐 느낌(Feeling)이 축 되어 발생하고 이후에 유발되는 느낌

(Feeling)에도 향을 끼친다(Beedie외,2005).

[그림 1]감성 형성 과정



-12-

2.2아 트 주거 공간에 한 기존연구

본 에서는 주거 공간의 만족도,감성어휘 추출에 한 기존 문헌들

을 검토하고 주거 공간 디자인에서 마감재에 표 에 한 시각

각 요성을 강조하 다. 한 거실 고 감과 련된 주요 설계변수를

선정하기 해 고 감을 포함한 다양한 감성과 디자인 구성요소의 상

계에 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 다.

2.2.1.주거 공간과 주거 만족도 련 연구

주거 공간의 고 감은 주거 공간의 만족도와 하게 연 되어있다.

제품의 고 간이란 제품에서 느껴지는 고 스러움의 감성으로,럭셔리

(luxury), 리미엄(premium),하이엔드(high-end),수 림(supreme),

티넘(platinum),그리고 상류층을 나타내는 리스티지(prestige),노블

리스(noblesse)등과 같은 용어들로 이해할 수 있다(이단비,2012)일본

에서의 고 감이란 선호되는 상품의 콘셉트나 키워드로 ‘고 지향’,즉

소비자의 기호 변화 상을 의미하는 반면, 국에서의 고 감은 ‘경제력

의 상징’이며 ‘계 의식’을 말한다(Ohohmae,2007).

한 고 감은 제품이 제공하는 주요 감성이며,제품의 시장에서의 성

공과 한 련이 있는 감성의 하나이다(Jang,2004).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고 감은 개개인의 경험에서 형성되는 스키마(schema)로 이루어지

는 감성이며 쇼룸(show-room) 리티(quality)측면에서 사용자가 느끼

는 고 감을 정 인 사용자 감성을 발생시키는 요소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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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 트 건설 회사들의 고 화,차별화 략은 다양해진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한 응이자 략이다.특히 좋은 조망을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추어 One-stopLiving개념을 충족시키기 한

고 형 아 트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심 섭,2003).

주거 공간으로써 아 트의 고 화는 50평형 이상의 형평면,입주자

용 휘트니스 시설,호텔식 로비,설비의 최첨단화의 유무로 요약할 수

있다.세부 으로는 거의 모든 실내의 재료,빌트인 가구 시스템,

생도기와 수 ,가 제품 등이 부분 수입이나 고가의 소비재로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상은 이미 일반 아 트에도 나타나고 있어

20-30평형 의 소형 아 트들도 마치 호텔에 들어선 착각을 불러일으

키게 할 정도가 되고 있다(오혜경 & 김도연,2001).

아 트의 고 화 내지 사치화 상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사용자의

질 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아 트 시장이 소득수 을 심으로 개편되었

기 때문이다.지난 30여 년간 양 측면에서 주택공 은 생활패턴의 획

일성,개개인의 아이덴티티의 부재,수납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 한

계가 있었다.

주거 공간의 고 화로 인해 사용자의 주거 공간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

졌다.주거 공간 만족도는 공간을 이용하는 일종의 ‘사용자들의 가치평

가’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이 기 하는 건축물 성능에 한 기

치와 상 건축물의 성능측정치의 비교에 의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건축

물의 성능을 객 인 정보로 나타내는 것이다.국내외 문헌에 따르면

공간 만족도는 사용자의 인터뷰 설문지 조사를 통한 정성 인 방법과

공간의 성능을 객 으로 평가하기 해 평가지표 산시스템에 기

반 한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정량 인 방법을 통해 측정 가능하다(이명

식,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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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트와 같은 사 인 공간 만족도를 극 화하기 해서는 각 공간의

크기,온도,조명, 기 소음 수 등과 같은 물리 속성에 교통

과 주변 주요 시설과의 근 성과 같은 거주환경 측면을 요하게 고려한

다.회사와 같은 공 인 공간의 만족도를 극 화하기 해서는 기본 물

리 속성에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공간,즉 시각 라이버시를 존

하는 평면구성 측면을 요하게 고려한다(Frontczak외,2012).

2.2.2.주거 공간의 감성어휘 추출 련 연구

감성 평가를 한 방법 어휘를 사용한 평가 방법은 감성공학 분야

뿐 아니라 디자인, 술 분야에서 선호도 분석,이미지 분석 등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이미지는 체 인 디자인 요소의 상호

계에 한 통합 인 감각 반응을 의미한다(윤지 & 박 순,1998).

즉 특정한 디자인 자극 요소는 사용자의 감성요소에 향을 끼치며

이를 형용사로 표 하면 감성어휘가 된다.

자극은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감성은 감각을 지각할 때 발생한다.

감성은 맥락 는 기억에 향을 받아 유발되며 감성에 의해 어떤 상

이나 상황에 한 가치가 평가된다(Beedie외,2005).사용자의 감성에

향을 미치는 맥락 혹은 기억은 사람마다 달라 감성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감을 이루는 감성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결과 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 감각을 시발변수로

설정하고 고 감을 평가한다.

정 원 외(2007)는 주거 공간의 실내디자인 평가를 표 하는 감성어휘

를감각형용사,감정형용사,평가형용사,존재형용사로 구분하고 감성어휘

내 빈도수를 분석하 다.분석 결과 평가 형용사 부류에 속한 감성어휘

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각형용사와 존재형용사 으며 감정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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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었다. 수집한 총 1058개의 감각형용사 시각어가

38.47%(407개)로 가장 많았고 각어가 18.53%(196개), 미각어가

10.21%(108개)로 시각과 각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신순자(1991)의 형용사 분류 체계

Kasmar(1970)와 이연숙(1983)은 의미 미분법(semantic differential

scaling)을 이용하여 실내 공간에 한 사용자의 반응을 조사하기 한

실내 공간 평가도구 개발 연구를 하 다.하지만 디자인을 평가하기보다

는 주거환경의 기능성을 평가하여 시각 인 이미지나 감성을 표 하기에

는 합하지 않았다.1980년 후반 이후부터 기능성 보다는 시각 디자

인 심의 환경평가 어휘에 련된 연구들이 있으나(윤지 & 박 순,

1998)다양한 에서 한정된 요소에 한 평가를 제로 하고 있어 주

거 환경의 종합 인 시각 감성 평가를 한 척도로는 합하지 않다.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성반응과 이를 표 하는 감성어휘의 사용

은 감성 연구방법의 거름이 되는 가장 기 단계라 할 수 있다.그

러나 우리말 형용사 분류체계는 아직까지 감성어휘를 별도의 범주로 구

별하지 못하고 있다.공간과 환경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감성어휘의 사용

은 인간 감성의 섬세한 부분까지도 표 할 수 있는 고도의 방법으로써

이를 한 체계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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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고 감과 주거 실내디자인 변수에 한 연구 오 제

주거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느끼는 감성은 실내를 구성하는 다양한 디

자인 요소에 향을 받으며 감성에 향을 미치는 디자인 속성의 조합도

감성요인에 다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이에 감성유형별 주거 공간을

디자인하고자 할 때 실내디자인 속성의 향을 고려하여 사용자 요구에

응하는 주거 공간을 연출한다.

재 주거 공간에 한 주요 설계변수에 한 정량 이고 체계 인 문

헌연구는 부족하다.하지만 기본요소인 벽,바닥,천장에 세부요소인 가

구,조명,몰딩으로 나 어 이에 해 일반 으로 통용되는 설계변수를

설명할 수 있겠다.

공간의 물리 특성으로 용면 ,평형형태,단 평면, 유율, 치,

방향,부피,비율,모양,재질,색채,패턴,깊이,격자 등이 있으며 특히

재료,색채,질감,패턴,모티 등과 같은 마감재의 용방식에 따라 각

설계변수의 수 은 다양해질 수 있다.

서지은(2010)는 아 트 주거 공간의 평가요소를 마감재의 재료,색채,

질감 그리고 패턴을 분류한 후 ‘혼성’과 ‘병치’라는 오 제 개념을 용하

다.

공간디자인에서 오 제는 체의 디자인 흐름 속에서 부분 인 요소를

체와 상 없이 변화시키고 립시켜서 다른 상호 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 으며 김성규(2005)는 실내공간에서 공간 구성요소들로 분산

되어 나타나며 사용자와의 커뮤니 이션을 한 디자인어휘라고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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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료는 벽지를 심으로 한 다른 재료와의 ‘혼성’그리고 ‘병치’,색

채는 무채색을 심으로 한 유채색과의 비,질감은 ‘따뜻한-차가운’을

심으로 한 변화유도,패턴은 민무늬를 심으로 한 다른 무늬와의 혼

성 그리고 병치로 분류하여 마감재를 이용하여 공간의 변화와 차별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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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마감재 표 에 의한 시각 각 련 연구

아 트 주거 공간의 경우에는 량의 주거를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동

시에 분양한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구성 요소를 용하

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다른 주거형태와 다르게 경제성을 요하게 평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실은 아 트의 고 화나 차별화로 이어졌

고 디자인 변화가 쉽고 실내 분 기에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실내 마감

재에 한 인식과 이 달라지고 있다.

색채나 재질 구축방법 등의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사용자들의 기능 ,

심리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실내공간의 분 기를 좌우하는 마감재

는 사용자들의 시각 인 경험과 자극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

특히 실내마감재는 재료가 가지는 각 ,시각 질감 등으로 사용자에

게 다양한 정서 인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 ,장식 역할을

한다(권오정 & 계원,1999).

김소희(2009)는 마감재의 질감은 단순히 거칠고 매끄럽고 딱딱하고 부

드러운 정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패턴과 구축방법

에 의해서 다르게 인식된다고 언 한다.정 원 & 오정아(2013)는 실내

공간의 마감재는 주로 시각과 각을 통해 악되며 상물체의 조형

요소로 질감,형태,색채 3가지 요소를 꼽았다.질감과 형태는 손에 의한

각 탐색과 에 의한 시각 탐색으로 이루어지며 색채지각은 빛의

자극으로 지각되는 시각 고유의 특성이다.

조형 요소 질감은 각 질감과 시각 질감으로 나 수 있다.

질감이란 용어는 각 특성을 지닌 표면의 독특한 외간을 뜻하는 텍스

처(texure)에서 비롯되었다.즉 각 질감은 손으로 직 만져서 지각

하는 질감이며 시각 질감은 보는 것을 통하여 지각하여 실제로 만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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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지만 사용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시각 으로 느낄 수 있는 질

감이다.이는 사물을 구성하는 재료,구조,사물에 한 빛의 반사,굴 ,

투과정도에 따라 인식된다.즉,시각 질감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으로만 느껴지는 질감이다(김지선 & 김방주,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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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방법

3.1.연구 차

본 연구는 [그림 3]과 같은 과정을 따라 진행되었다.첫 번째 단계에서

는 본 연구에서 수행할 감성 평가의 상을 선정하 다.두 번째 단계에

서는 아 트 거실 공간 고 감에 련된 감성 형용사를 도출하 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 트 거실 공간을 실험참여자들이 체험할 때 느끼게

될 시각 각 질감에 한 디자인 변수를 도출하 다.네 번째 단

계에서는 감성 평가를 수행하기 한 실험 환경을 구축하 다.실험환경

은 모델하우스 실내디자인에 한 실태를 사 조사하여 모델하우스를

섭외하 고 설문지를 통한 장평가를 실시하 다.설문지는 약 300명을

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웹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완성하 다.감성 평

가를 수행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 다.

[그림 3]연구 과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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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체

20 30 40 50

성별
남성 29 41 43 42 155
여성 39 37 41 42 159
체　 68 78 84 84 314

3.2.연구 상 선정

본 연구는 주거 공간의 고 감에 한 시각 각 감성 모형 연구이

며 주거 공간의 형태를 아 트로 한정하 다.이는 한국에서는 단

아 트가 산층의 이상 인 주거지로써 사회 지 의 주요한 상징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박소진 & 홍선 ,2009).아 트 에서도 상

5 안에 드는 랜드 아 트로 서울에 치한 9곳의 모델하우스를 최종

선정하 다.연구 상 선정 후 아 트의 여러 공간 주요 공간,인테

리어 요소 감성 어휘를 도출하기 한 1차,2차 웹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3.3.웹 설문조사

웹 설문 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314명(남155명/여159

명)이 참가하 다.응답자의 구성은 성별,연령을 안배하여 구성하 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20 는 학생을 제외한 직장인 등 구매력이 있

는 잠재 고객군으로,과반수이상을 넘은 30-40 는 주요고객층으로,50

는 자녀들의 출가 이후 집의 크기를 여 20-30평형의 크기를 선호한

다고 정의하 다. 한 응답자의 거주지는 61.8%가 수도권이었으며 직종

은 41.7%가 사무직이었고 주거형태는 아 트가 67.5%이며 그 54.1%

가 주요 랜드 아 트에 거주하 다.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

이내 꾸며진 인터리어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64% 다.

