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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 사회는 감성 패러다임 발달에 따라 물질적이고 규격화된 

가치보다 인간적이고 비물질적인 정서적 가치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디자인에서도 기능 중심적 디자인을 넘어 인간의 감성 가치

의 적용을 디자인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만

족도를 높이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강한 시각적 자극이나 

단편적인 감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유희적 디자인 현상에 대한 문

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사용자 내면의 감성에 편안하고 친근한 정서적 교감을 불러일

으키는 유희적 디자인의 제안을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유

희의 사전적 개념이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별한 

목적보다는 그것 자체로 흥미를 느끼는 놀이나 행위를 총칭1)한다

고 볼 때, 연구자는 유희적 디자인에서 사용자에게 친근하게 느껴

지는 감성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적 방법으로서, 친근감과 

놀이를 문제의 해결 가능성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

고 연구자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감성의 놀이와 같은 차분한 유희

적 현상을 관찰, 기록하였다. 

초기 디자인에 적용된 주요 요소는 ‘사용자가 놀이를 통해 느끼

는 순수한 즐거움의 표현’, ‘즐거움의 조형적 표현 실험’,‘놀

이를 통해 개개인이 느끼는 다양한 즐거움’이다. 자유분방하며 

다양한 즐거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여 초기 디자인을 

1) 다께우찌 도시오, 안영길 외역,「미학.예술학사전」, 미진사, 1993,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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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면, 2차 작품 실험에서는‘현상을 관찰하며 멈춰서는 

무위(無爲)의 시간’,‘자연스러운 속도’,‘정해지지 않은 듯한 유

연한 조형 표현’을 표현하였다. 작품은 연구자의 생각이 명확해

짐에 따라 조형적 일관성을 가지게 되었고 유희와 차분함이라는 

상반된 느낌을 조합하여 친근하며 자유로운 정서의 표현으로 연구

자가 의도하는 잔잔하고 자연스러운 감성을 표현하게 되었다. 3차 

작품 실험에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이는 사물’,‘의도와 

비의도가 조합된 유연한 사색적 사물’을 디자인했다. 사물의 기

능을 정해두지 않고 연구자가 추구하는 차분한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경직된 결과물이 아닌 사용자에게 맞는 유연성

과 유희의 정도를 구조화 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과정의 산물로 

디자인하였다. 

   3차 과정으로 이루어진 작품 실험을 통하여 연구자는 친근하며 

억지스럽지 않은 유희적 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연구자만의 

새로운 조형 언어를 구축해보았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조형 표현

이나 자연스러운 현상의 활용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놀이 감성의 

조형적 환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 작품연구를 통하여 흥

미만을 강조하거나 자극적인 재미를 주는 도구로서 유희적 디자인

이 사용되기보다는 인간적인 정서를 반영하여 친근하고 즐거운 정

서적 교감을 유발할 수 있는 편안한 유희로의 발전에 여지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감성, 유희적 디자인, 놀이, 자연, 친근감, 산업디자인

학번 : 2018-2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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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현대 사회는 감성 패러다임 발달에 따라 현대인들은 물질적이

고 규격화된 가치보다 인간적이고 비물질적인 정서적 가치의 만족

을 추구하고 있다. 디자인에서도 과거의 기능 중심적 디자인을 넘

어, 인간의 감성 가치의 적용을 디자인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

히,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와 세분되어가는 디자인 시장은 소비

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교감하는 방법으로 독특한 유희적 감성을 

제품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희적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 중 다수의 결과물이 과도한 시각적 자극

을 추구하며 때로 사용자에게 거부감이나 피로감을 유발하기도 한

다. 이는 유희적 디자인이 단순히 자극적인 조형 중심의 이목 끌

기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편안하고 친근한 감성으로 접근할 수 있

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유희의 사전적 개념이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

별한 목적보다는 그것 자체로 흥미를 느끼는 놀이나 행위를 총칭2)

한다고 볼 때, 연구자는 유희적 디자인에서 사용자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감성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적 방법으로서, ‘놀

이’라는 경험적 요소의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놀이

2) 다께우찌 도시오, 안영길 외역,「미학.예술학사전」, 미진사, 1993,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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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유희적 욕구를 해소해주는 수단이

