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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대 산업화를 거치며 인구는 도시에 집중되었고,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들은 다수의 인원이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되어졌다. 합리성과 효율성

을 중시하는 공간 계획 안에서 개인의 영역성은 그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며 배제되어왔다. 그러나 영역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써, 개인의 영역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

들은 인간에게 심리적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야기하며, 이러한 문

제의식이 대두되며 공공공간에서 개인의 영역성에 대한 문제가 공

론화되기 시작하였다.

공공공간에서 개인의 영역성을 형성하기 위한 디자인적 시도들

은 대부분 주변공간과 조형적 부조화를 이룸으로써 영역성을 강하

게 형성한다. 공간과 대비를 통해 영역성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공

공 가구의 경우 보는 이에게 존재감이 강렬하게 인식되어 개인의

영역이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눈에 띄게 한다. 이는 영역성을

강하게 느껴지도록 할 수 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영역성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공공공간에서 개인의 영역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성에

비해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과 대비를 이루는 디자인

적 표현 방법인 영역성의 표현에 적합하지 않아 공간과 조화를 이

루며 영역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영역성의 개념과 조절방식, 형성 요소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

였고 공공공간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해 연구

를 진행하였다. 물리적 영역성과 인지적 영역성으로 영역성을 구

분한 후 각 영역성의 디자인 사례를 통하여 기존 디자이너들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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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영역성의 조형적 표현 방법과 공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감각을 이용해 인지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영역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소품, 스툴, 의자를 디자인 탐색 1에

서 디자인하였다. 디자인을 진행 후 영역성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

된 요소와 공간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용된 요소들에 대한 분석

을 바탕으로 디자인 탐색 2를 진행하였다. 주변 공간과 형태, 색

상, 재료가 통일되어 느껴지는 직접적인 조화의 방식을 기반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영역성을 형성한 기존 사례들을 분석했다. 분석

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역성을 형성하며 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조화방식으로 ‘주변의 색 또는 풍경을 끌어들여오는 재질을 이

용하여 공간과 작품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과 ‘작품 자체의 존재

감을 최소화 하는 디자인’의 두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 의자, 테

이블, 벤치, 캐노피를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탐색3에서는 명도의

중첩을 통한 영역성 형성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활용해 보다

겹쳐지는 정도에 따라 명도의 차이가 강하게 느껴지도록 하면서,

자연물에서 모티브를 따온 곡선적인 형태와 유기적인 요소를 활용

해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의 조형으로 디자인을 진행했다. 이러

한 디자인 콘셉트를 파티션, 벤치, 캐노피에 적용하여 이를 통해

영역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영역성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영역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형언어의 창작을 제안

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보다 자신에

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영역성, 조화, 재질, 중첩, 공공 공간, 가구디자인

학 번 : 2018-2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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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는 도시화

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도시화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 역시 국토 면적의

16.7%인 도시지역에 인구의 91.8%가 거주하고 있는 고도로 과밀화된 공

간이 되었다. 급격한 도시화는 제한된 공간 안에 과도한 사람들이 모이

는 도시의 과밀화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과밀화로 인해 도시는 공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합리성 중심의 공간으로 구축되며 공공공간에서의 개

인의 영역성은 배제되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두고 개인만의 온전한 공간

안에서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공공간 안에서 영역성이 배제된

상황은 개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심리적 불

안감 또는 불쾌감을 야기 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개인성의 존중이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되며 자연스레 개인이 공공

공간에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공공공간에서의 개인의 영역성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디자인 결과물들

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때로는 기능에 비하여 과도한 규모나 형태, 색

채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간과의 부조화를 일으키며 오히려 영

역성의 제공이 그 공간 또는 가구를 사용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보는 이에게만 그 존재감이 강

렬하게 인식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프라이버시의 구축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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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어떻게 부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공적인 공

간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인의 영역성을 찾아주고 심리적

으로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공공가구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반연구를 통하여 개인이 공공공간에서

자신의 영역성을 느끼게 만드는 다양한 시각적, 기능적 요소들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요소들을 활용하여 연

구자의 조형문법으로 환원한 후, 그것을 가구들에 적용하여, 개인이 공공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획득을 도와줄 수 있는 가구로서의 가능성을 연

구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개인적 영역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한 현상과 근래에 시도되어진 영역성의 표현 방법이 사용자의 관점이 아

닌 보는 이의 관점으로 주변 환경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며 공간과 대비를

이루는 상황을 이루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공간에서 개인에게 영역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공공 가구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다. 다수

의 인원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이는 개인이 과밀화된 공공공간에서 자신

만의 공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보다 자

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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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방법

본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인간이 영역성을 느끼는 심리적 요소들을 논문 혹은 서적의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한다.

2) 공공공간에서 영역성을 표현한 선행 디자인 사례들을 통하여, 공간

과 조화 또는 부조화를 이룬 조형 표현 방법들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목적인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영역성을 형성할 수 있는 조형 표현 방법

들을 모색한다.

3) 사용자가 영역성을 느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에 적

합한 연구자 고유의 조형언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공공 가구

및 제품들에 적용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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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체계

연구 배경 및 목적

공공공간에서 개인의 영역성 구축을 위한 가구디자인 연구를 진행하며, 기존의 주변 

환경과 대립되는 디자인이 아닌,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자신만의 영역성

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작품을 통하여 모색

▼

기반연구 01

인간이 영역성을 느끼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환경심리학, 행동과학 등의 선행연구를 통한 영역성의 개념, 영역성의 조절 메커

니즘 분석

▼

기반연구 02

영역성의 조절 메커니즘은 디자인 조형으로 어떻게 환원될 수 있는가?

영역성을 표현한 기존 디자인 사례들을 통한 조형 분석

▼

기반연구 03

영역성을 표현한 작품은 공간과 어떻게 조화 또는 부조화를 이루는가?

영역성을 표현한 기존 디자인 사례들에서 공간과 조화, 부조화를 이루는 방식 분석

▼

조형언어 구축

가구에서의 영역성을 느끼게 하는 연구자 고유의 조형언어 체계 구축

▼

결론

공간에서 개인이 영역성을 느끼게 만드는 가구디자인 제안

[표 1-1] 연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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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공공간에서의 영역성

제 1 절 공공공간과 영역성

1. 인간과 영역성 (Territoriality)

일정 공간에서 개체의 밀도가 높아지면 먹잇감의 감소, 배우자 경쟁의

심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들

은 자신들의 영역을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개가 일정 범위에 소변

의 냄새를 뿌리는 것, 곰이 나무를 긁거나 씹어 상처를 입히는 것, 새가

울음소리를 내는 것을 이러한 행태의 예시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동물들

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후각, 시각, 청각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

역을 표현한다. 앞서 언급된 개체 혹은 그룹이 자신의 지리적 영역을 확

보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영국의 조류학자 엘리엇 하워드(Eliot

Howard)는 1920년 『Territory in Bird Life』란 저서에서 ‘영역성

(Territoriality)’이란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영역성을 추구하는 행태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하지만

동물들과 인간의 영역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인간들을 식량의 탐색이나 배우자 경쟁의 심화와 같은 생존과 연결된 직

접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일, 오락, 운동, 교육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한다. 둘째, 인간은 영역을 침범 당했을 경우에 영

역을 침범한 대상에게 동물들과 같이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반응을 보이

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영역에 다른 대상을 초대하기도 한다. 셋째, 동

물들보다 덜 직접적인 방식으로 영역을 구축한다. 소변의 냄새, 나무를

긁어 생기는 상처, 울음소리와 같은 직접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상

징적 형태나 특징을 이용해 보다 문화적인 방식으로 영역성을 구축한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인간들의 영역성은 동물들의 영역성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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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성의 종류는 어윈 알트만에 의해 일차영역, 이차영역, 공공영역의

세 가지로 분류됐다. 일차영역은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반영구적 공간

으로, 개인의 방 혹은 집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차영역은 일차 영역에 비

해 배타성이 낮은 공간으로 교회, 학교와 같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점유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영역은 공