[표 1]웹 설문 응답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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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차 웹 설문

1차 웹 설문을 통해 아 트의 고 감에 향을 미치는 상 공간을 도

출하 다.아 트 체의 고 감에 미치는 주요 공간은 총 13가지 공간

(거실,주방 식당. ,욕실(공용),침실(부부),드 스/ 우더 룸,발

코니,침실(일반),욕실(부부),복도,보조주방,실외기실, 피공간)으로

분류하 다.그 거실,주방 식당 거실,주방 식당, ,욕

실(공용),침실(부부)총 5공간이 비모수 분석결과 상 그룹에 해당하여

나머지 8공간의 하 그룹과 구분되었다.특히 거실은 상 그룹 에서

86 으로 1 ,주방 식당이 75 으로 2 , 이 73 으로 3 ,욕실

(공용)이 66 으로 4 ,침실(부부)이 64 으로 5 를 차지하 다.

3.3.2.2차 웹 설문

2차 웹 설문에서는 선정된 공간별 주요 인테리어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주요 공간 인테리어 구성요소에서 연상되는 감각 속성을 분석하여 감

각 어휘를 도출하 다.1차 웹 설문에서 도출한 총 5개 주요 공간(거실,

주방 식당, ,욕실(공용),침실(부부))별 인테리어 구성요소는 총

45개이다.

거실의 인테리어 구성요소 거실 고 감에 향을 주는 것은 총 10

개로 거실벽지,아트월,거실바닥,거실조명,내부샤시,천장몰딩,거실천

장지,발코니 도어,월패드,우물천장이 상 그룹으로 나타났다.특히 거

실벽지,아트월,거실바닥,거실조명 순으로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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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  구성요소 감각 어휘 감성평가 항목

여닫는

느낌
내부샤시

답답한 ⇔ 시원한
무게감, 비,강도,균형감어두운 ⇔ 밝은

연한 ⇔ 단단한
조작하는

느낌
월패드

거친 ⇔ 부드러운
모난,굴곡감,날카로운,유선형인

연한 ⇔ 단단한

만지는

느낌

월패드
가벼운 ⇔ 묵직한

무게감,강도,거칠기,균형감
거친 ⇔ 부드러운

아트월 바닥,

벽지 마감재

거친 ⇔ 부드러운
무게감,강도,거칠기연한 ⇔ 단단한

가벼운 ⇔ 묵직한

3.3.3.웹 설문 소결

1차 웹 설문의 결과로 거실 공간의 주요 인테리어 구성요소는 거실 벽

지,아트월,거실 바닥,조명,내부샤시,천장몰딩,천장지,월패드,우물천

장 디자인이며 이를 거실 공간 감성 평가 실험을 한 설문지 작성의 틀

로 활용하 다.본 단계를 도출된 최종 감각 형용사 이들을 이용해

정의한 감성 변수는 [표 3]과 같다.참고로 발코니 도어는 샘 마다 유무

의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주요 인테리어 구성요소에서 제외하 다.

2차 웹 설문의 결과로 주요 동 요소(movingpart)에 해 형태감,볼

륨감,균형감,재질감, 량감에 한 감각어휘 평가는 [표 2]와 함께,공

간 별 감각어휘의 빈도수를 분석은 [표 4]로 정리하 다.그 결과 ‘환하

다’,‘좁다’,‘조용하다’,‘밝다’,‘높다’,‘넓다’,‘고요하다’가 응답빈도 상

그룹 어휘로 분류되었다. 한 거실에서 연상되는 어휘를 동일속성별로

구분하여 빈도수를 정리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온도’,‘명암’,‘소음’,

‘비’,‘부드러움’이 응답빈도 상 그룹 어휘 속성에 속하 다.

[표 2] 주요 동 요소(movingpart)감각어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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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감성평가 실험을 한 최종 감각 형용사 정의된 감성 변수

공간
인테리어

구성요소
감각 어휘 정의된 감성변수

거실

거실 바닥

시원한 ⇔ 따뜻한 매끄러움,연성,

정숙함, 감,밝기
거친 ⇔ 매끄러운

거친 ⇔ 부드러운

거실 벽지

어두운 ⇔ 밝은 밝기, 감,

정숙함,매끄러움
시원한 ⇔ 따뜻한

강렬한 ⇔ 부드러운

아트월

거친 ⇔ 매끄러운 매끄러움,밝기,

온도,연성,정숙함
어두운 ⇔ 밝은

시원한 ⇔ 따뜻한

월패드

거친 ⇔ 매끄러운

정숙함,밝기연한 ⇔ 단단한

어수선한 ⇔ 어수선하지 않은

내부샤시

답답한 ⇔ 시원한 밝기,연성,온도,

정숙함
어두운 ⇔ 밝은

연한 ⇔ 단단한

조명

어두운 ⇔ 밝은

밝기시원한 ⇔ 따뜻한

어수선한 ⇔ 어수선하지 않은

천장지

어두운 ⇔ 밝은

밝기,정숙함,연성시원한 ⇔ 따뜻한

어수선한 ⇔ 어수선하지 않은

우물천장

디자인

어두운 ⇔ 밝은 밝기,높이,연성,

정숙함
시원한 ⇔ 따뜻한

얕은 느낌 ⇔ 깊은 느낌

천장 몰딩

거친 ⇔ 매끄러운

연성어두운 ⇔ 밝은

얇은 느낌 ⇔ 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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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감각어휘 빈도

환하다 76

넓다 75

따사롭다 63

조용하다 63

밝다 57

시원하다 49

포근포근하다 49

부드럽다 40

고요하다 38

빛나다 34

크다 34

푹신푹신하다 34

매끄럽다 32

향 하다 24

건조하다 23

높다 21

잠잠하다 21

맑다 20

향기롭다 18

차다 18

[표 4]거실 공간 설명 어휘(감각어휘)

[그림 4]거실 공간 응답빈도 상 그룹 어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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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거 공간 디자인 변수 도출

본 연구는 아 트 마감재를 심으로 인테리어 구성요소를 추출하 으

며 인테리어 구성요소를 물리 디자인 변수라고 정의한다.감성 평가

실험에서 사용할 거실 공간 디자인 변수 도출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거실 공간 디자인 변수 도출 과정

3.4.1.문헌연구

공간을 표 하는 시지각 인 요소는 재료,색채,오 제,빛과 조명,

형,선,공간,색채,재질 그리고 디자인 원리라고 설명할 수 있다(조성희

& 홍혜은,2010).특히 재료는 시각 각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로서

재료의 조직,빛의 정도 반사도,색채,형태 등과 같은 시각 요소들

이 공간에 한 감성을 부여한다( 유창 & 김성욱,2008).



-27-

재료(material)의 건축 의미는 객 실재인 물질이 건축 내부에서

구체 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식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 실제

(objectivereality)이다.물성(materiality)은 일반 공학 인 의미로는 재

료 자체가 가치는 화학 물리 성질을 의미하지만 건축 의미로써의

물성은 표 을 제로 한 물리 성질,즉 재료의 질감,색채,무늬, 택

등 평면 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성질과 가공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Ingold,2007).

실내 건축 공간에 필연 으로 용되는 마감재로서의 물성이 디자인에

표 될 때 표피의 물성이 바 거나 구성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오 제로

서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재료의 물성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표 된다.

이러한 물성의 표 은 디자인의 가치와 인식을 높여주기도 하고 어색하

게 만들기도 한다(김소희,2006).

마감재의 물성은 건축 내,외부 공간을 경험하는 인간이 긴장을 느끼

게 하고 마감재의 변형에 의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물성에

의한 물성의 변형에 의한 표 은 다양한 건축 디자인 상황을 연출하게

되며 여기에 형태 긴장이 함께 된다면 더 많은 활력을 부여받게 된다.

형태 긴장이란 ,선,면 는 색채 등이 두 개 이상 배치되면 그들

은 서로 긴장성을 가지고 련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스 늉이라고도 한

다.칸딘스키는 “회화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형태의 외형이 아니

라 그 형태가 내재하고 있는 힘(긴장)이다”라고 하 다(문 삼 & 이

수,1997).

즉 공간을 체험한다는 것은 건물의 기능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요소

가 엇갈려 하나의 공간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른 실성,다

른 재료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는 것을 통해 비로소 공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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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논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Moholy-Nagy,2012).

최근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을 보면 한 블록 내에서도 공간의 용도와

건축주,건축가에 의도에 따라 매우 다른 방향으로 디자인되고 있으며

그 가장 표 인 방법이 재료에 한 다양한 시도와 이해로 여겨진

다.재료 물성을 디자인 요소로 극 도입하되 이것을 긴장이라는 공간

의미와 함께 여러 상황을 통해 인식되고 변화할 수 있다(김소희,2006).

여러 선행연구의 조사와 문가를 상으로 실시한 설문평가를 따르면

주거 공간에서 시지각을 고려한 차별 인 디자인을 용하는 방법 심

미 인 요소를 오 제 에서 분석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언 하고

있다(서지은,2010).이는 거주자들의 심도가 높으며 오 제의 개념을

표 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마감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특정 공간을 지각할 때 공간을 구성할 때 필요한 마감재,색채,

조명,혹은 가구와 같은 요소들이 서로 매작용을 하여 기억에 남는 총

제 인 이미지로 지각한다( 인목,2011).즉 최종 인 공간 이미지를 지

각하기 해서는 각 요소들의 역할이 요하며 그 마감재와 조명과

같은 다른 인테리어 요소와의 결합을 통한 시지각 인 유도가 공간표

에 있어서 큰 향력을 가진다.

마감재는 경도감,거칠기,무게감,온도감 등과 같은 감을 시각 인

인지만으로도 느낄 수 있어 공간지각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체 인 실

내공간의 분 기를 좌우하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하지만 마감재

의 특성만으로 지각을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공간을

구성하는 다른 인테리어 요소와의 상호작용에 거주자들은 더욱 풍부한

공간지각 감성을 달 받는다(서지은 & 이곡숙,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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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요소

기본요소 벽(일반월,아트월),바닥,천장

세부요소 가구(거실장),조명,몰딩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 별 마감재 분류를 실시하 다.마감재 리스트

를 기 으로 인테리어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공간에 따른 인테리어 구성

요소 분류 계층화를 하 다.특히 서지은(2010)의 연구에서 설정 된

오 제 에서 심미 요소를 표 할 수 있는 방법을 토 로 마감재에

한 오 제 개념의 표 방법을 설정하 다.

인테리어 구성요소를 평가하기 해서는 심미성을 고려하여 요소를 추

출하며 이는 다시 기본요소와 세부요소로 분류한다.추출된 평가요소를

세부 으로 분류하면 [표 5]와 같다.

[표 5]거실 공간 구성 요소 추출

이에 본 연구는 거실 공간의 기본 요소와 세부 요소에 따라 거실의 평

면 구성 특성과 가시 이며 감각 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실의 디자인

경향을 악한다.특히 디자인 경향에서는 거실 공간의 기본요소인 벽,

바닥,천장의 특성 마감재를 심으로 조사한다.즉 마감재가 가진 물

성 표 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마감재가 디자인 요소로서 작

용하는 역할을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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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모델하우스 장방문

모델하우스 방문을 통해 인테리어 구성요소 검토 보정을 실시하

다.이는 문헌조사에 의한 인테리어 구성요소 분류와 선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섭외한 9개의 모델하우스에 공통 으로 용할 수

없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문헌조사와 장방문을 통해 아 트 공간을 필수공간과 기타공간으로

구분하 다.필수공간은 총 13공간으로 ,복도,거실,주방 식당,

침실1,침실2,욕실1,욕실2로,기타공간은 피공간,드 스룸,발코니,

보조주방,실외기실 등이다.

필수 공간 거실은 선정한 이유는 주거 공간 내 다른 공간과 비교해

볼 때 다양한 디자인 근이 시도되는 곳이며 인테리어 구성요소도 많기

때문이다.

거실 공간의 구성요소는 치(천장,벽,바닥),형태(마감재,장식,부

착물,빌트인),인테리어 구성요소(벽지,조명,스 치)의 형태로 계층화

하 고 1차 웹 설문과 수차례의 일럿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입장에

서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하 다.