며, 인간과 사물의 상호 소통적 관계 방식이기도 하는 동시에, 미

적 활동에서의 형식적 특성과 체험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함을 나

타내기도 한다. 또한,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동기와 과정을 

통해 체험을 얻을 수 있는 창조적 행위인 놀이는 인간과 사물의 

친근한 정서적 교감을 유발하는 디자인 연구에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인간이 제품을 사용하며 느끼는 유희적 정서 중 과

장된 또는 파격적인 조형의 추구를 통하여 얻게 되는 자극적 쾌감

보다 편안한 친근감을 발생시키는 유희적 디자인을 실험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는 기존에 자주 거론되던 펀(Fun) 디자인, 키치문

화 등과 같은 현실 도피적 감성 또는 과한 개성이 담긴 시각적 표

현이 아닌, 친근함이라는 편안함을 동반한 자연스러운 감성적 가

치가 표현된 디자인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 유희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데에 과도한 조형적 표현이 강조되는  

  현상 및 한계점 파악

- 편안하고 친근한 감성을 느끼기 위한 유희적 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함으로 놀이의 경험적 요소의 적용에 대한 가능성 도출

- 기존의 유희적 디자인에서의 표현 방식인 오락적이고 자극적    

  방식을 지양하고 편안함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친근한 감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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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는 유희적 디자인 실험

제 3 절 연구 방법 

1)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유희의 작용에 대하여 알

아보고, 디자인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 및 수단이 있을지를 고찰한

다. 

2) 디자인 사조 중 유희적 성향이 가장 잘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

조들인 포스트모더니즘, 키치, 팝아트, 펀(Fun) 디자인 등 현대 사

회에서 무분별하게 생겨나는 유희적 디자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 현상들을 고찰한다. 

3) 유희를 일으키는 감성으로서의 친근감에 대하여 알아보고, 친근

감을 형성하는 경험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며 

자발적인 욕구인 ‘놀이’의 개념 및 다양한 놀이의 종류 및 방법

들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기존의 놀이적 요소를 활용한 친근한 

디자인 정서를 구축한 디자인 사례조사를 통하여 디자이너들의 사

고 및 조형 표현 방법을 분석한다. 종합적으로 디자인에서 활용 

가능한 놀이의 원리 및 적합성을 파악하여 연구자의 디자인 실험

에 자원이 되도록 한다. 

4) 문헌을 통하여 검증한 놀이적 요소를 친근한 디자인에 적합한 

조형 언어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물을 통하여 실험을 진

행, 연구자만의 조형적 차별성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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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체계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펀(Fun)디자인, 키치 디자인 등의 흔히 유희적 디자인에서 

보이는 강한 시각적 자극 또는 유머만을 활용한 디자인 적용을 넘어, 

사용자 내면의 감성에 편안하고 친근한 정서적 교감을 불러일으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놀

이적 요소를 적용하여 친근하고 편안한 유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한다.

▼

기반 연구 1

1. 유희에 대한 고찰

- 유희의 개념을 고찰,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유희가 작용하는 현상을    탐

색한다.

- 현대 디자인의 흐름에서 중요한 외형적 특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유희적 조형성을 가진 디자인의 상황 및 한계점을 탐색한다.

2. 친근감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고찰

- 심리적으로 인간이 친근함을 느끼는 경험 및 방법 등을 고찰하여, 디자인

에서 활용 가능한 원리 및 가능성을 제시한다.

▼

기반 연구 2

1. 인간의 기본적 유희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경험적 요소인 놀이에 대한 

고찰

-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놀이에 대한 개념 및 의미, 영향력 등을 

파악한다.

2. 놀이적 요소를 활용하여 친근한 정서를 구축한 디자인 사례 고찰

- 놀이적 요소를 디자인에 표현한 디자이너들의 사상들을 고찰한다.

- 연구자의 작품에 맞는 놀이적 요소의 표현 방향을 모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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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실험 1, 2, 3차

친근하고 편안하게 유희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연구자의 조형 언어 구축

- 앞서 도출한 놀이적 요소를 연구자의 디자인 작품실험에서 조형적으로 적절히  

  표현한다.