원, 광장과 같이 배타성이 현저히 낮아 개인이 공간에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영역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영역성은 프라이버시, 가

족의 안전, 소유권의 보호 등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진다. 둘째, 크기나 위

치 등의 지리적 행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역이라는 것이 물리적 실체

를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셋째, 개인, 가족, 커뮤니티 등 사

회적 단위별로 구분된다. 넷째, 영구적이거나 잠재적인 영역 등으로 표현

되는 시간성을 가진다. 다섯째, 다양한 영역표시 행위 및 침입에 대한 방

어행위를 할 수 있다.1)

또한 영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직의 기능을 가

진다. 성당에 가면 신부님을 만날 것을 예측하고, 절에 가면 스님을 만날

것을 예측하듯이 우리는 영역성을 통해서 만나는 대상과 행동양식을 예

측하고 기대한다. 이처럼 영역은 사회적인 역할과 영역과의 관계로 인해

생기는 질서를 제공한다.2) 둘째, 자아정체감을 인지 할 수 있다. 학생이

본인이 사용하는 교실이나 자리와 같은 개인의 영역을 통해 다른 반 학

생들과 본인을 구별할 수 있듯이,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영역의 범위를

개인화하고 이를 통해 본인을 남과 구별하는 자아정체감을 강하게 인지

할 수 있다.

1) 이연숙, (1998),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실내건축 및 디자인을 위한 행동과학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p.286.

2) 상게서, p.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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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라이버시와 과밀

영역성의 조절과 조정을 시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의 조

절과 조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접근될 수 있다.3) 이연숙

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표2-1]과 같이 정리했다.4)

시멜

(Simmel, 1950)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입된 자극, 상호지식의 정도, 한 개인

을 타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등을 조절하는 것.

쉴스

(Shils, 1966)

개인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집단으로, 집단에서 집단으로, 

집단에서 개인으로의 경계를 통하여 흐르는 정보이동을 조

절하는 것.

프로쉔스키 외

(Proshansky, 1970)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것, 즉 자신에 

관한 정보를 의사소통할 사람과 그 방법을 조절하는 것.

웨스틴

(Westin, 1970)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해야 할 개인의 정보와 상황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

라포포트

(Rapoport, 1972)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한 도구이자 그러한 생각들을 개인이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표 2-1] 프라이버시의 정의

특히 어윈 알트만(Irwin Altman)은 프라이버시를 “자신 또는 자신의

그룹에 대한 접근의 선택적 통제”5)로 정의하고 프라이버시의 조절과정

모델을 [표 2-2]와 같이 제시하였다.6)

3) 권영걸, (2006), 『공간디자인 16講』, 도서출판국제, p.52.
4) 이연숙, 전게서, pp.325-326.
5) Altman I, (1975),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Monterey, CA:
Brooks/Cole. p.18.

6) 이연숙, 전게서.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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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성취한 프라이버시 > 
원하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조절과정

     - 개인 공간
     - 영역성
     - 언어행동
     - 비언어행동

원하는 
프라이버시 

(이상)

성취한 
프라이버시 

(결과)

[최적수준]
성취한 프라이버시 = 
원하는 프라이버시

[과밀]
성취한 프라이버시 < 
원하는 프라이버시

[표 2-2] 프라이버시, 개인공간, 영역성, 과밀간의 관계

알트만의 프라이버시 조절과정 모델에서는 원하는 프라이버시 수준과

성취한 프라이버시 수준이 일치하는 최적 수준의 프라이버시 구축을 위

해서는 여러 조절 기제를 이용한 프라이버시 조절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성취한 프라이버시(결과)가 원하는 프라이버시(이상)보다 높을

경우 고립이 일어나고, 반대로 성취한 프라이버시가 원하는 프라이버시

보다 낮을 경우 과밀이 일어나게 된다.

웨스틴(Westin)은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분석하여 목적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첫째, 혼자 있는 상태(고립)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분리되어 그들의 시각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친교의

상태(친밀)는 소규모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외부와는 분리된 상태를 의미

한다. 셋째, 익명의 상태(익명)는 개인이 군중들 가운데 있어 자신의 정

체가 타인에게 불분명한 상태를 의미한다. 넷째, 은폐의 상태(제한)는 원

하지 않는 관계에 대해 심리적으로 경계하고 준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알트만과 웨스틴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는 영역성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트만의 프라이버시 조절 과정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프라이버시의

조절 과정에서 이상적 프라이버시와 결과적 프라이버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밀 혹은 고립의 상태가 나타난다. 스토콜스(Stokols)는 과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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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밀도 상황에서 느끼는 개인의 인식에 근거한 주관적인 정서로 정의

한다. 스토콜스(Stokols)는 인간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는 밀도(density)와

과밀(crowding)을 구별해야 하며, 밀도는 다시 공간적 밀도(Spatial

Density)와 사회적 밀도(Social Density)로 구별된다고 지적하였다.7) 공

간적 밀도는 공간의 면적 당 사람의 수를 수치화 한 객관적인 밀도이고,

사회적 밀도는 공간 안에서 사람 간 상호작용의 빈도로 정의되는 주관적

인 밀도를 의미한다.

과밀은 주관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에 따라 과밀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변인으로는 개인차, 상황적

조건, 사회적 조건이 있다. 개인차는 성별, 개인의 성향, 연령과 같이 개

인의 차이이고, 상황적 조건은 개인이 주어진 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통

제력의 정도를 가지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적 조건에는 대상과의 관계,

사회적 간섭의 정도, 상호작용의 수준 등이 해당된다.

3. 공공공간과 개인적 공간

현대 사회 내에서 도시민들끼리의 직, 간접적인 교류와 비교, 대조 등

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가지는 공공영역은 하나의 단일한 공

간처럼 물리적으로 규정된 영역으로만 정의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

간의 상호 근접성과 연속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영역의 핵심은 단지 만남과 같은 타자와의 공유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영역 간 근접성, 연속성이 개개인들의 견해 변화에 어떻게 기

여하는가에 있다.8)

이러한 영역의 규정은 프라이버시의 조절을 통해 얻어지고, 사람들은

개인공간의 조절을 통해 필요로 하는 프라이버시의 수준을 획득한다.9)

7) 이연숙, 전게서. p.307.
8) Maarten Hajer & Amold Reijndorp, (2001), In Search of the New Public
Domain, NAI Publishers, p.141.

9) 정승희, (2011), 「도시 오픈스페이스에서의 영역성 디자인 표현과 행태반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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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머(Sommer)는 개인공간에 대해 ‘침입자가 들어올 수 없는 개인의 신

체를 둘러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갖는 영역’이라고 정의했다. 개인

공간은 방어의 기능(Protection)과 정보교환의 기능(Communication)을

가진다. 방어의 기능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신체적, 정신적 자극으로부터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인 안정감을 방어하는 기능이고, 정보교환의 기능

은 거리와 친밀감에 따라 적절한 정보교환의 수단을 선택하게 하는 기능

을 의미한다.