이에 최종으로 결정된 거실 공간의 구성요소는 총 9개로 바닥,벽지,

아트월,월패드,내부샤시,조명,천장지,우물천장디자인,천장몰딩이다.

1차 웹 설문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 하는데 거실 공간 상 그룹에 해

당하는 거실 공간 구성요소는 [그림 6]과 같다.통계 결과는 일변량 분산

분석 후 TurkeyHSD로 사후분석 결과 집단군 분석을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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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거실 인테리어 구성요소의 고 감 평가

3.4.3.물리 디자인 변수 도출

본 연구에서는 물리 디자인 변수를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도출

하 다.첫째는 거실의 평면 구성 특성이며 둘째는 마감재가 가지는 물

성표 에 한 디자인 근이다.평면 구성 특성에는 거실의 단 평

면 크기(m²)와 유율(%) 공간 구성 방식을 포함하며 실내디자인 특

성은 실내 공간 기본요소인 천장,벽,바닥의 마감재와 마감방식을 포함

한다.

한 필수요소인 아트월은 일반 벽과는 디자인 근이 다르므로 따로

구분하 고 세부요소인 천장 몰딩은 우물천장 디자인과 합쳐 ‘천장디자

인’이라는 용어로 체한다.월패드와 내부샤시는 가구에 속하는 세부요

소로 구분하 고 이 두 가지에 요소에 해서는 시각뿐만 아니라 동 요

소(movingpart)에 한 각평가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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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평면 구성은 공간의 배치 계 공간간의 연계 계와 구성방

식을 살펴본 것으로 단 평면 크기(m²)와 유율(%)과 같은 평면의 일

반 특성과 주거내 공동공간인 거실,주방 식당의 연 계를 악

하여 공간의 분리정도를 ‘개방형’,‘주방분리형’,‘거실분리형’,‘독립형’으

로 구분하고,이외에도 거실 평면 구성 방식을 ‘복도+거실형’과 ‘거실 심

형’으로도 구분한다(한민정,2008).이를 요약하면 [표 6]와 같다.

[표 6]거실 평면 구성 방식 Type1& 2

거실 평면 구성 방식 TypeI

구분 공간구성특성

개방형 LDK
거실,식당,주방이 하나의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는 형태

거실분리형 L-DK
거실은 하나의 독립된 실로 분리되어 있고

부엌과 식당은 한 공간으로 구성된 형태

주방분리형 LD-K
주방은 독립되고 거실과 식당은 한 공간으로

구성된 형태

독립형 L-D-K 거실,주방,식당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형태

거실 평면 구성 방식 TypeII

구분 공간 구성 특성

복도형(복도+거실)
아 트의 평면에서 각 실로의 진입방식이 복도나

거실을 통하여 들어가는 형태

홀형( +거실)
아 트 평면에서 각 실로의 진입방식이 홀과

바로 인 하여 들어가는 형태

거실 심형
아 트의 평면에서 각 실로의 진입방식이

거실을 통하여 들어가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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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의 요소는 재료,색채,패턴 질감으로 분류된다.마감재에 설정

된 오 제개념의 표 방법은 ‘혼성’,‘첩’, ‘병치’,‘반복’,‘삽입’,‘복합’

‘솔리드’로 구분하 고 이는 각 요소의 특성을 고려한 후 변수 수 을 설

정하 다.

재료는 물리 물성 변화와 표면 조작의 방법으로 물성 표 에 변화를

수 있다.재료를 그 로 사용한다 해도 마감방법을 조 만 변화시킨

다면 받아들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느끼기 때문이다.

재료 변화는 재료 마감 방법 자체의 변화와 재료 구축 방법의 변화로

나뉜다.재료 마감 방법은 재료 자체의 변화(혹두기,물갈기,헤드라인,

혼드 마감 등)로 무늬를 새겨 결을 강조하여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홍룡일 & 이진숙,2013).

재료 구축 방법은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재료가 가지는 최

소한의 구조 역할을 부각시켜 디자인 요소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여 새

로운 감각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이다(김소희,2009).

색채는 ‘색상’‘톤’,‘색온도’,‘밝기’,‘배색’으로 앞서 말한 오 제개념의

표 방법에 용하 다. 한 색채의 구분방법은 색상(hue)을 유채색(R,

YR,Y,GY,G,BG,B,PB,P,RP)과 무채색으로 나 고 명도와 채도는

톤(Tone)으로 나타내어 이를 색상별로 11가지의 톤으로 구성한 IRI색상

& 색조 120을 참조하 다.

색채에 참고 하 던 I.R.I.색상 & 색조 120은 색상(hue),명도(value),

채도(chroma)의 3속성에 의한 색채표 을 색상(hue)과 색조(tone)로 단

순화 시켜 색채 분포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한 색표이다.기존에 개발된

여러 유형의 색상,색조 체계를 발 시켜,한국인의 감각을 수용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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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범용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120색은 110개의 유채

색과 10개의 무채색으로,110개의 유채색은 10개의 색상과 11개의 색조

로 이루어져 있다.가장 선호된 유채색은 GY,무채색은 N9,톤(tone)은

‘밝은(bright)’이다(여미 & 이창노,2012.).이와 련한 [그림 7]과 [표 7]

은 아래와 같다.

[그림 7]I.R.I.Hue& Tone120System

[표 7]I.R.I.Hue& Tone120System

항목 내용

색상(유채색) R,YR,Y,GY,G,BG,B,PB,P,RP

색상(무채색) N9.5,N9,N8,N7,N6,N5,N4,N3,N2,N1.5

톤(tone)

Vivid(선명한),Strong(강한),밝은(Bright),Pale(연한),Very

Pale(매우 연한),Light grayish(밝은 회색),Light(엷은),

Grayish(회색),Dull(칙칙한),Deep(짙은),Dark(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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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은 반복패턴으로 한정하고 무늬, 도,패턴 구성형태,패턴 배열

방법,모티 표 기법으로 구분하 다.

반복(repeat)패턴이란 좁은 의미로 반복되는 문양의 최소 단 인 단

형태를 의미하며,넓은 의미로는 제도과정에서 여러 개의 모티 로 구

성된 하나의 반복 패턴 디자인이 상하좌우로 연결되어 제 이 가능하도

록 만든 문양을 말한다(오희선 & 이정우,1996).

패턴무늬는 민무늬를 의미하는 솔리드와 마감재의 성질을 최 한 살린

자연으로 나 었고,텍스타일 디자인의 공간은 패턴의 도로 분류되어

고 도, 도, 도 디자인으로 분류하 다( 지은 & 박 미,2011).

패턴의 구성형태 한 반복패턴의 기본 인 종류인 하 드롭

(half-drop),하 릭(half-brick),스퀘어드롭(square-drop),단일디자인

(single-design)으로 나 었다.이상의 패턴의 4가지 구성 형태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4가지 패턴 구성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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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드롭(half-drop)이란 반각이 어 나는 형으로 한 단 의 패턴을

높고 낮게,마치 계단과 같은 식으로 배열하는 방식이다.하 릭

(half-brick) 한 반각이 어 나있는 형으로 한 단 의 패턴을 좌,우로

배열하는 방식이다.스퀘어드롭(square-drop)은 바둑 식 배열방식으로

규칙 이고 반복 으로 구성하며,단일디자인(single-design)은 반복하지

않고 하나의 패턴을 면에 그 로 드러내는 방식이다.

하 드롭(half-drop)과 하 릭(half-brick)은 패턴의 표 효과가 단조

롭고 고정 인 면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율동감 있는 배열로 표 할 수

있다.반면에 스퀘어드롭(sqaure-drop)과 단일디자인(single-design)은

단조롭고 일률 이고 딱딱하고 고정 인 배열 효과를 낼 수 있다(김빛나

& 신홍경,2010).

패턴 배열방법은 오버사이즈(oversize),반복 인(repetitive),불규칙한

(irregular), 솔리드(solid)로 분류하고, 모티 표 기법은 클래식

(classic),오리엔탈(oriental),자연 (natural),추상 (abstract)으로 분류

하 다( 지은 & 박 미,2011).

질감은 질감을 표 하는 표 인 어휘인 거친(rough),매끄러운

(smooth),딱딱한(hard),부드러운(soft),무거운(heavy),가벼운(light),

택없는(matt), 택있는(glossy),차가운(cool),따뜻한(warm)을 심으로

시각 질감을 표 하는 어휘를 디자인 변수로 선정하 다(유혜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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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최종 디자인 변수 정의

본 연구는 마감재 심으로 인테리어 구성요소를 도출하 기 때문에

마감재의 요소에 따라 최종 디자인 변수를 정의하 다.이는 문헌연구에

서 밝힌 바와 같이 다양한 재료의 표 은 공간에 새로운 지각체계를 형

성하고 마감의 변화로 다른 분 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

소희,2010).즉 시지각 인 공간에서 요한 물리 디자인 변수는 마감

재이다.

거실의 고 감에 유의미한 향을 끼치는 시각 각의 인테리어 구

성 동 요소는 바닥,아트월,월패드,조명,천장디자인(천장몰딩과 우

물천장디자인),내부샤시 총 7개로 각 인테리어 구성 동 요소의 디

자인 변수에 한 내용은 [표 8]-[표 16]으로 정리하 다.

바닥의 디자인 변수는 재료,색채,패턴무늬,패턴 도,패턴형태,질감

이며 마감재의 4가지 요소인 재료,색채,패턴 질감에 해서는 오 제

개념의 혼합 표 방법을 악한다.

[표 8]디자인 변수 1– 바닥

재료,색채,패턴,질감

재료 온돌마루(내추럴오크,화이트오크, 라운월넛),폴리싱타일

색채
색상(베이지,아이보리, 라운,

다크 라운),톤
I.R.I.색상 & 색조 120참조

패턴무늬 솔리드,자연,기타

패턴 도 고, ,

패턴형태
하 드롭(half-drop),하 릭(half-brick),

스퀘어드롭(square-drop),단일디자인(single-design)

질감 질감에 한 일반 인 선호도 10가지 어휘 활용

오 제 – 재료,색채,패턴 질감의 혼합 표

혼합(혼성, 첩),병치,반복,삽입,복합,솔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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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월의 디자인 변수는 재료,색채,패턴 도,패턴형태,패턴 배열방

법,모티 표 기법,질감,분할방식이며 마감재의 4가지 요소인 재료,

색채,패턴,질감에 해서는 오 제 개념의 혼합 표 방법을 악한

다.

[표 9]디자인 변수 2– 아트월

재료,색채,패턴(모티 포함),질감

재료 천연석,포세린타일,폴리싱타일

색채 색상,톤 I.R.I.색상 & 색조 120참조

패턴 도 고, ,

패턴형태
하 드롭(half-drop),하 릭(half-brick),

스퀘어드롭(square-drop),단일디자인(single-design)

패턴

배열방법

오버사이즈(oversize),반복 인(repetitive),불규칙한(irregular),

솔리드(solid)

모티

표 기법

클래식(classic),오리엔탈(oriental),자연 (natural),

추상 (abstract)

질감 질감에 한 일반 인 선호도 10가지 어휘 활용

오 제 – 재료,색채,패턴(모티 포함),질감의 혼합 표

혼합(혼성, 첩),병치,반복,삽입,복합,솔리드

월패드의 디자인 변수는 재료,색채, 치,사이즈,질감이며 마감재의

4가지 요소 재료,색채,질감에 해서 오 제 개념의 혼합 표 방

법을 악한다.

[표 10]디자인 변수 3– 월패드

재료,색채,질감

재료 라스틱,유리+ 라스틱,스틸+ 라스틱

색채 색상,톤 I.R.I.색상 & 색조 120참조

치 일반벽,아트월

사이즈 7인치( ),10인치( )

질감 질감에 한 일반 인 선호도 10가지 어휘 활용

오 제 – 재료,색채,질감의 혼합 표

혼합(혼성, 첩),병치,반복,삽입,복합,솔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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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디자인 변수는 재료,색채,빛투과율,사이즈,상 색 온도,

용부 , 용개수, 용방식,질감이며 마감재의 4가지 요소 재료,색

채,질감에 해서 오 제 개념의 혼합 표 방법을 악한다.