▼

결론

디자인 실험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자의 결론 서술

- 연구자의 시사점 및 한계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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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유희적 디자인 현상과 친근감, 놀이

제 1 절 유희적 디자인

1. 유희 

   

   유희(遊戲)란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도 그것 자체로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활동의 총칭’으로 목표지향적 관점에서는 생산성에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유희는 과정 자체에서 즐거

움을 느낄 수 있는 성질이 있으므로 오히려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

는 데에 있어 휴식을 통한 정신적 보충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도

피가 될 수 있다.3)

2. 유희적 디자인의 현상 및 한계점

  유희적 조형은 단순히 억지스러운 웃음을 유발하거나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유머가 아닌 사용자 내면에 숨겨진 감성의 

추억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내적 감성의 

표현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4)

   패트릭 조르단은“사람들은 제품에서 단순히 육체적⋅지적

(Physical⋅Psychological) 프로세서 이상을 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3) Nachmanovitch, S. (2008). 놀이, 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 In 이상원 (Ed.), 생각
하는 인간에서 놀이하는 인간으로 창조와 상상력의 원천으로서의 놀이 탐구. 서
울: 서울 : 에코의서재.

4) 김병수, Byung Soo, K., 변상태, & Sang Tae, B. (2013). 스테파노 지오반노니의
생활용품 디자인에 나타난 유희적 조형성 연구 ( A Study on Plasticity of
Amusement in Stefano Giobanoni`s Goods Design ). 기초조형학연구, 14(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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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려움, 꿈, 가치와 열망을 지니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것들

이 우리가 인간임을 자각하도록 작용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즐

거움 지향 제품(Pleasurable Products)을 디자인하는 것은 사용성

(Usability)을 넘어 온전히 이러한 인적 요소들(Human Factors)을 

즐길 수 있는 호소력 있는 제품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즐거움 지

향 디자인(Design for Pleasurable)의 의미를 설명하였다.5)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유희적

인 조형을 적용한 디자인은 명확한 디자인 콘셉트를 가지고 단순

화된 기능과 형태로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에 따라 심도 있는 철학적 배경이나 제품 기능의 이해를 일

방적으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묻어날 수 있도록 본

능적인 것에 충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디자인의 콘셉트에 

적용된 유희적인 디자인 코드는 시대 환경과 사용자에 따라 이해

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대량 생산을 통한 시장의 다양성을 토대로 

동시대 사람들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인간 감성에 호소

하는 극히 자발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6)

5) Jordan, P. W. J. A. e. (1998). Human factors for pleasure in product use.
29(1), 25-33.

6) 김병수, Byung Soo, K., 변상태, & Sang Tae, B. (2013). 스테파노 지오반노니의
생활용품 디자인에 나타난 유희적 조형성 연구 ( A Study on Plasticity of
Amusement in Stefano Giobanoni`s Goods Design ). 기초조형학연구, 14(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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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친근감

1. 친근감

   친근하다(familiar)는 사전적 의미로 사이가 가까워 허물없는, 

익숙한, 마음 편한, 눈에 익은 등의 의미를 담고 있고, 친근감

(friendliness)은 친절한, 우정, 호의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거리를 가깝

게 느끼는 정서를 친근감으로 정의하였다.

   심리적 거리란 특정한 대상에 대해 주관적인 경험으로 형성, 

인지되는 심적 거리이다. 개인에게 대상이 가깝게 느껴지는지 

혹은 멀게 느껴지는지를 의미한다. 이는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그리고 경험적 거리로 구분된다.7)

   심리적 거리의 요소들은 각각 자아(self)와 다른 대상이나 

사건(event)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바라보는데, 

시간, 공간, 사회, 실체를 바라보려고 한다. 즉, 시간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내일 vs. 1년 뒤), 공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서울 

시내 vs. 뉴욕),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친한 친구 vs. 낯선 

사람), 실체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실제 사건 vs. 가상의 사건)를 

보려고 한다.8) 

7) Trope, Y. & Liberman, N. (2010). 심리적 거리에 대한 구성 수준 이론. 심리적
검토 , 117 (2), 440.

8) 이규현 and 김경진 (2015). "심리적 거리감과 은유메시지 효과." 문화산업연구
15(4): 16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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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질성보다는 유사성에 더 끌린다. 인간의 

감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도한 영국의 근대사상가인 

버크(Burke)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상 유사성(resemblance)에 더 

끌리는 경향을 가지며 이는 쾌락(pleasure)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두 개의 다른 대상이 유사성을 지닌다면 우리는 

이에 마음이 움직이고 주목하게 되며 쾌락을 느낀다. 자연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차이를 찾기보다는 유사성을 찾는 데 훨씬 큰 

민첩성과 만족감을 갖는다.”9)

   인간이 미적 대상의 양극단적 특성인 친근함과 독특함 

모두에서 미적 쾌를 느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Armstrong & 

Detweiler-Bedell, 2008) 특히, 독특한 것은 미적 평가의 정서적 

과정과 친근한 것은 미적 평가의 인지적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0)

   선행연구를 통해 친근감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형성되어 

인지되는 심리적 거리이며, 본능적으로 이질성보다 유사성에 

편안함(쾌락)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지적 과정과 연관이 

깊은 친근함이 디자인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다음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9) 박인철. (2011). 이질감과 친근감: 상호문화성의 양면성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현
상학과 현대철학, 50, 67-107.