에드워드 티 홀(Edward T. Hall)은 미국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 공간을 친밀 간격, 개인 간격, 사회적 간격, 공공적 간격

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 친밀간격(Intimate Distance)은 0 ~

46cm의 간격으로서,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느껴지는 아주 가까운 상대에게만 허용되는 간격을

의미한다. 둘째, 개인간격(Personal Distance)는 46 ~ 120cm의 간격으로

서 팔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다. 이 간격안에서 친구나 사

교모임에서 편안하게 대화하고 접촉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간격

(Social Distance)는 120 ~ 360cm의 간격으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

도의 거리이다. 낯선 사람과 유지하는 일반적인 거리로 사회적 담화에

적함한 대인 업무용 거리로 사용되거나 권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넷

째, 공공적 간격(Public Distance)는 360cm 이상의 거리로 목소리를 높

여야 하는 정도의 거리이다. 이러한 간격은 개인과 청중과 같이 보다 공

적인 자리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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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영역성 형성을 위한 요소

동물은 후각,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 영역성을 보다 직접

적으로 인지 하도록 한다. 이러한 영역성의 인지 방식은 인간보다 직접

적이고 뚜렷한 형태로 표현되므로 영역성의 형성 요소를 파악하기 쉽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영역성은 동물의 영역성보다 다양한 유형을 가지

고 있고, 복잡한 매커니즘으로 형성된다. 영역성은 상징적 영역성, 물리

적 영역성, 심리적 영역성 등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다양한 표현 유형으

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은 물리적 경계물과 상징적

경계물들의 다양한 표현 방법과 배치에 따라 형성된다.10)

인간들은 프라이버시의 조절 과정을 통해 영역성을 형성할 때는 상황,

문화적, 시간, 맥락에 따른 다양한 차이가 있는 매커니즘이 영향을 미친

다. 알트만(Altman)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조절 기제들을 다음과 같은 6

가지로 분류했다.11)

1) 다른 사람과의 분리 또는 접근의 정도를 변화시키는 것

2)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과정

3)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적정수준을 찾는 복잡한 과정

4) 프라이버시의 기대수준과 실제수준간의 차이

5) 서로 상반되는 이중적 방향

6) 개인과 그룹의 상이한 결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이중 김소형은 상반되는 이중적 방향을 기준으로 영역성, 개폐성, 위계

성, 접근성, 안정성의 요소를 제시하고, 각 요소에서 공간에서 볼 수 있

는 조형적 요소를 추출하여 [표2-3]과 같이 정리하였다.12)

10) 상게서, p.23.
11) Setha M. Low & Erve Chambers, (1994), 『주거, 문화, 디자인』, (주거문
화연구회, 역) 서울: 신광출판사,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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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성

1) 수직적 요소의 이용

3) 바닥면의 변화

5) 영역의 상징물의 이용

7) 시계의 변화

2) 수평적 요소의 이용

4) 입구의 규정

6) 중간 영역의 확보

개폐성
1) 에워쌈의 정도 조절

3) 벽면의 이용

2) 천장고의 사이

4) 개구부의 이용

위계성

1) 공간의 단의 변화

3) 형태의 조절

5) 에워쌈의 조절

2) 크기의 조절

4) 배치의 조절

접근성

1) 뚜렷한 방향성의 확보

3) 전이공간 확보

5) 바닥면의 변화

2) 계속적 시계의 변화

4) 개구부의 선정

6) 통로의 폭과 높이의 조절

안정성

1) 시계의 조정

3) 기후인자로부터의 보호

5)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의 용이성

2) 공간 행태의 이용

4) 소음으로부터의 안전

[표 2-3] 프라이버시 조절 기제에서 추출한 조형 요소

12) 김소형, (1997), 「프라이버시 조절기제에 의한 공간이용원리와 환경디자인
에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학
위논문, pp.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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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연구

가구는 공간 안에서 영역성을 형성하는 사례는 크게 물리적 영역성과

인지적 영역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물리적 영역성은 가구가 공간을 물

리적으로 구획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성을 형성

하는 가구는 벽이나 천장을 이용해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획한다. 이에

반해 인지적 영역성은 물리적으로 영역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영역성이 형성된다고 인지하는 경우이다. 모더

니즘 건축가들이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했던 고정식, 붙박이

가구들은 물리적 영역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고, 아르누보(Art

Nouveau)시대의 건축가들이 가구에 상징적 조형성을 부여하여 여러 개

의 가구가 군집을 이루는 가구들은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13)

기존 가구디자인에서 영역성의 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총 30개의 우수

디자인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사례 선정의 기준은 핀터레스트 및 비헨스

등 대표적인 디자인 이미지 제공 사이트를 이용하여 영역성과 관련된 키

워드 Privacy, Territoriality 등으로 검색하였을 시 가장 높은 빈도로 노

출되는 사례를 선정하였다.

13) 김진우, (2010), 「공간적 가구 중에서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는 가구디자
인에 관한 연구 -연구자의 작품 <Stool with Partition 1,2,3>을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포럼, p.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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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작가명 작품명, 작가명

1 Furniture House, Shigeru Ban 16 Globe, Eero Aarnio

2 Tea House, Uchida Shigeru 17
Prooff #1 ear chair,

Studio Makkink & bey

3 Cabriolet bed, Joe Colombo 18 Egg chair, Arne Jacobsen

4
Fantasy Landscape,

Verner Panton
19 Area, Alain Gilles

5 Naked House, Shigeru Ban 20
Socializing sofas,

Ditte Hammerstrom

6
Bouroullec sofa,

Ronan & Erwan
21 Lampadario, Sam baron

7 Rune Luna, Claesson Koivisto 22 Viaggi in treno, Sam baron

8 Living tower, Panton 23 Flying chair, Verner Panton

9
Four piece folding screen, Eileen 

Gray
24 High back chair, Mackintosh

10 objetO, Seung yong song 25 Kora series, Uchida Shigeru

11 Settle, Philip Webb 26
My own public broom,

Ditte Hammerstrom

12
Coast restaurant,

Marc Newson
27 Sacco, Piero Gatti

13 Privacy lounge chair, Poppin 28 Barrel chair, Frank Lloyd

14 Lounge chair, Foster Cove 29
Nirvana chair,

Uchida Shigeru

15 High back chair, Frank Lloyd 30 Libri, Sam baron

[표 3-1] 사례조사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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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된 사례들을 영역성의 정도와 표현방법을 기준으로 [그림1]과 같

이 분류하였다. 영역성의 정도의 경우,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해동

공간이 자신의 영역임을 얼마나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영역

성의 강함과 약함의 강도를 세로축으로 설정했다. 가로축은 공간을 물리

적으로 구획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물리적 영역성과 물리적으로

영역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시각적, 감성적으로 영역성을 느끼

도록 하는 인지적 영역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림 3-1] 영역성의 정도와 표현방법 분류

분류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물리적 영역성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영역

성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인지적 영역성이 강하게 느껴질 경우 상

대적으로 영역성이 약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분류한 사례들 중, 물리적, 인지적 영역성의 대표성을

띠는 사례들을 선택하여, 디자인 표현 방법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

하여 위치되는 공간과의 관계, 조형 언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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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물리적 영역성을 형성한 사례

1. Ear Chair

Makkink&Bey 스튜디오에서 오피스용 의자로 디자인된 Ear Chair는

가구를 방처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디자인되었다. Ear Chair의 특징

적인 두 가지 부분은 사용자가 컬러나 천의 재질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것과 독특한 조형적 특

징이다. 일반적인 의자의 형태와 다른 가장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징인

과도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조된 머리받침 부분은 의자의 실루엣을 매력

적이고 튼튼하게 느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좌우 시야와 주

변 소음을 제한한다. 사용하지 않고 봤을 때는 의자의 틈새들이 있으므

로 영역성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의자에 앉을 경우 시

각의 제한을 줌으로써 주변 공간과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제

공해 주고, 물리적 영역성을 느끼게 만든다.

[그림 3-2] Ear Chair(2006), Makkink&Bey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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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et Time Privacy Lounge Chair

Poppin의 Quiet Time Privacy Lounge Chair는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사용자의 취향과 의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는 Quite Privacy Lounge

Chair는 단단한 나무 프레임 위에 섬유로 만들어진 ‘벽’이 작품의 세 면

을 둘러싸고 있다. 이 세면의 벽은 주변의 시야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에서 들리는 소음까지 흡수할 수 있다. 벽을 사용해 공간과 사

용자를 물리적으로 구획시키고, 시각과 청각의 제한함으로써 사용자가

보다 강한 물리적 영역성을 느끼도록 한다.