[표 11]디자인 변수 4– 조명

재료,색채,질감

재료 아크릴,바리솔,아크릴+유리,아크릴+스틸

색채 색상,톤 I.R.I.색상 & 색조 120참조

빛투과율 반투명유리 80-90%,확산아크릴 70%,바리솔 80%

사이즈 소, ,

상 색

온도
온백색(3000K),냉백색(4200K),주백색(5400K)

용 부 천장(직부등,직부+측면등)

용 개수 무테2등일체형,바형,포인트(스틸,유리),사각 임

용 방식
배치에 의한 조명방식( 반,국부),

배 에 의한 조명방식(직 ,간 )

질감 질감에 한 일반 인 선호도 10가지 어휘 활용

오 제 – 재료,색채,질감의 혼합 표

혼합(혼성, 첩),병치,반복,삽입,복합,솔리드

천장의 디자인 변수는 재료,색채,천장형태,우물천장,조명,질감이며

마감재의 4가지 요소 재료,색채,질감에 해서 오 제 개념의 혼합

표 방법을 악한다.

[표 12]디자인 변수 5– 천장디자인

재료,색채,질감

재료 벽지,시트(SMC:SheetMouldingCompound),도장
색채 색상,톤 I.R.I.색상 & 색조 120참조

천장형태 부분 용,테두리,통합

우물천장 type1,type2,type3,type4,type5

조명
간 조명 유,무

식당 조명과의 연결(일체,분리)

질감 질감에 한 일반 인 선호도 10가지 어휘 활용

오 제 – 재료,색채,질감의 혼합 표

혼합(혼성, 첩),병치,반복,삽입,복합,솔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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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디자인의 디자인 변수 ,우물천장에 한 설명은 아래 [표 13]

과 같다.

[표 13]우물천장 Type1-Type5

우물천장

type 설명

type1 깊이가 얕고 기본 틀만 갖춘 형태

type2 깊이가 당하고 기본 틀만 갖춘 형태

type3 깊이가 깊고 천장과 우물천장 공간을 만든 형태

type4 깊이가 당하고 기본 틀에 몰딩이 두꺼운 형태

type5 깊이가 깊고 기본 틀만 갖춘 형태

내부샤시의 디자인 변수는 재료,색채,사이즈,손잡이 형태,질감이며

마감재의 4가지 요소 재료,색채,질감에 해서 오 제 개념의 혼합

표 방법을 악한다.

[표 14]디자인 변수 6–내부샤시

재료,색채,질감

재료 KCC,Z:IN,제작상품

색채 색상,톤 I.R.I.색상 & 색조 120참조

손잡이
type1,type2,type3,type4

무 스틸, 택스틸,반사형 스틸

오 제 – 재료,색채,질감의 혼합 표

혼합(혼성, 첩),병치,반복,삽입,복합,솔리드

내부샤시의 디자인 변수 ,손잡이에 한 설명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내부샤시 손잡이 Type1-Type4

내부샤시 손잡이

type1 ㄱ모양의 길고 두꺼운 손잡이

type2 뾰족하고 길고 가느다란 지팡이 모양 손잡이

type3 간 두께의 90도로 각을 주어 튀어 나온 모양의 손잡이

type4 간 두께의 일자 모양의 기본 손잡이



-41-

최종 선정된 모든 디자인 변수에 용된 오 제 개념의 혼합 표

방법은 혼합(혼성, 첩),병치,반복,삽입,복합,솔리드로 분류하며(서

지은,2010),이에 한 내용은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오 제 – 마감재 평가 요소 혼합 표 방법

요소 방법 내용

재료

혼합
혼성 계 ,시기가 다른 마감재 혼합

첩 유사하거나 이질 인 재료의 겹침

병치 다른 재료를 나열 배치

반복 일률 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

삽입 반복형 사이에 다른 마감재가 삽입

복합 반복형과 인 한 다른 마감재가 병치

솔리드 동일한 재료가 체에 용

색채

혼합
혼성

톤(tone)차이가 있는 마감재 혼합

색온도 차이가 있는 마감재 혼합

무게감 차이가 있는 마감재 혼합

첩 유사하거나 이질 인 색채의 겹침

병치 다양한 색채의 나열 배치

삽입 반복형 사이에 다른 색채가 삽입

복합 반복형과 인 한 다른 색채가 병치

솔리드 동일한 색채가 체에 용

질감

혼합
혼성 유사한 질감의 마감재 혼합

첩 이질 인 질감의 마감재 혼합

병치 다양한 질감의 나열 배치

삽입 반복형 사이에 다른 질감이 삽입

복합 반복형과 인 한 다른 질감이 병치

솔리드 동일한 질감이 체에 용

패턴

혼합

혼성 시기가 다른 마감재 혼합

첩
유사한 패턴을 겹침

이질 인 패턴을 겹침

병치 다양한 패턴의 나열 배치

삽입 반복형 사이에 다른 패턴이 삽입

복합 반복형과 인 한 다른 패턴이 병치

솔리드 동일한 패턴이 체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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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주거 공간 련 감성 어휘 선정

감성 변수는 형용사의 형태로 정의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감성

평가 실험에서 사용할 주거 공간 고 감 련 감성 형용사를 도출하기

해 기존 문헌 조사,웹 설문 조사, 문가 평가 일럿 테스트를 통

해 감성 형용사를 수집하 다.

3.5.1.감성 형용사 수집

감성 어휘 감성 평가에 한 기존 연구들을 조사하여 감성 형용사

군의 기 를 마련하고 포털사이트와 문가 인터뷰를 통해 형용사를 수

집하 다.이 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형용사 체계를 분류한 신순자

(1991)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말 형용사는 감각형용사,감정형용사,평가

형용사,존재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국문학자에 의한 분

류체계에서는 ‘감성형용사’가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 평가 선행 연구에서 수집된 감각어휘들에 한 여러 문헌 조사

(김찬화(2005),송정근(2009),손용주(1992),김억조(2009),남지순(2006))

를 실시하 고 총 1058단어의 감각형용사를 발췌하 다.

김정남(1998)은 감각어휘는 어휘 분류 체계에 의해 독립 으로 분류된

다고 하 다.자극은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감성은 감각을 지각할

때 발생한다.사용자의 감성에 향을 미치는 맥락 혹은 기억은 사람마

다 달라 감성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감을 이루는 감성을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결과 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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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감성 형용사 선별 통합

1차 수집한 형용사 군에서 감성 평가에 합한 형용사를 선별 혹은 제

거 통합하기 해 네 단계의 과정(그림 9참고)을 수행하 다.1단계

에서는 국내외 기존 문헌의 감성어휘에서 어와 한 을 각각 조사하여

감각어휘를 포함한 총 1058단어의 감성 형용사를 수집하 다.2단계에

서는 복되었거나 건축이나 공간과 련 업는 단어를 제거하여 총 680

단어로 추려내었다.3단계에서는 정 원 & 나건(2007)의 주거 공간의 실

내디자인 평가 디자인 감성어휘를 분류체계에 따라 감각형용사,감정형

용사,평가형용사,존재형용사로 나 었고 4단계에서는 반의어와 유의어

를 분석하여 총 120단어로 재수집하 다.

[그림 9]감성형용사 수집,선별 통합 과정

3.5.3.최종 감성 형용사 도출 감성 변수 정의

실내디자인 분야의 감성 평가 연구(윤정선 외(2000),김경숙 & 이연

숙(2004),박혜숙,& 윤정숙(2001))와 디자인 평가를 한 감성어휘 연구

(정 원 & 나건,2007)를 종합하여 보면 실내디자인 감성어휘와 이를 구

성하는 어휘군 사이에는 [그림 10]과 같은 계가 성립된다.평가 형용사

부류에 속한 감성 어휘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감

각형용사와 존재형용사에 분포되고 감정형용사는 가장 은 빈도수를 차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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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형용사 유형과 감성어휘의 련성

평가 형용사 부류에 속한 감성 어휘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감각형용사와 존재형용사에 분포되고 감정형용사는 가장

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감각어휘에 집

하여 이를 [표 17]와 같이 시각,후각,미각, 각,청각,기 감각으로 나

었고 최종 으로 시각, 감에 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하 다.이는

부분의 장류는 정보 탐색에 있어서 시각이 가장 지배 이며 최

80%의 뇌 피질이 시각 자극을 담당하며(Vishton,2013)시각과 각정

보는 오감 가장 상세하여 제품을 식별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이다.특

히 시각은 각보다 정보처리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가장

우세한 감각이라 할 수 있다(Schifferstein& Cleiren,2005).

제품평가에 있어서도 시각과 각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일반 으로

제품을 할 때 제품 평가에 있어 시각 정보의 향력이 가장 크며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제품 평가에 한 각의 향력이 높아진다

(Fenko,2010). 한 정 인 사용 경험에 해서는 시각이 가장 큰

향을 주고 부정 인 사용 경험은 각이 가장 큰 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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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디자인 평가를 한 표 감각 어휘에 한 분류 결과

감각 분류 감각 분류

시각

색채

각

재질

밝기 온도

채도 습도

크기(1차원) 통각

크기(2차원)

청각

음색

크기(3차원) 음량

모양 음높이

후각 　 울림(공명)

미각 　 기 감각 허 감각

문가를 상으로 120개의 형용사 합성 인터뷰를 실시하여 주거 공

간 련 없거나 의미가 애매모호하거나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형용사를 추려내어 제거한 후에 남은 형용사를 거실 공간의 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에 련지어 최종 선정된 형용사 군은 [표 18]의 22개와 같다.

[표 18]거실 공간 최종 선정된 감성 형용사

선정된 형용사 군
시원한 느낌 따뜻한 느낌 거친 느낌 매끄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연한 느낌 단단한 느낌 가벼운 느낌

묵직한 느낌 어두운 느낌 밝은 느낌 강렬한 느낌

어수선한 어수선하지 않은 답답한 느낌 뻑뻑한 느낌

균형 없는 균형 있는 얕은 느낌 깊은 느낌

얇은 느낌 두꺼운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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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감성 평가 실험

아 트에 주거하는 사용자는 내장재에 따라 아 트에 한 고 감

는 함을 느낄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아 트의 기

본 내장에서 느끼는 감성에 해 주목하여 [그림 11]과 같은 차를 통

해본 평가 실험을 설계하 다.거실 공간에서 평가해야 할 요소는 바닥,

벽지,아트월,월패드,내부샤시,조명,천장지,우물천장 디자인,그리고

천장몰딩이다.모든 요소에 해 시각 평가를 실시하 고 이 바닥,벽

지,아트월,월패드,내부샤시에 해 다음과 같이 각 동 요소 평

가를 병렬 시행하 다.바닥은 ‘바닥 만지는 느낌’,벽지는 ‘벽지 만지는

느낌’,아트월은 ‘아트월 만지는 느낌’,월패드는 ‘월패드 만지는 느낌’,내

부샤시는 ‘내부샤시 여닫는 느낌’을 평가하 다.

[그림 11]감성 평가 실험을 한 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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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실험 환경 구축

본 연구의 감성 평가 실험을 해 랜드,지역,모델하우스 선정 차

를 거쳤다.A사,B사,C사,D사,E사의 총 5개 랜드를 선정하고 여러

모델하우스를 직 장 방문하여 실험자들이 쉽게 설문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인지 장평가 용이성과 함께 후에 분석을 해 사진촬 가능성 등

을 확인하 다.감성 평가를 진행할 모델하우스는 5개 랜드의 총 9개

로 확정하 다.모든 모델하우스에 일럿 테스트 진행 후 이를 반 하

여 감성 평가 설문지를 온/오 라인 형태로 완성하 다.아래 [표 19]의

코드에서 S는 59㎡ 평형을 의미하며 M은 84㎡ 평형을 의미하고 L은

114㎡ 이상의 평형을 의미한다.

[표 19]감성 평가 상 리스트

랜드 치 평형 코드

힐스테이트 은평구 59㎡ AS

힐스테이트 은평구 84㎡ AM

래미안 등포구 59㎡ BS

래미안 등포구 84㎡ BM

자이 치동 84㎡ CM

자이 치동 114㎡ CL

푸르지오 치동 120㎡ DL

e편한세상 등포구 84㎡ EM

e편한세상 등포구 115㎡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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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감성 평가 실험참여자 구성

실험참여자 상은 남녀 합하여 총 32명이다.연령 는 30 이상 50

이하,성별 구성은 여성 28명,남성 4명이다. 한 응답자의 거주지는

96.3%가 수도권이었으며 직종은 43.7%가 사무직이었고 주거형태는 아

트가 73.5%이며 그 57.4%가 주요 랜드 아 트에 거주하 다.2005

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 이내 꾸며진 인터리어에 거주하는 응답자

는 53% 다.모델하우스 감성 평가는 한 실험참여자 당 총 9회를 실시

하여 총 288회의 감성 평가를 수행하 다.