10) Berlyne, D. E. (1960). Conflict, arousal, and curi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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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에서의 친근감 적용

   디자인에서 친근감이 미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친근한 즐거움에 대한 어떠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지 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제품디자인의 친근한-독특한 속성은 소비자의 제품디자인에 대

한 미적 평가의 기준이 된다. 제품디자인에 대한 미적 평가는 제

품디자인 자체 혹은 제품의 사용 경험 등을 통해 유발되는 미적 

즐거움이다. 친근감은 사이가 매우 가까움을 느끼는 감정의 표현

으로 친근한 것은 전형적인 것, 고정 관념에 부합하는 것, 평균적

인 것, 수적으로 대칭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을 가진 디

자인은 친숙한 것에 대한 미적 쾌를 유발한다. 인간이 미적인 대

상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뇌를 포함한 신경적 변화를 연구하는 신

경 미학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미적으로 익숙한 대상을 접했

을 때 신경계의 인지적 정보처리가 수월해지므로 심리적으로 편안

한 상태를 유도한다. 이는 인지적 과정에 기반한 것이므로 미적 

쾌의 강도는 새로운 것에 의한 미적 쾌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11)

   기호의 소비라 불리는 현대소비문화지향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중시하게 된다. 제품에서 기호는 형

태와 의미의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사용자의 형태 기호는 심미적 

특성을 가지며 해석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감성적 기호해석

(Emotional Decoding)은 인간이 무생물인 제품에 감성적 대응을 한

11) 김선우, & 이지현. (2018). 친근함과 독특함: 소비자의 디자인 선호와 구매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특성. 소비자학연구, 29(1), 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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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으로 무생물에 인간의 감정을 이입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다. 어떤 제품을 보거나 사용할 때에 부드럽다, 귀엽

다, 따뜻하다 등의 감성이 생기는 것이며 해석과정이 반복될수록 

제품의 관계성이 더욱 강화되고 지속성이 유지된다.12)

   친근감은 친숙한 것에 대한 미적 쾌를 유발하며 이는 신경계의 

인지 정보처리가 수월해지므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인간은 

친근함과 독특함에 대해 모두 미적 쾌를 느끼지만, 새로운 것에 

의한 미적 쾌와 비교했을 때 그 강도가 약하다. 하지만 무생물인 

제품에 감정 이입하고자 하는 감성적 대응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

된 것으로 그 해석과정이 반복될수록 제품의 관계성과 지속성이 

강화된다. 또한, 일상에서 접하는 유희적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일

방적으로 주입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묻어나야 하므로 본능적인 것

에 충실한 자발적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연구자는 지속 가능한 

일상의 즐거움을 제품에 부여하고자 하므로 친근감이라는 약한 강

도의 미적 쾌가 일상에서 접하는 유희적 디자인의 적용에 적절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 문재호, & 이재용. (2003). 제품조형언어의 친근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4(1), 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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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친근한 디자인의 경험적 적용 요소 : 놀이

1. 놀이의 개념 및 종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웃는 동물(animal rides)”이라고 

규정하며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지었다.13) 또한, 인류학자들은 고등 

생명체의 특징 중 하나로 ‘신나게 움직이기(galumphing)’를 든

다. 이러한 행동은 쓸데없이 과장되거나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지름길 대신 경치 좋은 길

을 택하는 것, 이런저런 규칙이 많은 게임을 하는 것,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두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놀이하는 존재로 태어나며, 놀이 없이는 생존

할 수 없다. 사고로 지하에 매몰된 칠레 광부들의 구조 과정이 길

어지자 광부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편안하게 하고자 게임기와 

MP3 플레이어, 카드, 도미노,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소형 영

사기를 보내 성공적으로 구출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놀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놀이’라는 개념이 재미, 유희와 혼재하

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희충동을 

해소하는 행위를 놀이로 정의하였다. 연구자는 놀이가 장난스럽고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이라기보다는 내면의 본질을 탐구하고 사색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놀이하는 태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 관련 서적과 문헌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

다.