[그림 3-3] Quite Time Privacy Lounge chair(2019), Pop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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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urniture House 1

Furniture House는 일본인 건축가 반 시게루(Ban Shigeru)와 무

인양품이 합작해 만든 주택이다. 일반적인 집은 기둥과 벽과 같은

구조체로 지지하지만 ‘Furniture House’에서는 가구 자체가 구조체

의 역할을 한다. 이 작업을 통해 반 시게루와 무인양품은 최대의

수납공간을 확보하면서 구조와 미적인 부분까지 제안하였다. 이

집 안에서 가구는 구조체의 역할과 함께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획

하는 역할또한 수행한다. 공간과 공간을 구획하는 요소로 사용되

며 물리적 영역성을 형성한다.

[그림 3-4] Furniture House1(1995), Shigeru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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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리적 영역성 분석 종합

Ear Chair와 Quite Time Privacy Lounge Chair, Furniture

House는 세 가지 작품 모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영역성을 느끼

게 하는 물리적 영역성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과 공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Ear Chair와 Quite Time

Privacy Lounge Chair는 강한 색상과 형태가 사용되어져 가구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주위 공간과는 일반적으로 대비를 이루

고 있다. 이에 반해 Furniture House는 나무재질과 화이트 색상을

적절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그 자체가 공간 안에 녹아드는 구조체

적 특징을 가지며 배경 공간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

이미지

작품명 Ear chair
Quiet Time Privacy 

Lounge Chair
가구의 집

작가 Studio Makkink & bey Poppin Ban Shigeru

영역성 유형 물리적 영역성 물리적 영역성 물리적 영역성

영역성 정도 약간 강함  강함 매우 강함

공간과의 관계 대비 대비 조화

조형

언어

- 의자에서 머리받침 부분

의 형태를 과감하게 강조

하여 조형적 재미를 줌

- 내부에 강한 컬러 혹은 

패턴을 적용하여 공간과 

대비를 이루도록 함

- 라운지체어 등받이 부분의 

수직적 요소를 강조하여 벽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함

- 공간과 대비감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을 적용함

- 가구가 구조체의 역할을 함

- 무인양품의 조형을 사

용하여 미니멀한 디자인

을 적용

- 나무, 화이트 톤을 사용해 공

간 안에 잘 어우러지도록 함

기타

특징

- 가구를 방으로 만들어보고자 하

는 생각에서 디자인 시작함

- 시야뿐만 아니라 음파도 흡수 

및 차단할 수 있도록 디자인

- 가구를 이용하여 공간의 구조 

자체를 디자인함

[표 3-2] 물리적 영역성 사례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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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한 사례

1. High Back Chair

스코틀랜드의 디자이너 찰스 레니 매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가 디자인한 ‘하이백 의자’는 수직적 조형 요소가 강조된 의

자이다.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획하여 물리적 영역을 구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개의 제품이 모여 하나의 인지적 영역을 형성한다. 이 의자는 1889

년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이를 위해 식탁과 함께 제작되어진 의자

를 기반으로 변형되면서 만들어 졌다. 높은 등받이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획하지는 앉지만 사람의 시선을 기반으로 식사 공간을 인지하도록 만

드는 하나의 인지적 파티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높은 등받이 의자

는 함께 식사하는 가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돕고 친밀하게 감싸주는 감각

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실사 행위를 품위 있는 공적인 행사로 변화시켰

다.14)

[그림 3-5] High Back Chair(1970), Charles Rennie Mackintosh

14) 문은미, (2006)「유기적 통합의 개념으로 본 프랭트 로이트 라이트의 가구
디자인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4호,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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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cco

샤코는 1960년대 기존 사회의 질서와 가치에 저항하던 시기에 만들어

진 의자이다. 피에로 가티, 세사레 파올리니, 프란코 테오로로 세 디자이

너에 의해 1968년 디자인되어 기존의 의자의 구성을 파괴한 샤코는 그

시대 특유의 자유분방하고 반항적인 문화 현상이 디자인에 잘 녹아있는

작품이다. 부대자루라는 의미처럼 농촌에서 농부들이 부대자루에 기대어

휴식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 되었다. 겉은 인조가죽 혹은 천으

로 구성하고 내부의 소재는 스티로폼 합성수지를 사용했다. 누구나 쉽게

따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획득하지는 못하여 근래에 흔히 볼 수

있는 빈 백의 시초가 되었다. 공간 안에서 스스로 일정한 상징물의 역할

을 하고, 그러한 존재감을 바탕으로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한다.

[그림 3-6] Sacco(1968), Piero Gatti, Cesare Paolini, Franco Teod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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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ptember

우치다 시게루가 1977년 디자인한 셉템버 의자는 가구가 공간간의 관

계를 고민하면서 만들어 졌다. 시게루는 공간의 분위기에 가구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고,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친다면 오히려 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구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기반으로 디자인 되었

다.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이 그 공간 안에 녹아드는 가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얇은 파이프와 스테인레스 스틸 망의 시트, 많은 요소를 사용

하지 않는 단순한 구조, 원, 삼각형, 사각형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요소를 기반으로 디자인 하였다. 하지만 가는 선이 가지는 조형적 느낌

은 그 자체로 공간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있는 가구를 만들

었다. 이러한 존재감을 통해 제품은 공간 안에서 독자적인 영역성을 형

성한다. 이러한 경향은 셉템버 이후의 작업물들인 니르바나 의자, NY 1,

NY 2 의자 등 가는 파이프를 기반으로 한 작업들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3-7] September(1977),

Shigeru Uchida

[그림 3-8] Nirvana(1981),

Shigeru Uch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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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적적 영역성 분석 종합

High Back Chair와 Sacco, September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획하지

는 않지만 사용자가 시각적, 감성적으로 영역성을 느끼게 하는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한다. 공간을 직접적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영

역성을 형성하는 사례보다는 영역성이 약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은 공간 안에서 존재감이 강조되면서 일종의 상징물

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배경 공간과 대비를 이루게 된다.

이미지

작품명 High Back Chair Sacco September

작가 Mackintoch Piero Gatti Shigeru Uchida

영역성 유형 인지적 영역성 인지적 영역성 인지적 영역성

영역성 정도 약함 약함 약함

공간과의 관계 대비 대비 대비

조형

언어

- 의자의 등받이를 평균 

규격에서 탈피하여 수직적 

조형요소를 강조함

- 반복되는 수평적 요소를 

더하여 수직성을 강조함

- 무게감을 주는 동시에 

의자 자체로, 또는 공간 

안에서도 대비효과가 뛰어

난 색을 적용함 

- 기존 의자의 형태를 과감

하게 제거하고 심플한 조형

요소를 사용함

-형태에 비해 다양하고 화

려한 색을 사용하여 공간에

서 가구의 존재감을 강조함

- 얇은 파이프, 스테인레스 

스틸망 시트, 기하학적인 형태

와 같이 존재감이 없는 조형

요소들로 조합함

- 공간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

내지 않도록 무채색의 컬러를 

적용함

기타 

특징

여러 개의 제품이 모일 

경우 조형적 특징이 보다 

강조됨

1960년대의 자유분방하고 반

항적인 문화현상이 디자인에 

녹아있음

존재감 없는 조형요소들의 조

합을 통한 존재감의 발현

[표 3-3] 인지적 영역성 사례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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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앞서 영역성의 이론적 개념과 우수 디자인 사례조사를 통해 영역성을

형성하는 가구들의 외향적 디자인 특성과 디자이너들의 표현 방법에 관

해 연구하고 이로 인한 영역성의 정도 및 공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

했다. 분석 결과 물리적 영역성이 인지적 영역성에 비해 강한 영역성을

형성하고, 공간과의 관계는 대부분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디자인 방식에 따라 영역성의 강도의 차이와 형성 방법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영역성을 구현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사용한 디

자인 표현 방법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역성을 구현하는 다

양한 디자인적 표현방법을 바탕으로 4장 작품 제작 및 설명에서는 연구

자의 영역성 구축을 위한 가구디자인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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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작품연구