[표 20]감성 평가 설문 응답자 요약

연령
체

30 40 50

성별
남성 2 2 0 4
여성 13 10 5 28
체　 15 12 5 32

3.6.3.설문지

거실 공간 감성 평가를 해 기존 문헌연구와 2차 웹 설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감각 어휘를 그룹화하고 인테리어 구성요소 당 각 3-5개의 감

각을 평가하도록 하 다.감성 평가 실험에서 사용할 형용사는 의미미분

법(SD)으로 표 할 수 있도록 형용사 군을 정제하 고 문가와의 의

를 통해 형용사 군 사용할 형용사를 선정하고 이들을 형용사

(adjectivepairs)로 만들어 감성 평가에 합한 단어로 변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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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성 평가 문항 개발에 반

하여 일부 평가 항목을 수정하 고 동 구성요소 평가항목을 개별 인

테리어 구성요소 평가와 결합하여 1페이지를 구성하 다.

평가는 공간의 고 감,개별 인테리어 구성요소의 고 감 개별 동

구성요소별 고 감으로 세 부분으로 나 어 이루어졌다.각 항목은

100 만 으로 고 감을 평가하고 7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여

감각평가를 하도록 하 다.감성 평가 실험에서 사용한 감성 평가 설문

지는 [부록 2]에 첨부하 다.

[그림 12]모바일 웹 설문 장 평가 모습



-50-

3.6.4.실험 차

장평가는 2015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상은 30 이상 50 이하의 남녀 총 32명으로 성별 구성은 여성 25

명,남성 8명이다.평가 실험을 진행하기 실험참여자들을 상으로 개

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 다.평가의 목 을 간략히 설명하고 평가 방

식과 평가 시 유의사항을 숙지시켰다.평가는 한 샘 당 40분가량 소요

되었다.

본 연구는 사용자가 아 트의 기본내장에서 느끼는 감성에 한 연구

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장재에 따라 아 트에 한 고 감 는 함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 다.따라서 본 평가 실험의 목 은 아 트의 주

요 공간 주요 인테리어 구성요소가 가지는 감각 속성을 악한다고

강조하 다.

설문 방식은 개별 실험참여자가 모델하우스를 보다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설문을 사용하 다. 한 평가는 총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고 장소도 달랐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차이에 따른 편향된 결과

가 도출될 험이 있었다.이를 방지하기 해 32명의 실험참가자들의

모델하우스 방문 순서와 시간을 [표 21]과 같이 배정하 다.

[표 21] 모델 하우스 방문 순서 7가지

1 H사 E사 R사 X사 P사

2 H사 E사 R사 P사 X사

3 R사 E사 H사 P사 X사

4 R사 E사 H사 X사 P사

5 H사 X사 P사 E사 R사

6 P사 X사 R사 E사 H사

7 X사 P사 R사 E사 H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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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결과

감성 평가 데이터를 토 로 고 감에 해 공간 별,인테리어 요소 별

기 통계를 수행하 다.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거실 고 감에 향력 있

는 인테리어 구성요소를 도출하 고,도출 된 인테리어 구성요소와 감각

어휘 간에 상 분석과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유의미하지 않은 감각어휘

를 제거하 다.마지막으로 범주형 회귀분석을 통해 각 인테리어 구성요

소의 고 감과 련 된 디자인 변수를 선정하여 최종 으로 거실 공간의

고 감에 한 시각모형과 각모형을 도출하 다.실험에 한 분석은

SPSS22.0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4.1.거실 공간과 인테리어 구성요소 고 감 분석

본 에서는 32명의 실험참가자들이 9개 샘 의 모델하우스를 감성

평가 한 결과를 토 로 기 통계 분석을 하 다.5개 공간별 고 감 평

균과 표 편차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공간 별 고 감 감성평가 기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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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모든 샘 에서 거실과 주방에 한 만족도는 높지만

과 공용욕실에 한 만족도가 낮다. 한 9개 샘 의 거실 공간 고 감

의 평균은 5개의 공간 가장 높은 수(81.84 )를 받았다.공용욕실

공간 고 감의 평균은 5개의 공간 가장 낮은 수(78.06 )를 받았다.

거실 공간 인테리어 구성요소의 평균 고 감 수는 샘 에서 바

닥,벽지,아트월,월패드,내부샤시,조명,천장지,우물천장디자인이 높

았으나,천장몰딩의 고 감 수(76.54)는 상 으로 낮았다.이를 정리

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인테리어 구성요소 별 고 감 감성평가 기 통계 분석



-53-

4.2.거실 공간 고 감에 한 시각 감성 실증 분석

앞서 도출한 거실 공간과 인테리어 구성요소의 고 감에 한 평균

수와 변수들의 모집단에 한 정규성 검증을 바탕으로 거실 공간 고 감

과 인테리어 구성요소,인테리어 구성요소와 감각어휘 ,마지막으로 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의 고 감과 디자인 변수에 한 시각 감성 반응을 실

증 으로 분석하 다.본 연구의 감성 반응 실증분석은 상 분석을 바탕

으로 다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과 범주형 회귀분석

(categoricalregression)을 통해 실시하 다.

[그림 15]감성 반응 분석을 한 회귀분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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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거실 공간 고 감과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 고 감 간 회귀모형

거실 공간 고 감에 향을 미치는 거실 공간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

를 도출하기 해,거실 공간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의 고 감 평균

수를 독립변수,거실 공간 고 감 평균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

분석을 수행하 다.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127.494,

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의 거실 공간 고 감에 한 회귀계수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eta

(상수) 11.781 2.206 5.339 .000

바닥고 감 .112 .034 .142 3.316 .001

벽지고 감 .023 .044 .028 .524 .601

아트월고 감 .074 .042 .080 1.759 .080

월패드고 감 .118 .046 .128 2.578 .010

내부샤시고 감 .060 .045 .068 1.338 .182

조명고 감 .131 .048 .162 2.739 007

천장지고 감 .042 .059 .049 .715 .475

우물천장디자인고

감
.170 .055 .191 3.116 .002

천장몰딩고 감 .149 .027 .206 5.439 .000

*R²=0.802, *F=127.494,유의확률 0.000

분석결과,거실 고 감에 향을 주는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는 바닥,

월패드,조명,우물천장디자인,천장몰딩이었다.이들의 고 감에 한 가

설검정 결과는 모두 유의하며(p<0.05),조명 고 감과 천장디자인의 우

물천장디자인과 천장몰딩의 고 감의 표 화 계수는 각 0.131,0.170과

0.419로 다른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에 비해 상 으로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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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거실 고 감에 향을 주지 않는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는 벽

지,아트월,내부샤시,천장지이었다.이들의 고 감에 한 가설 검정 결

과는 벽지고 감(p=0.601), 아트월고 감(p=.080), 내부샤시고 감

(p=0.182),천장지고 감(p=0.475)의 값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05),

벽지와 천장지의 표 화 계수는 각 0.028과 0.049로 다른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에 비해 상 으로 더 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유의미한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 모두 거실 고 감에 양

(positive)의 향을 다.거실 고 감과 주요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

들의 고 감 간 회귀모형은 모형(1)과 같이 도출되었다.

[그림 16] 분석결과 1모형

– 거실 공간 고 감과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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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주요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 고 감과 감각어휘 간 회귀모형

본 연구에서는 감각어휘 들을 독립 으로 설정하 고,앞서 밝힌 웹

설문의 소결과 주요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 5개와 감각어휘 3개 들과

의 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에 향을 미

치는 각 감각어휘 을 도출하 다.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와 감각어휘

들과의 상 분석 결과 [표 23]은 아래와 같다.

[표 23]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와 감각어휘 과의 상 분석 결과

인테리어

구성요소

감각 어휘

해당

감각어휘 1

해당

감각어휘 2

해당

감각어휘 3

바닥고 감 .136* .251** .189**

월패드고 감 .339** .219** .409**

조명고 감 .136* .251** .189**

우물천장디자인고 감 .292** .251** .309**

천장몰딩고 감 .344** .200** .228**

주)person상 계수,***p<0.001 (N=282)

각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감각어휘 세 가지 들(three

pairsofsemantic-differentialadjectives)의 7 척도 수를 독립변수,

거실 공간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의 고 감 평균 수를 종속변수 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분석결과는 아래 [표 24]에서부터 [표 28]까

지와 같다.

바닥 고 감에 한 감각어휘 “거친-매끄러운”의 회귀는 통계 으

로 유의했으며(F=7.040,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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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시각 고 감을 결정하는 요소로 택이 가장 요하 고,온

돌마루보다 매끄러운 질감을 제공하는 폴리싱 타일이 바닥 고 감에서

가장 높은 수를 받은 것을 설명해 다.

[표 24]바닥 고 감과 감각어휘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eta

(상수) 68.563 2.978 23.025 .000

시원한-따뜻한 .630 .511 .077 1.233 .219

거친-매끄러운 2.632 .876 .333 3.004 .003

거친-부드러운 -1.013 .922 -.125 -1.098 .273

*R²=0.061

월패드 고 감에 한 감각어휘 “어수선한-어수선하지 않은”의 회

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18.986,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25]와 같다.

월패드의 시각 고 감을 결정하는 요소는 외형 정숙함이었고,단

순하고 세련된 외형에 한 인상을 그 기능 인터페이스 측면으로 연

결하는 경향을 확인하 다.

[표 25]월패드 고 감과 감각어휘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eta

(상수) 62.962 2.488 25.303 .000

거친-매끄러운 .577 .636 .075 .907 .365

연한-단단한 .132 .446 .019 .297 .766

어수선한-어수

선하지 않은
2.388 .596 .344 4.006 .000

*R²=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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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고 감에 한 감각어휘 “어두운-밝은”,“시원한-따뜻한”,“어

수선한-어수선하지 않은”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45.349,

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26]와 같다.

조명은 세 가지 모든 감각어휘 들이 조명의 시각 고 감에 향을

미치는 유일한 인테리어 요소이다.조명이 무 밝지 않으며,따뜻하고,

어수선하지 않을수록 조명의 고 감이 증가하 다.

한 조명은 밝기,명암,온도 차이 등을 이용하며 1차 인 밝기의 욕

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인테리어 요소들과의 조화를 통하여 다양성과

차별화를 유도하여 거실 체 고 감에 향을 미칠 수 있다(김소연,

2014).

[표 26]조명 고 감과 감각어휘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eta

(상수) 56.675 2.492 22.744 .000

어두운-밝은 -1.473 .575 -.189 -2.560 .011

시원한-따뜻한 2.341 .568 .265 4.125 .000

어수선한-어수

선하지 않은
3.600 .571 .500 6.305 .000

*R²=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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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천장디자인 고 감에 한 감각어휘 “어두운-밝은”,“얕은-깊

은”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13.464,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27]와 같다.

천장디자인의 우물천장디자인의 시각 고 감을 결정하는 요소는 밝

기와 높이이며,우물천장이 밝고 깊을수록 고 감이 증가하 다.

이는 우물천장의 틈새에 간 조명을 설치하기 해 우물천장을 깊게

설계하는 것과 연 이 있다.최근 고 형 아 트는 천장에 한 세부

인 디테일과 간 조명이 부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오혜경,2002).

한 앞서 밝힌 조명과 다른 인테리어 요소와의 결합으로 상호 고 감

증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표 27]천장디자인(우물천장디자인)고 감과 감각어휘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eta

(상수) 65.183 2.621 24.874 .000

어두운-밝은 1.277 .522 .163 2.447 .015

시원한-따뜻한 .756 .457 .108 1.653 .100

얕은-깊은 1.101 .467 .169 2.356 .019

*R²=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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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몰딩 고 감에 한 감각어휘 “거친-매끄러운”,“얇은-두꺼운”

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17.993,p<0.05),회귀계수 도출 결

과는 [표 28]와 같다.

천장디자인의 천장몰딩의 시각 고 감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택과

두께이며,천장몰딩이 매끄럽고 두꺼울수록 고 감이 증가하 다.

한 천장몰딩은 우물천장 디자인의 일부로 따로 구분지어 해석하기

보다는 우물천장의 밝기와 높이를 천장몰딩의 택과 두께로 각각 연결

하여 해석해야한다.

즉 우물천장의 밝기와 높이를 천장몰딩의 택과 두께로 각각 연결시

켜 우물천장에 간 조명이 있으면 천장몰딩이 보다 매끄럽게 보이며,우

물천장이 높을수록 천장몰딩의 두께 한 넓어지는 경향을 확인하 다.