제 1 절 디자인 탐색 1

디자인 탐색 1에서 작품들은 공공공간에서 개인에게 영역성을 제공하

는 디자인을 제안함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 물리적으로 구획을 나누는

물리적 영역성을 형성하기보다 인지적 영역성을 활용한 디자인을 진행하

였다. 앞 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는

요소를 폭넓게 사용하여 공간 안에서 인지적 영역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의 오감을 바탕으로 구현했다. 오감 즉 동물에서도 나

타나는 직접적인 영역성 형성 요소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강하게 영역성을 구현하고, 특징적인 형태 요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공간에서 조화로울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1. Ripple

Ripple은 사용자가 영역의 경계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영역성을 인지하도록 디자인된 작품이다. 사용자가 멀리 있을 경우에는

월넛 판 위를 구슬이 회전하는 조형물로써의 역할을 하지만, 사용자가

일정한 거리 안에 진입하면 시간에 맞는 시침과 분침의 위치로 구슬이

이동해 시계로써 기능한다. 사용자의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기능하는 작

품을 통해 영역성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고 사용자의 영역성을

환기 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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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모티브 기하학, 원형, 물결모양

조형 언어 기하학적 요소의 활용 + 심플한 형태

디자인 구성
심플한 형태의 디자인과 구성 + 적외선 센서 등 기술의 활용 + 

이질적이지 않은 형태

[표 4-1] Ripple 조형 컨셉표

[그림 4-1] Ripple 렌더링 1

[그림 4-2] Ripple 렌더링 2



- 27 -

     

[그림 4-3] Ripple 목업

         

       Objet Territoriality   Clock

[그림 4-4] Ripple Concep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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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und Stool

Sound Stool은 청각을 통하여 공공공간에서 개인의 영역성을 제시하

는 작품이다. 청각을 이용한 영역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초음파를 가청

주파수의 음파로 변환시켜 직선으로 뻗어나가 일정 영역에서만 소리가

들리는 지향성 스피커와 무선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본인

이 앉아있는 일정 범위 안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음원

을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스툴 하단부에 지향성 스피커와 블루

투스 구조를 넣어 스툴의 구조와 영역성의 구축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형태는 단순한 기하학적 요소를 조합하여 디자인했다.

조형 모티브 기하학, 선

조형 언어
기하학적 요소의 활용 + 절곡을 통한 자연스러운 형태 + 폭이 

긴 비례감 + 디지털 기술의 접목

디자인 구성 기하학 도형의 조합 + 다양한 컬러 제시 + 기능 중심의 조형

[표 4-2] Sound Stool 조형 컨셉표

[그림 4-5] Sound Stool 렌더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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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Sound Stool 렌더링 2

[그림 4-7] Sound Stool 렌더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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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rritoriality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된 모듈형 퍼블릭 퍼니처인 Territoriality는 시각

적 효과를 통하여 개인의 영역성을 형성한다. 바닥면을 거울로 만들어

사용자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일 시 자신의 모습과 배경이 비치게 된

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비쳐진 배경의 공간을 온

전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바라보게 되어 개인의 영역성을 인지하게 된다.

각 모듈은 절곡을 이용해 간단히 제작이 가능하며, 모듈의 조합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다양한 인원수에 맞도록 의자의 개수와 방향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형 모티브 기하학, 모던, 오리가미, 모듈

조형 언어
기하학적 요소의 활용 + 절곡을 통한 자연스러운 형태 + 폭이 

긴 비례감

디자인 구성
각이 강하게 보이는 형태 + 얇은 면재를 사용한 날렵한 실루

엣 + 바닥의 반사판을 통한 영역성 형성

[표 4-3] Territoriality 조형 컨셉표

[그림 4-8] Territoriality 렌더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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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Territoriality 렌더링 2

[그림 4-10] Territoriality Module Concep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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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Territoriality

렌더링 3

[그림 4-12] Territoriality 목업

4. 디자인 탐색 1에 대한 평가 및 진행방향 검토

디자인 탐색 1에서 진행한 바닥면의 반사를 통해 공간을 제품 안으로

들이면서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히는 Territoriality, 일반적인 제품의

형태를 차용하여 공간 안에서 쉽게 인식되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통해

인지적 영역성을 재확인시키는Ripple, 청각을 통해 인지적 영역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색상을 통해 공간과의 조화를 모색한 Sound Stool은

오감을 활용해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면서 재질, 형태, 컬러를 통해

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언어를 실험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한 사례와

유사한 조형언어가 사용되어 연구자만의 독창적인 조형언어 구축이

미흡했고, 작품들에 적용된 영역성의 형성 방법이 각각 달라 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역성을 형성하고자 했던 연구자의 의도가 불분명하게

표현되는 한계가 있다.

디자인 탐색 2에서는 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

할 수 있는 방법에서 기존 사례와 연구자의 작품 간의 차별점을 찾고,

그에 적합한 조형을 실험하여 연구자의 의도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조형언어를 모색하는데 방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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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자인 탐색 2

디자인 탐색 2에서는 기존의 영역성을 형성하는 사례와 차별되는 연구

자만의 조형 언어가 부족함을 느끼고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했던 기존 공

간 안에서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는 가구들이 공간과 대비를 이루는 점

에 초점을 두어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면서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가구

디자인을 진행했다.

공간과 제품의 조화 또는 부조화는 형태, 색상, 재질, 감정, 상황, 시간,

공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판단되지만, 디자인탐색2

에서는 주변 환경과 형태, 색상, 재료가 통일되어 느껴지는 직접적인 조

화의 방식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형태를 이용해 제품과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형태를 차용하여

디자인된다. 이 때 형태뿐만 아니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여 형태, 색상,

재질을 통일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배경의 색상

과 작품의 색상을 통일시켜 조화로움을 느끼도록 하고 가장 강하게 조화

가 느껴지고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었다. 마지막으로 주변 재질을 이용해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사례는 바닥부의 재질이 그대로 올라오며 제품과

공간과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의 내용을 [표11]로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적 영역성을 형

성하며 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적 표현 방식으로 다음의 두가

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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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성 + 형태 이용 조화 영역성 + 색상 이용 조화 영역성 + 재질 이용 조화

- 주변 환경의 형태와 유사

한 형태를 사용

- 색상 또는 재료까지 통일 되

었을 때 보다 강한 효과를 보임

- 선적인 요소 주로 사용

- 배경의 색상과 제품의 색

상을 통일시킴

- 형태나 재질이 달라도 색이 

같을 경우 조화로운 느낌이 강함

- 배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 한정적인 한계가 있음

- 주변의 재질을 끌어들여 

공간과 조화를 이룸

- 동일 재질을 이용함으로 동

일한 색상과 느낌을 줄 수 있음

[표 4-4]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영역성 사례

첫째, 주변의 색 또는 풍경을 끌어들여오는 재질을 이용하여 공간과

작품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이 방법은 기존에 주로 사용되어졌듯이

배경의 색상과 작품의 색상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함을 통해 공간

과의 조화를 형성하는 것과 달리 재질을 이용하여 주변 공간의 형태와

색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차별점이 있다. 거울,

금속과 같은 반사체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여 오면

서 조화를 위한 형태적 제약에서 보다 자유로워진다. 이를 통해 인지적

영역성을 강하게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기존과 다른 다양한 형태를 실험

할 수 있다.

둘째, 작품 자체가 가진 존재감을 최소화 하는 디자인. 인지적 영역성

을 형성하는 작품들이 공간과 대비를 이루는 이유는 강한 실루엣으로 인

해 상징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공간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얇은 선 또는 투명한 소재의 중첩을 통하여 작품의 경계와

실루엣을 희미하게 만들고 공간 안에서 작품의 존재감을 최소화 시키는

디자인을 실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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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방법 모두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면서 공간과 조화로운 작품

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례들과 달리 재질의 특성을 이용한다는 차

별점과 함께 자유로운 형태가 가능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사례와 다르게 강한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고 영역성을 통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조형에도 적용하여 따뜻함, 부드러움, 안아주

는, 포근함과 같은 안정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1. 형태 스터디

앞 서 언급한 주변의 색 또는 풍경을 끌어들여오는 재질을 이용하여

공간과 작품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과 작품 자체가 가진 존재감을 최소

화 하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형태적 디자인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스터디의 진행은 인지적 연구자가 조형적 컨셉으로 표현하고자한 안정

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적합한 형태들을 썸네일 스케치로 진행한 후 스케

치를 비슷한 형태끼리 분류해 대표적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그 후 해당

이미지를 앞 서 도출한 두 가지 컨셉에 각각 적용하여 3D 모델링을 통

해 입체적 이미지로 구현하고 렌더링을 통해 재질이 입혀졌을 때 조형이

주는 분위기와 공간 안에서 예상되는 이미지들을 실험했다. 그 후 해당

방식들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다.

가. 재질을 이용하여 공간과 작품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거울 또는 금속을 사용해서 주변의 색 또는 풍경을 끌어들이는 디자인

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형태를 실험했다. 실험을 진행할 때의 조형 언어

는 물, 유선형, 유기적인과 같은 부드러운 형태를 기반으로 디자인했다.

또한 영역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품의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과장하거나

늘리고, 기본 도형을 사용할 경우 형태를 구부리거나 회전시켜 감싸 안

아지는 느낌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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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역성 강화를 위해 목표로 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유선형이면서 유기적인 형태를 주로 사용하여 연구자가 의도한 분위기를

주려 노력했지만, 반사체인 거울, 금속의 재질적 특성이 사람들에게

차갑다고 인식되어지는 한계로 볼 수 있다.

주변의 색과 풍경을 끌어들임

1-1

조형 모티브 물, 늘어나는, 안아주는, 유기적인
조형 언어 부드러운 곡선의 사용 + 둥그스름한 형태 + 일부분의 확장

디자인 구성 직관적으로 사람을 감싸는 형태 + 하나의 덩어리감 + 유선형

1-2

조형 모티브 기하학, 부드러움, 휘어짐, 면
조형 언어 부드럽게 휘어지는 형태 + 넓은 면의 활용 + 수평적 요소의 강조

디자인 구성 재질의 차가운 느낌과 부드러운 면의 대비 + 곡선적 형태

1-3

조형 모티브 털실, 직물, 부드러움, 유기적인
조형 언어 자유로운 곡선의 사용 + 수평적 요소의 강조

디자인 구성 재질과 자유로운 곡선의 대비 + 이미지에서 오는 부드러움

공간 예상 이미지

[표 4-5] 형태 스터디1



- 37 -

나. 존재감의 최소화

공간 안에서 작품의 존재감을 줄이는 방식 역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

낌을 바탕으로 한 영역성의 강화를 중점으로 실험했다. 유리, 아크릴과

같이 투명한 소재를 사용해 금속 재질이 사람들에게 주는 차가운 느낌에

서 벗어나고자 했고, 투명한 소재의 겹침을 통한 경계와 실루엣의 모호

화를 통해 공간과의 조화를 구현하고자 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존재감이 투명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디자인의 경

우 작품의 존재감은 줄어들지만 영역성의 표현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

다. 투명한 재질의 중첩을 통해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은 금속성의 재

질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이

존재감의 최소화

2-1

조형 모티브 모자이크, 중첩, 분할, 반복
조형 언어 면의 반복적 사용 + 둥근 모서리 + 수평적 요소의 강조

디자인 구성 판재의 중첩 + 직관적인 형태

2-2

조형 모티브 푹신함, 가벼움, 부드러움
조형 언어 부드러운 곡선의 사용 + 둥그스름한 형태

디자인 구성 하나의 덩어리감 + 얇은 선 + 패턴의 반복

공간 예상 이미지

[표 4-6] 형태 스터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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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함 때문에 사용자가 영역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었다.

형태 스터디에서 도출해낸 강점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디자인탐색2의

본 작품에서는 두가지 컨셉을 혼합하여 공간 안에서 충분한 인지적 영역

성을 구현하면서도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조형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Blossom

[그림 4-13] Blossom 컨셉 이미지

조형 모티브 꽃, 부드러움, 중첩

조형 언어 면의 중첩 + 유선형 + 유기적 형태

디자인 구성 투명한 면의 겹침을 통한 영역성 형성 + 부드러운 실루엣

[표 4-7] Blossom 조형 컨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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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ssom은 투명한 소재의 중첩을 통해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는 의

자이다. 소재는 미세한 불투명도가 있는 투명플라스틱을 사용했다. 의자

의 머리받침 부분은 사용자를 감싸듯이 구부러지게 디자인 되어있고 4개

의 면이 겹쳐져 있는 형태를 가진다. 사용자는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댈수

록 중첩되는 면의 효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감각을 부분적으로 경험

하게 된다. 사용자는 몸을 뒤로 기대는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원하는 프

라이버시의 적정 수준을 조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지적 영역성을 느

끼게 된다. 투명한 소재는 주변 환경을 투과하면서 작품과 공간간의 조

화를 이룬다. 과도한 투명성 때문에 영역성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 일정

부분에서는 소재의 중첩이 강하게 일어나거나 약하게 일어나도록 디자인

해 리듬감을 주어 부분적으로 뚜렸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전체적인 조형 주는 실루엣은 꽃잎이 모여서 벌어지고 있는 것

에서 모티브를 얻어, 사용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따스하고 부드러운 분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그림 4-14] Blossom 렌더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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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Blossom 렌더링 2

[그림 4-16] Blossom 렌더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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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Blossom 렌더링 4

[그림 4-18] Blossom 렌더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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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Blossom 시안 1

[그림 4-20] Blossom 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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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Blossom 시안 3

[그림 4-22] Blossom 시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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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Blossom 시안 5

[그림 4-24] Blossom 시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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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Blossom 시안 7

[그림 4-26] Blossom 시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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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llusion

[그림 4-27] Illusion 컨셉 이미지

조형 모티브 반사, 부드러움, 중첩

조형 언어 면의 중첩 + 유선형 + 반사

디자인 구성
투명한 면의 겹침을 통한 경계의 모호화 + 금속면의 반사 + 

유선형의 다리

[표 4-8] Illusion 조형 컨셉표

Illusion은 금속의 반사와 유리의 왜곡을 통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

을 제 공해주는 테이블이다. 상판 아래에 넓게 위치해있는 오목한 형태

의 반사체는 주변의 환경을 테이블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 때 주변의 벽

이나 나무는 가장자리에 위치하게 되고 하늘 또는 천장이 가운데에 위치

하게 되어 일상적인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점에서의 공간을 만

든다. 사용자는 테이블 위에 물건을 놓거나 가져갈 때 테이블 안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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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것을 통해 본인

의 영역성을 느낄 수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길고 넓적한 유선형의 판과

완만한 곡선을 위주로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

로 느껴지게 디자인 했다. 하단부의 다리는 전체적인 형태와 유사한 유

선형의 유리판이 여러 개가 부분적으로 중첩되도록 부착되어 있어 금속

의 차갑고 강렬한 느낌을 완화해준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작품의 존재

감은 줄여들고 공간과 보다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림 4-28] Illusion 렌더링 1

[그림 4-29] Illusion 렌더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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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Illusion 렌더링 3

[그림 4-31] Illusion 렌더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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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Illusion 시안 1

[그림 4-33] Illusion 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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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Illusion 시안 3

[그림 4-35] Illusion 시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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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Illusion 시안 5

[그림 4-37] Illusion 시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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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lower Bench

[그림 4-38] Flower Bench 컨셉 이미지

조형 모티브 정원, 부드러움, 중첩, 감싸는

조형 언어 면의 중첩 + 유선형 + 구부러짐

디자인 구성 면의 중첩에 따른 영역성 형성 + 곡선

[표 4-9] Flower Bench 조형 컨셉표

Flower Bench는 한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앉으면서도 개인의 영역성

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한 벤치이다. 벤치의 좌석부분은 하나의 면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며 부드럽게 휘어지고, 이러한 좌석의 흐름에 따

라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꼽혀 있는 반투명한 파티션은 꽃잎과 같이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이 파티션들은 사용자들에게 앉는 공간

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반투명한 소재를 사용하

여 그 존재감이 공간 안에서 약하게 표현되도록 디자인했다. 하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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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의자에 앉을 시에는 다양한 시점에 따른 투명도의 중첩을 보여주

며 개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

해 인지적 영역성을 제공한다.