[표 28]천장디자인(천장몰딩)고 감과 감각어휘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eta

(상수) 56.028 3.264 17.166 .000

거친-매끄러운 3.478 .720 .384 4.830 .000

어두운-밝은 -.681 .718 -.075 -.948 .344

얇은-두꺼운 1.666 .458 .201 3.642 .000

*R²=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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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소결 – 분석결과 1과 분석결과 2

거실 공간 고 감과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에 한 분석결과 모형(1)

에 주요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들과 감각어휘 들 간의 회귀결과를 결

합한 회귀모형은 모형(2)과 같이 도출되었다.

[그림 17] 분석결과 2모형

–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와 감각어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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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공간 고 감에 향을 미치는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는 벽지,

아트월,천장지,내부샤시를 제외한 바닥,월패드,조명,우물천장,천장몰

딩으로 총 5개이다.

바닥 고 감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은 “거친-매끄러운”으로 정

의된 감성변수는 매끄러움( 택)이다.월패드 고 감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은 “어수선한-어수선하지 않은”으로 정의된 감성변수는 정숙

함이다.

조명 고 감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은 “어두운-밝은”,“시원한-

따뜻한”,“어수선한-어수선하지 않은”으로 정의된 감성변수는 밝기,온

도,정숙함이다.

천장디자인 우물천장 디자인 고 감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은 “어두운-밝은”,“얕은-깊은”으로 정의된 감성변수는 밝기,높이다.천

장디자인 천장몰딩 고 감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은 “거친-매

끄러운”,“얇은-두꺼운”으로 정의된 감성변수는 매끄러움( 택),두께이

다.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29]와 같다.

[표 29]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와 감각어휘 정의된 감성변수

인테리어 구성요소 감각어휘 정의된 감성변수

바닥 고 감 거친 – 매끄러운 매끄러움( 택)

월패드 어수선한 – 않은 정숙함

조명 고 감

어두운 -밝은

밝기,온도,정숙함시원한 -따뜻한

어수선한 – 않은

우물천장 디자인 고 감
어두운 -밝은

밝기,높이
얕은 -깊은

천장몰딩 고 감
거친 -매끄러운

매끄러움( 택),두께
얇은 -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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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 고 감과 디자인 변수 간 회귀모형

5가지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에 향을 미치는 각 디자인 변수를 도

출하기 해,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의 고 감 수를 독립변수,해당 디

자인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범주형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바닥 고 감에 한 바닥 련 디자인 변수,재료와 질감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3.309,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30]와 같다.

[표 30]바닥 고 감과 디자인 변수 간 회귀모형

모형
표 화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Beta 표 오차

재료 .194 .110 6 3.102 .006

색상 .095 .135 5 .500 .776

톤 .050 .099 3 .257 .857

패턴 도 .042 .087 1 .236 .627

질감 .316 .126 2 6.274 .002

*R²=0.176

바닥 고 감에 향을 미치는 재료의 종류는 크게 온돌마루와 폴리싱

타일로 나뉘며,온돌마루는 마감재의 특성에 따라 내추럴오크,화이트오

크, 라운월넛으로 분류하 다.

바닥의 질감은 질감에 한 일반 인 선호도 10가지 어휘를 활용하

으며,‘거친’,‘부드러운’,‘택 있는’세 가지 어휘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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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바닥 고 감에 한 재료 질감

바닥은 온돌마루 화이트 오크를 사용하 을 때 가장 고 감이 높았

으며,질감은 택이 있을 때 가장 고 감이 높았다.하지만 9개의 샘

8개가 온돌마루 으며,이 폴리싱 타일은 1개 던 을 미루어보

았을 때,폴리싱 타일이 바닥 재료 가장 고 스러운 재료라고 볼 수

있다.이는 택이 있는 ‘매끄러운’이 가장 고 스러운 질감으로 선정된

이유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월패드 고 감에 한 월패드 련 디자인 변수,재료와 색상의 회귀

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7.888,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월패드 고 감과 디자인 변수 간 회귀모형

모형
표 화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Beta 표 오차

재료 .838 .336 2 6.226 .002

색상 .570 .215 2 7.042 .001

치 .144 .145 1 .982 .322

사이즈 .476 .292 1 2.659 .104

*R²=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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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고 감에 향을 미치는 재료의 종류는 기본을 라스틱으로

하고,그 에 유리와 스틸의 장식이 부착 된 형태로 분류하 다.

월패드의 색상은 I.R.I.색상 & 색조 120표를 참고하여 화이트(N9.5),

블랙(N1),블랙(N1)과 실버(N9)가 조합 된 색으로 나 어 총 3가지를 사

용하 다.

[그림 19]월패드 고 감에 한 재료 색상

월패드는 라스틱에 스틸 장식을 부착한 마감재를 사용하 을 때 가

장 고 감이 높았으며,색상은 블랙(N1)과 실버(N9)가 조합 되었을 때

가장 고 감이 높았다.이는 단일 마감재보다 다른 부착물과의 조합이

월패드의 고 감을 상승시키며,그 스틸 소재의 마감재가 가장 고

감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 블랙 색상과 스틸 마감재의 조

화는 월패드의 시각 고 감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어수선한

– 어수선하지 않은”의 결과를 참고하여,사용자가 가장 어수선하지 않

다고 느끼는 월패드 디자인 변수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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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고 감에 한 조명 련 디자인 변수,사이즈와 상 색 온도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3.661,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조명 고 감과 디자인 변수 간 회귀모형

모형
표 화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Beta 표 오차

재료 .156 .122 3 1.637 .181

사이즈 .322 .154 2 4.389 .013

상 색 온도 .366 .115 2 10.143 .000

용개수 .115 .101 4 1.287 .275

톤 .242 .154 2 2.472 .086

용부 .209 .146 1 2.037 .155

*R²=0.161

조명의 고 감에 향을 미치는 사이즈는 샘 간에 상 비교를 통해

소형, 형, 형으로 나 었고,상 색 온도는 온백색(3000K),냉백색

(4200K),주백색(5400K)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 다.

[그림 20]조명 고 감에 한 상 색 온도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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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은 상 색 온도가 주백색(5400K)일 때 고 감이 가장 높았으며,

사이즈는 형일 때 고 감이 가장 높았다.이는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

소로써의 조명은 1차 인 밝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야하며,조명의 사이즈

는 무 작거나 크지도 않은 간 사이즈의 조명을 선호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명의 시각 고 감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어두운

– 밝은”,“시원한 – 따뜻한”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이는

사용자에게 기존에 인식되어 있는 조명에 한 이미지가 밝을수록 좋다

는 것이 반 된 것으로,실제로 실험참가자들이 모델하우스를 체험하며

느 을 때에는 무 밝지 않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조명을 선호하는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모델하우스는 기본 조명 외에도 쇼룸

(show-room) 리티(quality)를 하여 보조 조명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

아 이와 련 된 조명 련 고 감 상승효과도 존재하 을 수도 있다.

천장디자인 우물천장 디자인의 고 감에 한 우물천장 련 디자

인 변수,천장형태,우물천장,질감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

(F=5.919,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천장디자인(우물천장 디자인)고 감과 디자인 변수 간 회귀모형

모형
표 화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Beta 표 오차

재료 .308 .180 1 2.927 .088

천장형태 .393 .195 2 4.053 .018

우물천장 .261 .131 4 3.947 .004

간 조명 .070 .122 1 .329 .567

질감 .459 .217 2 4.456 .012

*R²=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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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우물천장 디자인 고 감에 한 천장형태,우물천장 질감

천장디자인 우물천장의 고 감에 향을 미치는 천장형태는 통합,

부분 용,테두리로써 통합은 우물천장이 하나의 마감재로 된 형태,부분

용은 우드시트와 같은 다른 마감재가 혼합 된 형태,테두리는 몰딩의

형태가 뚜렷한 형태이다.

우물천장은 우물천장의 체 인 형태로써,type1은 깊이가 얕고 기본

틀만 갖춘 형태,type2는 깊이가 당하고 기본 틀만 갖춘 형태,type3는

깊이가 깊고 천장과 우물천장 공간을 만든 형태이며,type4는 깊이가

당하고 기본 틀에 몰딩이 두꺼운 형태,type5는 깊이가 깊고 기본 틀만

갖춘 형태이다.이는 [표 13]의 우물천장 Type1– Type5에도 설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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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다.

우물천장의 질감은 질감에 한 일반 인 선호도 10가지 어휘를 활용

하 으며,‘매끄러운’,‘부드러운’의 두 가지 어휘를 사용하 다.

우물천장 디자인의 천장형태는 몰딩의 형태가 뚜렷한 테두리 형태가

가장 고 스러웠으며,우물천장은 깊이가 당하고 기본 틀에 두꺼운 몰

딩을 갖춘 형태인 type4가 가장 고 스러웠다.우물천장의 질감은 매끄

럽기보다는 부드러운 질감을 압도 으로 선호하 다.

이는 우물천장 디자인의 시각 고 감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

“어두운 – 밝은”,“얕은-깊은”의 결과와도 연 성이 있다.밝은 느낌에

당한 깊이의 우물천장은 사용자에게 부드러운 질감을 제공하고 몰딩의

두꺼운 형태를 확연히 드러내어 고 감을 증 시킨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천장디자인 천장몰딩 고 감에 한 천장몰딩 련 디자인 변수,

우물천장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5.231,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천장디자인(천장몰딩)고 감과 디자인 변수 간 회귀모형

모형
표 화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Beta 표 오차

재료 .143 .206 1 .482 .488

천장형태 .279 .184 2 2.312 .101

우물천장 .338 .130 4 6.791 .000

간 조명 .007 .093 1 .006 .941

질감 .215 .153 2 1.965 .142

*R²=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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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디자인 천장몰딩의 고 감에 향을 미치는 우물천장의 체

인 형태는 앞서 우물천장 디자인의 고 감에서 설명했듯이 type1,type2,

type3,type4로 분류한다.

천장몰딩의 고 감은 우물천장의 형태가 type2일 때,즉 깊이가 당

하고 기본 틀만 갖춘 형태일 때 가장 높았다.이는 우물천장 디자인의

고 감에서 우물천장의 형태가 기본 틀에 몰딩을 갖춘 형태인 type4인

것과 차이가 있지만,크게 보면 우물천장은 체 으로 깊이가 당해야

하며 몰딩이라는 부가 인 디자인이 추가되어야 천장디자인의 고 감이

반 으로 상승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2]천장몰딩 고 감에 한 천장형태

마지막으로 디자인 변수,평형과 거실로의 진입방식은 모든 주요 인테

리어 구성요소의 고 감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이는 개

별 인테리어 구성요소 별 디자인 변수에 의한 고 감 차이 외에도 거실

의 공간 구성에 거실 체의 고 감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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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거실 공간 고 감에 한 각 감성 실증 분석

4.3.1.거실 공간 고 감과 각 인테리어 동 요소 고 감 간 회귀모형

거실 공간 고 감에 향을 미치는 거실 공간 각 인테리어 동 요소

를 도출하기 해,거실 공간 각 인테리어 동 요소의 고 감 평균

수를 독립변수,거실 공간 고 감 평균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

분석을 수행하 다. 회귀모형은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150.294,

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각 인테리어 동 요소의 거실 공간 고 감에 한 회귀계수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eta

(상수) 11.922 2.610 4.567 .000

바닥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정도

.299 .052 .341 5.784 .000

벽지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정도

.097 .052 .112 1.872 .062

아트월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정도

.168 .048 .178 3.526 .000

월패드

만지는느낌의

고 스러운정도

.154 .054 .166 2.856 .005

내부샤시여닫는

느낌의

고 스러운정도

.154 .044 .173 3.484 .001

*R²=0.727, F=150.294,유의확률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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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거실 고 감에 향을 주는 각 동 요소는 바닥,아트월,

월패드,내부샤시이었다.이들의 고 감에 한 가설검정 결과는 모두 유

의하며(p<0.05),바닥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와 아트월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의 표 화 계수는 각 0.341과 0.178로 다른 각

인테리어 동 요소에 비해 상 으로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거실 고 감에 향을 주지 않는 각 인테리어 동 요소는 벽지

이었다.벽지의 고 감에 한 가설 검정 결과는 벽지고 감(p=0.601)의

값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0.05),벽지의 표 화 계수는 각 0.112로 다

른 각 인테리어 동 요소에 비해 상 으로 더 은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4개의 유의미한 각 인테리어 동 요소 모두 거실 고 감에 양

(positive)의 향을 다.거실 고 감과 주요 각 인테리어 동 요소

들의 고 감 간 회귀모형은 모형(3)과 같이 도출되었다.

[그림 23] 분석결과 3모형

– 거실 공간 고 감과 각 인테리어 동 요소 -



-73-

4.3.2.주요 각 인테리어 동 요소 고 감과 감성어휘 간 회귀모형

본 연구에서는 감각어휘 들을 독립 으로 설정하 고,앞서 밝힌 웹

설문의 소결과 주요 각 인테리어 동 요소 4개와 감각어휘 3개 들과

의 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에 향을 미

치는 각 감각어휘 을 도출하 다. 각 인테리어 동 요소와 감각어휘

들과의 상 분석 결과 [표 36]은 아래와 같다.

[표 36] 각 인테리어 동 요소와 감각어휘 과의 상 분석 결과

인테리어

구성요소

감각 어휘

해당

감각어휘 1

해당

감각어휘 2

해당

감각어휘 3

바닥만지는느낌의

고 스러운정도
.237** .179** .357**

아트월만지는느낌의

고 스러운정도
.161** .239** .333**

월패드만지는느낌의

고 스러운정도
.373** .243** .302**

내부샤시여닫는느낌의

고 스러운정도
.149* .306** .449**

주)person상 계수,***p<0.001 (N=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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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한 감각어휘 “가벼운-묵

직한”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16.440,p<0.05),회귀계수 도

출 결과는 [표 37]과 같다.

바닥의 각 고 감을 결정하는 요소로 무게감이 가장 요하 고,

이는 바닥의 시각 고 감과 마찬가지로 묵직한 혹은 견고한 감을 제

공하는 폴리싱 타일을 온돌마루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반 한다.

각(시각)에 의해 먼 노출되고 나면 시각( 각)에서도 3차원의 물

체 인지가 가능하다.이는 시각과 각의 시스템이 비슷한 묘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물체의 표면 재질이나 구조에 한 정보를

두 감각이 서로 교환 가능하다는 것이다(Suzuki& Gyoba,2008).

[표 37]바닥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와 감각어휘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eta

(상수) 65.166 2.617 24.905 .000

거친-부드러운 .990 .443 .135 2.236 .026

연한-단단한 -1.028 .544 -.144 -1.891 .060

가벼운-묵직한 3.218 .613 .404 5.251 .000

*R²=.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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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월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한 감각어휘 “가벼운-

묵직한”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11.917,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38]과 같다.

아트월의 각 고 감을 결정하는 요소로 무게감이 가장 요하

고,바닥의 각 고 감과 마찬가지로 아트월에 묵직한 혹은 견고한

감을 제공하는 마감재를 사용하면 고 감이 증 된다고 할 수 있다.

아트월은 거실 공간의 고 감에 유의미하지 않은 시각 인테리어 구

성요소이지만 반면에 유의미한 각 인테리어 동 요소로 선정되었다.

최근 아트월의 디자인 추세는 반 으로 자연 재료의 질감을 주

로 표 이 되는 방식인 S-T(solid-texture)패턴이 선호되고 있다.이를

해 오버사이즈 되거나 비정형의 방식으로 과감하게 표 된 모티 를

선호한다(박 순 외,2010).

이는 마감재를 가공하지 않고 본연의 형태,크기,질감 등을 최 한 살

려 묵직하고 견고한 느낌을 제공하므로 고 감을 유발할 수 있다.

[표 38]아트월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와 감각어휘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eta

(상수) 67.031 2.459 27.257 .000

거친-부드러운 .238 .434 .034 .547 .585

연한-단단한 .311 .515 .045 .604 .546

가벼운-묵직한 2.200 .544 .293 4.044 .000

*R²=.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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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한 감각어휘 “거친-부

드러운”과 “가벼운-묵직한”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19.841,

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39]와 같다.

월패드의 각 고 감을 결정하는 요소로 거칠기와 무게감이 요하

고,월패드가 부드럽고 묵직한 혹은 견고한 감을 제공할수록 고 감

이 증가한다.

월패드가 시각 고 감에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감각어휘 은 “어

수서한-어수선하지 않은”이다.이를 통해 월패드의 시각 고 감과

각 고 감은 시각정보와 각정보로 상호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바닥과 마찬가지로 시각과 각의 시스템이 비슷한 묘사 체계를 가

지고 있어 두 감각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 다고 할 수 있다.

한 Jones& O’neil(1985)가 각과 시각,시각과 각을 결합한 총 3

차례의 감 평가 실험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은 가진 것은 시각과 각

을 결합하 을 때라고 밝혔다.

[표 39]월패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와 감각어휘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eta

(상수) 60.820 2.519 24.142 .000

거친-부드러운 2.205 .420 .307 .5.252 .000

연한-단단한 .054 .503 .008 .107 .915

가벼운-묵직한 1.508 .553 .198 2.730 .007

*R²=.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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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샤시 여닫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한 감각어휘 “균형

없는-균형 있는”의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24.332,p<0.05),

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40]과 같다.

내부샤시의 각 고 감을 결정하는 요소는 균형감이 가장 요하

고,내부샤시를 여닫을 때 균형 있는 감을 제공할수록 고 감이 증가

한다.

내부샤시는 거실 공간의 고 감에 유의미하지 않은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이지만 반면에 유의미한 각 인테리어 동 요소로 선정되었

다.

이는 손잡이 같은 제품은 손으로 잡아서 그 모양을 단해야하기 때문

에 시각정보만으로는 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으로 인지하는 정

보보다 피부감각을 통해 얻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최명빈,2010).

한 각정보는 무의식 으로 느끼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시각정보에

만 의존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표 40]내부샤시 여닫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와 감각어휘

모형
비표 화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 오차 Beta

(상수) 63.407 2.520 25.158 .000

가벼운-묵직한 -.153 .426 -.021 -.359 .720

뻑뻑한-매끄러

운
.560 .406 .088 1.379 .169

균형없는-균형

있는
2.873 .489 .410 5.876 .000

*R²=.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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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소결 – 분석결과 3과 분석결과 4

거실 공간 고 감과 각 인테리어 동 요소에 한 분석결과 모형(3)

에 주요 각 인테리어 동 요소들과 감각어휘 들 간의 회귀결과를 결

합한 회귀모형은 모형(4)와 같이 도출되었다.

[그림 24] 분석결과 4모형

– 각 인테리어 동 요소와 감각어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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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공간 고 감에 향을 미치는 각 인테리어 동 요소는 벽지를

제외한 바닥,아트월,월패드,내부샤시로 총 5개이다.

바닥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은

“가벼운-묵직한”으로 정의된 감성변수는 무게감이다.아트월 만지는 느

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은 “가벼운-묵직한”

으로 정의된 감성변수는 무게감이다.

월패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은 “거친-부드러운”,“가벼운-묵직한”으로 정의된 감성변수는 거칠기,무

게감이다.내부샤시 여닫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향을 미치는 감

각어휘 은 “균형 없는-균형 있는”으로 정의된 감성변수는 균형감이다.

거실 공간의 각 인테리어 동 요소에서는 무게감,균형감,거칠기가

공통 으로 요한 감성변수로 선정되었다.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

래 [표 41]과 같다.

[표 41] 각 인테리어 동 요소와 감각어휘 정의된 감성변수

인테리어 동 요소 감각어휘 정의된 감성변수

바닥 만지는 느낌 가벼운 -묵직한 무게감

아트월 만지는 느낌 가벼운 -묵직한 무게감

월패드 만지는 느낌
거친 -부드러운

거칠기,무게감
가벼운 -묵직한

내부샤시 여닫는 느낌 균형 없는 – 균형 있는 균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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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각 인테리어 동 요소 고 감과 디자인 변수 간 회귀모형

4가지 각 인테리어 동 요소에 향을 미치는 각 디자인 변수를 도

출하기 해,각 인테리어 동 요소의 고 감 수를 독립변수,해당 디

자인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범주형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바닥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한 바닥 련 디

자인 변수,색상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3.590,p<0.05),회귀

계수 도출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바닥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와

디자인 변수 간 회귀모형

모형
표 화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Beta 표 오차

재료 .083 .084 3 .958 .413

색상 .287 .155 3 3.418 .018

톤 .077 .172 1 .203 .653

패턴 도 .097 .190 1 .262 .609

질감 .206 .128 2 2.589 .077

*R²=0.127

바닥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향을 미치는 디자인 변수,

색상은 베이지,라이트베이지, 라운,다크 라운으로 모두 갈색 계열의

색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81-

[그림 25]바닥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한 색상

바닥의 색상이 4가지 색상 , 진하고 어두워질수록 고 감이 증

가하 고 다크 라운 색상일 때 가장 고 감이 높았다.이는 바닥 만지

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가벼운 – 묵

직한’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감각어휘 ,‘가벼운 – 묵직한’의 주요 감성은 ‘무게감’이다.일반 으

로 시각 으로 물체를 찰할 때,색상이 진하고 어두우면 물체의 표면

혹은 무게나 단단하거나 무겁다고 느낀다.이는 기억에 장되어있는 물

체에 한 시각정보를 바탕으로 일어난 시각과 각 정보의 상호결합 때

문이다.

즉 바닥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하여 디자인 변수,색상

에 한 시각 인 정보를 바탕으로 갈색 계열의 4가지 색상이 진하고 어

두워질수록 고 감이 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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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한 월패드 련 디자인 변

수,재료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7.374,p<0.05),회귀계수 도

출 결과는 [표 43]와 같다.

[표 43]월패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와

디자인 변수 간 회귀모형

모형
표 화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Beta 표 오차

재료 .621 .293 2 4.500 .012

색상 .122 .208 2 .343 .710

치 .057 .165 1 .117 .732

사이즈 .433 .303 1 2.038 .155

*R²=0.139

월패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향을 미치는 디자인 변수,

재료는 기본을 라스틱으로 하고,그 에 유리와 스틸의 장식이 부착

된 형태로 분류하 다. 한 월패드의 재료는 월패드의 시각 고 감과

월패드의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 양쪽에게 모두 향을 미치는

요한 디자인 변수로 선정되었다.

[그림 26]월패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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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는 라스틱에 스틸 장식을 부

착한 마감재를 사용하 을 때 가장 높았다.이는 월패드의 시각 고

감에 한 디자인 변수,재료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트월을 만질 때, 라스틱에 유리를 부착한 마감재를 사용하

면 고 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 다.이는 월패드의 시각 고 감

에서의 경우와는 상반된 결과로 물체를 만지거나 조종할 때 마감재로써

유리를 사용하면 견고하거나 묵직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 월패드 만지는 느낌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거친 – 부

드러운”과 “가벼운 – 묵직한”은 라스틱에 스틸 장식을 부착한 마감

재를 만질 때 가장 고 스러운 재료로 선정된 것을 재차 증명해주는 결

과이자 근거이다.

아트월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한 아트월 련 디자인 변

수,패턴 형태,패턴 배열방법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F=5.847,

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아트월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와

디자인 변수 간 회귀모형

모형
표 화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Beta 표 오차

재료 .103 .220 1 .220 .639

색채 .190 .202 2 .882 .415

톤 .100 .189 3 .280 .840

패턴 형태 .490 .243 1 4.050 .045

패턴 배열방법 .759 .331 2 5.261 .006

모티

표 기법
.222 .214 1 1.081 .299

질감 .156 .184 1 .715 .399

*R²=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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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월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향을 미치는 디자인 변수,

패턴형태는 스퀘어드롭(sqaure-drop)과 하 드롭(half-drop)으로 나뉘었

고,패턴 배열방법은 오버사이즈(oversize),반복(repetitive), 불규칙

(irregular)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27]아트월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한

패턴형태 패턴 배열방법

아트월은 패턴형태가 반각이 어 나 한 단 의 패턴을 높고 낮게,마

치 계단과 같은 식으로 배열한 하 드롭(half-drop)방식을 사용하 을

때 가장 고 감이 높았다.이는 단조롭고 일률 이며 딱딱한 고정 배열

의 스퀘어드롭(square-drop)보다 패턴의 다양한 표 과 율동감 있는 배

열효과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하 드롭(half-drop)의 장 이자 강 을 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스퀘어 드롭(square-drop) 한 하 릭(half-brick)과 함께 자주 사

용되는 패턴형태이지만,자연 재료의 형태와 크기,질감을 최 한 살리

기 한 아트월 디자인 추세와는 다소 어 나는 요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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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턴 배열 방법에서는 오버사이즈(oversize)방식을 사용하 을 때

가장 고 감이 높았다.이는 아트월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향을 미치는 감각어휘 ,“가벼운 – 묵직한”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

로 재료 본연의 성질을 살리기 해 오버사이즈(oversize)하게 마감하거

나 불규칙하게 배열하는 최근의 아트월 디자인 추세를 반 한 결과이다.