[그림 4-39] Flower Bench 렌더링 1

[그림 4-40] Flower Bench 렌더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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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Flower Bench 렌더링 3

[그림 4-42] Flower Bench 렌더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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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Flower Bench 시안 1

[그림 4-44] Flower Bench 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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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Flower Bench 시안 3

[그림 4-46] Flower Bench 시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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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Flower Bench 시안 5

[그림 4-48] Flower Bench 시안 6



- 58 -

5. 디자인 탐색 2에 대한 평가 및 진행방향 검토

디자인 탐색2에서는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면서 공간과 조화를 이루

는 기존의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만의 차별점을 모색했

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과 ‘공

간 안에서 존재감이 적어지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했

고, 이를 반사와 투명체의 재질을 통해 해결하면서, 드로잉과 렌더링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물성이 적용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차용하여 디자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금속면의 반사성이 공간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 공간과의 적절

한 조화가 개지는 경우와 투명체에서 명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지 않아 영역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디자인 탐색3

에서는 이를 보완해 공간에 보다 조화로우면서도 강한 영역성을 형성할

수 있는 표현방법과 재질을 중점적으로 실험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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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자인 탐색 3

디자인 탐색 2에서는 반사를 이용해 주위의 환경을 작품 내부로 끌어

들이거나 투명성을 활용해 공간 안에서 존재감을 지우는 방식과 같이 재

질의 특성을 활용해 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역성을 형성하는 작품을

탐색했다. 하지만 의도보다 공간과 대비를 이루거나 영역성이 약하게 느껴

지는 문제를 발견하였고, 디자인 탐색 3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적

재료적 측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디자인 탐색 3에서는 조화의 측면에서 기존에 진행한 중첩을 통한 영

역성 형성에 더하여 투명과 반투명 사이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활

용해 보다 영역성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으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영역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자연물에서 모티브를 따온

곡선적인 형태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해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의 조형

을 만들고, 이를 개인이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연결시

켜 영역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영역성의 표현을 재질을 활용해 표현하기 위해 아크릴의 불투명도에

따른 블러효과의 정도와 질감의 차이, 염색 시 컬러에 따른 질감의 변화

등을 실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범위의 영역성을 제안하면서 공간

과 조화를 이루는 가구를 디자인하였다. 또한 공간이 일부분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지만 주위 환경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특성을

이용해 인지적 영역성과 물리적 영역성 사이의 밸런스를 조정하였고, 사

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영역성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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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투명도에 따른 질감 차이 실험

[그림 4-50] 거리에 따른 블러효과 실험

[그림 4-51] 컬러에 따른 질감 및 명도 차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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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yer Partition

[그림 4-52] Layer Partition 컨셉 렌더링

조형 모티브 자연형태, 부드러움, 중첩

조형 언어 면의 중첩 + 분할 + 유기적 형태

디자인 구성
다양한 불투명도 + 부드러운 실루엣

+ 다양한 조합 가능성

[표 4-11] Layer partition 조형 컨셉표

Layer Partition은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준 판재를 중첩시켜 영

역성을 형성하는 파티션이다. 사용자는 아크릴 판이 겹쳐있을 때 각기

다른 판의 그라데이션된 정도가 겹침에 따라 영역성의 강약을 인지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조절할 수 있다. 완만한 곡선 형

태의 실루엣을 사용해 부드러운 이미지의 조형언어를 사용하였다. 공간

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색은 무채색 계열을 사용하되 투명도와 질감, 패

턴의 변화를 주어 조형적 요소를 더하였다. 바닥면을 세부분으로 나눠

사용자가 본인에게 적절한 영역성을 형성하는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디

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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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Layer Partition 렌더링 1

[그림 4-54] Layer Partition 렌더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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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 Layer Partition 렌더링 3

[그림 4-56] Layer Partition 렌더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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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7] Layer Partition 시안 1

[그림 4-58] Layer Partition 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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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 Layer Partition 패턴 조합 테스트 1

[그림 4-60] Layer Partition 패턴 조합 테스트 2

[그림 4-61] Layer Partition 패턴 조합 테스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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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rden Bench

[그림 4-62] Garden Bench 컨셉 렌더링

조형 모티브 정원, 부드러움, 중첩

조형 언어 면의 중첩 + 그라데이션 + 유기적 형태

디자인 구성
투명한 면의 겹침을 통한 영역성 형성

+ 그라데이션 + 자연적 형태

[표 4-12] Garden Bench 조형 컨셉표

Garden Bench는 투명-반투명의 그라데이션을 작품의 하단부터 상단

까지 자연스럽게 적용시켜 통일감이 있으면서도 사용자가 앉는 방향이나

각도에 따라 면이 보다 다양하게 중첩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영역성을

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자연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어 다

양한 크기, 형태, 패턴으로 디자인된 판재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도록

디자인해 재료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느낌을 최대한 덜고자 했다. 벤치의

다리부분 역시 좌석부분이 부드럽게 접혀 내려오는 형태로 디자인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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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 했다. 각기 나눠져 있는 상판은 필

요에 따라 움직여 사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도의 영역성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4-63] Garden Bench 렌더링 1

[그림 4-64] Garden Bench 렌더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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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 Garden Bench 렌더링 3

[그림 4-66] Garden Bench 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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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7] Garden Bench 시안 2

[그림 4-68] Garden Bench 시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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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9] Garden Bench 시안 4

[그림 4-70] Garden Bench 시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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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Garden Bench 시안 6

[그림 4-72] Garden Bench 시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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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oudy Canopy

[그림 4-73] Cloudy Canopy 컨셉 렌더링

조형 모티브 구름, 부드러움, 중첩

조형 언어 원형, 중첩, 유기적 형태

디자인 구성
투명한 면의 겹침을 통한 영역성 형성

+ 부드러운 실루엣 + 그림자

[표 4-13] Cloudy Canopy 조형 컨셉표

Cloudy Canopy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반투명의 캐노피가 중첩됨에 따

라 바닥에 다양한 명도의 그림자가 생기고 그림자의 겹침과 사라짐을 이

용해 사용자가 본인의 영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천장에 있는 판의

모서리 부분은 곡면으로 디자인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했고, 천장에 메달기 위한 구조는 굵은 기둥에 판들을 잡고 있는 얇은

기둥들이 이어져 있는 유기적인 형태로 디자인했다. 각각의 판에 그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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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패턴, 두께를 다르게 디자인해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조형에 변화

를 줌과 동시에 각 판의 그림자간에 차이가 보다 강하게 생기게 해 영역

성이 보다 다이나믹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4-74] Cloudy Canopy 렌더링 1

[그림 4-75] Cloudy Canopy 렌더링 2



- 74 -

[그림 4-76] Cloudy Canopy 렌더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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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7] Cloudy Canopy 시안 1

[그림 4-78] Cloudy Canopy 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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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9] Cloudy Canopy 시안 3

[그림 4-80] Cloudy Canopy 시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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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nopy Chair

[그림 4-81] Canopy Chair 컨셉 렌더링

조형 모티브 꽃, 흐름, 부드러움, 중첩, 감싸는

조형 언어 면의 중첩 + 그림자 + 유기적 형태

디자인 구성 다양한 크기와 비례의 흐름

[표 4-14] Canopy Chair 조형 컨셉표

Cloudy Canopy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반투명의 캐노피가 중첩됨에 따