내부샤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한 내부샤시 련 디자

인 변수,재료,색상,손잡이 형태의 회귀는 통계 으로 유의했으며

(F=5.374,p<0.05),회귀계수 도출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내부샤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와

디자인 변수 간 회귀모형

모형
표 화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Beta 표 오차

재료 .540 .151 2 12.694 .000

색상 .257 .133 3 3.747 .012

손잡이 형태 .088 .017 3 25.506 .000

*R²=0.136

내부샤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향을 미치는 디자인 변

수,재료는 랜드 별로,KCC,Z:IN,그리고 랜드 아 트의 제작상품

으로 분류하고,색상은 매트 블랙(N1),매트 은색(N9),밝은 은색(N8),

거울처럼 물체를 반사하는 반사형 은색으로 나 었다.

한 손잡이 형태는 손잡이의 체 인 형태로써,type1은 ㄱ모양의

길고 두꺼운 손잡이이며,type2는 뾰족하고 길고 가느다란 지팡이 모양

의 손잡이이며,type3는 간 두께의 기다란 모양이지만 간에 90도로

각을 주어 튀어 나오게 한 모양의 손잡이이며,type4는 간 두께의 일

자 모양의 기본 손잡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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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내부샤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에 한

재료,색상 손잡이 형태

내부샤시 만지는 느낌의 고 스러운 정도는 재료가 랜드 아 트의

제작상품이며 색상은 반사형 은색이며 손잡이 형태는 간 두께의 일자

모양의 기본 손잡이인 type4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샘 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다.이는

내부샤시의 만지는 고 스러운 정도에 하여 이 내부샤시의 디자인 변

수들이 나머지 8개의 샘 의 내부샤시의 디자인 변수들을 압도 인 수

으로 우 를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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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거 공간의 고 감에 한 시각 각 감성 반응에

한 실증 분석을 목 으로 연구 상을 아 트의 거실 공간으로 한정하

고 감성평가 설문지를 개발하여 감성평가를 수행하 으며 이를 분석하여

최종 으로 아 트의 거실 공간 고 감에 한 시각 각 반응에

해 실증 분석을 도출하 다.

거실 공간 고 감의 시각 감성 반응에 한 실증 분석은 세 단계 차

를 걸쳐 완성되었다.첫째로,거실 공간 고 감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거실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를 도출하 다.둘째로,도

출한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와 연결된 감각어휘 3가지 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한 감각어휘 을 각 인테리어 구성요소마다 도출하

다.이 과정에서 각 인테리어 구성요소마다의 주요 감성을 정의하 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시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에 해당 디자인 변수를 연

결지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디자인 변수의 종류와 속성을 도출하 다.

거실 공간 고 감의 각 감성 반응에 한 실증 분석도 같은 차를

걸쳐 완성 되었다.첫째로,거실 공간 고 감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거실 각 인테리어 동 요소를 도출하 다.둘째로,도출

한 각 인테리어 구성요소와 연결 된 감각어휘 3가지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감각어휘 을 각 인테리어 동 요소마다 도출하 다.

이 과정에서 각 인테리어 동 요소마다의 주요 감성을 정의하 다.마지

막으로 도출된 각 인테리어 동 요소에 해당 디자인 변수를 연결지

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디자인 변수의 종류와 속성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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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 트 주거 공간 체험을 통해 주요 공간,인테리어 요소,주요 감

성을 악하 고,아 트 주거 공간과 인테리어 요소와의 연 성과 원인

을 규명하 다. 한 사용자들의 감성에 향을 주는 주거 실내 디자인

변수의 종류와 속성을 악하 고,이에 한 주요 감성과 고 감에

한 효과를 검증하 다.이를 통해 고 감을 지향하는 인테리어 요소 별

감성 반응과 디자인 변수의 계를 설명하고 유의한 정도를 규명하 다.

최종 으로 사용자 감성과 요구에 응하는 주거 실내 디자인 변수에

한 종합 인 시각 각 감성 반응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연구 상은 실제 거주하는 아 트를 신에 한국의 상 5개 랜드

모델하우스를 선정하여 주거 공간의 고 감을 평가하 다.이로 인해 실

제로 사용자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고 감이 아닌,모델하우스의 쇼룸

(show-room) 리티(quality)측면의 고 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 다.

거실 공간 고 감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시각 인테리어 요소는 우

물천장 디자인이며 그 다음으로는 천장몰딩과 조명이 있다.이는 모델하

우스 특성 상,여러 조명을 곳곳에 설치하여 실제 주거 아 트보다 확실

한 조명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공간 특이성이 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즉 실험참가자들은 모델하우스의 거실에 들어섰을 때,여러 조명들의

향으로 의 시선을 실내의 상부를 향하게 했으며 이는 곧 거실 공간

의 고 감 평가에 지 않은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웹 기반 모델하우스의 공간에 한 고 감 평가에서는 실험참가자들의

의 시선이 실내의 하부,즉 바닥을 향하게 하는 반 의 결과를 보 다.

이는 웹 기반 모델하우스는 여러 조명을 설치하 을지라도 쇼룸

(show-room)측면에서의 조명효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2차원

모니터 환경이기 때문이다(최명빈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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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공간 고 감에 향을 미치는 인테리어 요소,감각 어휘

감성은 다 회귀분석(multiplelinearregression)을 통하여 도출하 고,

주요 인테리어 요소의 고 감에 향을 미치는 디자인 변수는 범주형 회

귀분석(categoricalregression)을 통해 도출되었다.

반 으로 주요 인테리어 요소의 고 감에 한 디자인 변수의 개수

가 작게 나타났으며 일부 효과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함에도 크기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실험참가자들이 모델하우스 샘 간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실제로 분석 에,디자인 변수를 악

하는 데 있어서 9개의 모델하우스 간에 큰 차이가 없어 샘 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편 으로 변수들의 각 인테리어 요소의 고 감과 주요 감성

에 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디자인 변수의 수 을 다듬어 모델하우스 샘 간 느낌 차이를 명확

하게 하고,실험참가자의 수를 증가시켜 종속변수의 정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감성 실증 분석을 기 로 발 된 감성 반응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체 으로 회귀모형에서 낮은 결정계수(R²)값은 모델하우스 샘 수

(9개)가 부족하 고,주요 감성을 도출하기 해 선별한 감각어휘의 수

(총 22개) 한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무엇보다

은 샘 수에도 모델하우스 각 인테리어 요소의 디자인 변수들 간의 수

한 1-2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하지만 거실이라는 주

거 공간에 감성공학 근법을 통하여 감성 변수와 디자인 변수를 연결지

은 모형을 실세계에 용하고 제안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처음 시도되

는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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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1994)은 행동과학(behavioralscience)연구를 분석하는 데 있어

서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²) 값이 0.12보다 작거나 같으면 “small

practicaleffectsize”,결정계수((R²)값이 0.13과 같고 0.25보다 작거나

같으면 “medium practicaleffectsize”,결정계수((R²)값이 0.26보다 크

거나 같으면 “largepracticaleffectsize”로 분류하여 낮은 결정계수((R²)

의 값에도 실세계의 여러 변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분석 결과에 의미

를 부여한다.

즉 회귀분석 후 모형의 설명력을 결정계수(R²)값을 기 으로 의미를

논할 때 회귀분석의 목 에 따라 특정 변인이 독립변인으로써의 향력

이 있는지,없는지를 따지는 계수검정의 경우인지,아니면 변인 간의 인

과 계를 설명하고 종속변인을 측하는 일반 모형을 수립하는 경우인지

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인테리어 구성요소,감각어휘

,디자인 변수가 독립변인으로써 해당 변수의 고 감이라는 종속변수

에 통계 으로 향이 있는지,없는지를 밝히는 자의 계수검정 경우이

다.후자의 경우,하나의 일 된 이론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증명부담이 들어가지만 본 연구의 회귀분석의 주된 목 과는 방향성이

다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인테리어 요소를 도출하고 난 후에,감성 반응을

실증 으로 분석해내기 한 과정 속에서 감각 어휘 과 주요 감성,디

자인 변수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상호 연결되어 서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인테리어 요소의 디자인 변수를 악하기 해 문헌조사와 필드조

사를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디자인 변수를 수집하 지만 실제로 분석에

사용 된 변수의 수는 수집한 양의 반에 미치지 못하 다.이는 인테리

어 구성요소 별 디자인 변수의 성격에 기인하는데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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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변수는 오 제와 같은 모티 나 추상 이고 개념 인 의미로써

일반 과학에서 사용하는 수치와 같은 물리 특성이나 정량 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악한 오 제 련 디자인 변수들이 모두

실제 분석에 있어 제외되었다. 한 오 제 련 디자인 변수와 그 외에

추상 인 디자인 변수들은 분석 과정에서 계설정이 불가능하 다.즉

다양한 변수들의 종류와 수 을 도출하 지만 이를 분석 과정에 활

용하지 못 한 것은 본 연구의 문제 이며 공간과 련된 감성 분석 과정

변수 선정에 각별히 유의해야하며,회귀분석 외에 다른 분석 방법을

모색 할 필요성이 있다(Lu,1999).

반 로 평형과 진입방식(평면구성)은 주요 인테리어 요소에 모두 통계

으로 향을 미쳐,거실 체 고 감에 인테리어 요소의 구분에 상

없이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실 공간 고 감의 각 감성 반응을 분석 할 경우에 디자인 변수를

도출함에 있어서 ‘각 디자인 변수’와 ‘시각 디자인 변수’와의 명확

한 차이 을 발견할 수 없어서 각 감성 분석에 한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즉 각 감성 분석에 사용 된 디자인 변수는 모두 시각 디자

인 변수이거나 혹은 시 각 디자인 변수이기 때문에 시각과 각의 명확

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이는 연구 상이 공간이라는 특

성과 함께 각 감성 분석에 한 변별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거실 공간 고 감의 시각 분석과 각 분석을 결합한

시 각 분석을 제안하는 바이다.공간은 사용자가 공감각을 이용하여 감

성을 일으키는 상이기 때문에 시각과 각을 명확하게 구분 짓거나 혹

은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보다 발 된 분

석 결과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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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EmpiricalAnalysisof

AffectivenessonResidental

Spaceintermsof

Luxuriousness:Focusedon

Livingroom ofApartment

GeeWonShin

HumanFactors,Industri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Affectiveness is an important factor in residentalenvironment

wherepsychologicalfunctionisadoptedaswellaspracticalfunction

is.Itisconditionaltosatisfyuser’sneedsofwhichtheattributesare

verydifferentaccordingtoeachuser’saffectiveness;therefore,ithas

resultedinvariousresearchesabouttheissue. However,thereisa

limitto establish sufficientknowledgeand understanding forboth

design variables and human’s affective elements because affective

evaluations by various approaches and analysis had not been

conductedinthefieldofhousingdesign.

In this study,systematicalaffective evaluations we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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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ingtothemodelhousesofbrandapartmentsinKorea.andit

leadedtodraw significantaffectivenessformaininteriorelementsof

alivingroom.Moreover,therelationshipsbetweendesignvariablesof

eachinteriorelementandthesignificantaffectivenesswerederived,

andthenanempiricalanalysiswasfinallyconducted.Theobjectisa

livingroom ofanapartmentandsurveyquestionariesweredeveloped

fortheaffectiveevaluation.

As a resultofthe affective evaluation,the significantinterior

elementsandapairofvisualandtactileadjectivesforluxuriousness

oflivingroom wereidentifiedbymultiplelinearregression.Inaddi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luxuriousness of each interior element

including significantaffectivenessandtherelevantdesignvariables

wereidentifiedbycategoricalregression.Basedontheresults,the

significantinteriorelements,apairofadjectives,affectivenessand

designvariableswhenitcomestoluxuriousnessoflivingroom were

explained,andthecomprehensiveuser’saffectivereponsesintermsof

visualandtactilesensorywereconfirmedandanalyzed.

Thisstudyhasameaninginthatitmadearelationshipbetween

environmental elements and affective elements by applying a

systematicandspecificErgonomicsapproachtotheresidentalspace.

Aboveall,itcouldbepossibletoevaluateresidentalspacebasedon

a criterion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rresponding user’s

affectivenessandneeds.

keywords:ResidentalSpace,Apartment,Livingroom,

Luxuriousness,VisualandTactile,Affectiveness

StudentNumber:2014– 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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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평가 상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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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감성평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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