라 다양한 명도의 그림자가 바닥에 생기고, 그림자의 겹침과 사라짐을

이용해 사용자가 본인의 영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천장에

있는 판의 모서리 부분은 곡면으로 디자인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

이 들도록 했고, 천장에 메달기 위한 구조는 굵은 기둥에 판들을 잡고

있는 얇은 기둥들이 이어져 있는 유기적인 형태를 가진다. 각각의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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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데이션, 패턴, 두께를 다르게 디자인해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조형

에 변화를 줌과 동시에 각 판의 그림자간에 차이가 보다 강하게 생기게

해 영역성이 보다 다이나믹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4-82] Canopy Chair 렌더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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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3] Canopy Chair 렌더링 2

[그림 4-84] Canopy Chair 렌더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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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5] Canopy Chair 시안 1-1

[그림 4-86] Canopy Chair 시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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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7] Canopy Chair 시안 2-1

[그림 4-88] Canopy Chair 시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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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9] Canopy Chair 시안 3-1

[그림 4-90] Canopy Chair 시안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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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토 타입 제작

디자인 실험을 통해 도출해낸 조형의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디자인 탐

색 3의 시안 1 Layer Partition의 1/3 스케일 목업을 진행하였다. 5T와

7T 아크릴을 CNC 레이저 컷팅 가공 후 미세 사틴 가공과 그라데이션

착색 후 보다 다양한 중첩의 효과를 주기 위해 일부 아크릴에 패턴 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파티션을 고정하기 위한 바닥면과 기둥은 직경 3mm

와 5mm의 금속 봉을 레이저 컷팅 한 3T 금속 바닥판에 용접하여 제작

후 분체 도장하여 마감했다. 그 후 아크릴과 스테인레스 봉을 나사를 이

용해 조립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5-1] 목업 진행 과정



- 84 -

[그림 5-2] 목업 전시 사진 1

[그림 5-3] 목업 전시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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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목업 전시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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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에서 개인의 영역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현

상과 근래에 시도되어진 영역성의 표현 방법이 공간과 대비를 이루는 것

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영역성을 형성하는

가구를 디자인 하였다. 디자인 탐색1에서는 의자, 소품, 스툴을 오감을

활용해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면서 재질, 형태, 컬러를 각각 사용해 공

간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실험하였다. 그러나 디자인 탐색1에서는

연구자만의 독창적인 조형언어가 부족해 기존에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한 사례와 유사한 조형을 가진 작품들이 디자인 되

었고, 작품들에 적용된 영역성의 형성 방법과 강도가 연구자가 의도한

정도에 비해 적절하지 못한 수준으로 표현되었다. 디자인 탐색2에서는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는 기존 디자인 사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공간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과 ‘공간 안에서

존재감이 적어지게 만드는 방법’의 두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하였고, 이를

재질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각각의 재질이 적용되기 적절한 형태를 바

탕으로 디자인하였다. 도출된 형태를 바탕으로 반사체와 투명체의 두 가

지 재료적 특성을 이용한 의자, 테이블, 벤치, 캐노피를 디자인해 인지적

영역성을 형성하면서도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시도했다. 하지

만 금속면의 반사성이 공간 안에서 과도하게 강하게 나타나 의도한 정도

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명체의 경우에는 명도의 차이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지 않아 영역성이 약하게 느껴지는 한계가 있었다. 디자인 탐색

3의 작품에서는 조화의 측면에서 기존에 진행한 중첩을 통한 영역성 형

성에 투명과 반투명, 화이트와 블랙 사이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활

용해 보다 겹쳐지는 정도에 따라 명도의 차이가 강하게 느껴지도록 디자

인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영역성이 강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사용자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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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도의 영역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를 위해 아크릴

의 불투명도에 따른 블러효과의 정도와 표면의 차이, 염색되는 컬러에

따른 질감의 변화 등을 실험하고 연구자가 원하는 정도의 재질적 특징이

나타나 영역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태적으로는 자연물에서 모

티브를 따온 곡선적인 형태와 유기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활용해 인공

물인 재료의 차가운 느낌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의 조형을

만들고자 했고, 이를 개인이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연

결시켜 영역성을 강화를 모색했다. 이러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파티

션, 벤치, 캐노피, 의자를 디자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지적 영역성의 요

소에 물리적 영역성을 형성하는 공간을 분할하는 요소를 일부 적용해 보

다 영역성이 강하게 느껴지도록 인지적 영역성-물리적 영역성 간의 밸

런스를 조정했다. 이러한 작업의 실체적인 영역성 형성 효과와 구현가능

성을 목업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일렬의 디자인 탐색과정을 공간과 대

비되고, 단절되는 고독한 분위기의 영역성과는 다른 공간과 조화를 이루

며 개방감이 있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영역성을 제안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프라이버시의 정도와 관계없이 디자이너가 영역성의 정도를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영역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영역성의 개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탐색을 통해 도출한 작품들에 대해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나 느낄 수 있는 영역성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진행하

지는 않아 결과물의 적절성이 판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차후에 본 연

구에서 진행한 조형언어에 대한 실험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영역성에 대

한 디자인적 표현방법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사용자가 공

공공간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영역성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보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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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urniture

Design for the Formation of

Individual Territoriality in

Public Space

- In a way that harmonizes with sp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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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modern industrialization, the population was concentrated in

cities, and due to this rapid urbanization, public spaces in modern

cities were planned to be reasonably and efficiently used by many

people. Individual territoriality in spatial planning, which places

importance on rationality and efficiency, has been ruled out,

regardless of its importance, as secondary. However, territoriality is a

basic human need, and situations in which individual territorialit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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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considered cause psychological anxiety or discomfort in humans.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has emerged and the issue of

individual territoriality in public spaces has begun to be publicized.

Most of the design attempts to form an individual's territoriality in

public spaces strongly form a contrast with the surrounding space.

For most public households that form territoriality through space and

contrast, visual presence is strongly recognized, making the

individual's domain overly visible to others.

This can make territoriality feel strong, but has limitations that do

not meet the objectives of the territoriality of respecting individual

privacy. This research began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re is a lack

of consideration for individual territoriality in public spaces, and that

design representation methods contrasting with space are not suitable

for representation of territoriality to solve this problem.

The definition of territoriality, adjustment method, and formation

factors were considered through prior research,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households that could be used in public spaces. After

distinguishing territoriality between physical and cognitive

territoriality, we analyzed the formative representation method of

territoria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space through design examples

that expressed territoriality proposed by existing designers.

Through this, props, stools, and chairs were designed in Design

Study 1 with the aim of using senses to create a cognitive and direct

territoriality.

After proceeding with the Design Study 1, we conducted Design

Study 2 based on an analysis of the elements used to form

territoriality and the elements used to harmonize with spa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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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cases of harmonizing and forming territoriality were analyzed

based on the direct harmony of form, color, and materials between

the surrounding space and the work. Based on the analysis, two

ideas were derived: "Design to harmonize space and work using

materials that attract colors or landscapes around it" and "Design to

minimize the presence of the work itself." Based on these ideas, I

design chairs, tables, benches, and canopy in Design Study 2. In

Design Study 3, the design was carried out in a soft and warm

atmosphere using curved and organic elements derived from natural

motifs, while adding natural gradations to the formation of

territoriality through overlapping islands. This design concept is

applied to partitions, benches, and canopy, which strongly reveals the

territoriality and allows users to choose the desired degree of

territoriality.

Through this study, I proposed the creation of a new formative

language that harmonizes with space and allows users to recognize

the desired level of territoriality. Through this, we hope that user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feel psychological stability and focus

more on themselves.

keywords : Territoriality, Harmony, Material, Reiteration, Public

Space, Furniture Design

Student Number : 2018-2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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