 

13) Huizinga, J. (1993). 호모 루덴스 :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 서울: 서울 :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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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는 기술을 습득하고 압박 속에서 경기를 수행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핵심 요소이다. 사실 유희 본능을 깨우는 것도 

훈련의 하나이다. 적당한 유희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자신의 

잠재력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유희적일 

필요가 있다. 게임의 규칙은 임의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게임 진행 

이외에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활동에 사소하지 않은 이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심각함을 잃는 순간 게임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슈츠는 이러한 현상을 유희적 

태도라고 불렀다. 유희적 태도는 게임이 지닌 두 가지 

모순(사소함과 심각함)을 하나로 엮어주며, 그 결과 우리는 게임을 

지극히 사소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요소로 어길 수 

있다. … 게임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의 몰입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좌절하는 힘겨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게이머는 게임 세계에서 비교적 쉽게 많은 

것을 이루며,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동기 부여만 확실하다면 

기꺼이 협력과 협동하며 그 열의도 대단히 높다. 남을 돕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고, 고도의 집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지 않고 금방 시도하는 놀라운 면을 보인다. 

반면, 현실에서 실패에 직면하고 장애물에 맞설 때는 게임 

세계와는 달리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게임의 

어떤 요소들이 이런 현실의 비관적인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이런 강점을 실제 세계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흔히 게임에 몰입하는 것을 ‘현실도피’, 즉 

소극적으로 현실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여긴다. 하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게임은 ‘의도적’ 도피, 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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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도피, 더 나아가 대단히 유익한 도피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임이 고된 삶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이다. 

최첨단의 기술 시대를 사는 현대인이라고 해서 고대 리디아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원초적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가 갈구하는 것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더욱 많은 일에, 더욱 

열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높은 차원의 욕구이다. 우리는 

굶주렸고, 게임의 몰입성을 이용해 그 허기를 채운다. … 이런저런 

딴생각을 하는 마인드 원더링 상태에서 우리 정신은 놀고 있다. 

순간적으로 스쳐 가고 딴청을 피우거나 금방 산만해져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신은 연상 작용을 

통해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아낸다. 몽상에 잠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태를 잘 안다.14)  

   

   놀이에서 아이는 항상 제 나이보다 어른스럽고, 평소 일상보다 

더 성숙하게 행동한다. 이를테면 놀이에서 아이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 마치 아이가 평소 수준보다 더 높이 뛰려고 

애쓰는 듯 말이다.15) 

  

   “진지함”의 의미는 “놀이”의 부정 때문에 정의되고 그 

뜻을 다할 수 있다. 반면에 “놀이”의 의미는 “진지하지 않은 

것,” “진지하지 않음”이라는 말로는 결코 정의될 수 없으며 그 

뜻을 다할 수도 없다. 놀이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이다. 

14) 편집부뉴필로소퍼, & 외, 공. (2018). 뉴필로소퍼 2018 4호 - Vol 4 : 워라밸의
시대, 잘 논다는 것: Bada Publishing.

15) Vygotsky, L. S. J. M. i. s. (1978). The role of play in development. 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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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개념 그 자체는 진지함보다 한층 더 높은 질서에 속한다. 

왜냐하면, 진지함은 놀이를 전혀 허용하지 않지만, 반면 놀이는 

진지함을 아주 적절히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게임을 하면 행복과 관련된 신경계와 생리계(주의 체계, 보상 

중추, 동기 부여 체계, 감정과 기억 중추)가 모두 완전히 

활성화된다. 오늘날 큰 성공을 거둔 컴퓨터, 비디오 게임이 그토록 

중독성과 자극성이 강한 이유도 바로 이렇게 감정이 극도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낙관적 열중 상태에 들어가는 순간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 긍정적 사고, 사회적 교류, 강점 개발이 

훨씬 수월해진다. 능동적으로 심신을 조절해 행복감을 키우는 

것이다. … 보통 우리는 게임을 힘든 일로 여기지 않고 

‘놀이’로 즐긴다. 놀이는 일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다. 놀이 심리학 권위자인 브라이언 

서튼스미스의 말을 빌리자면 ‘놀이의 반대는 일이 아니라 

우울함’이다.17) 

   놀이에는 분명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으며, 단순한 유희를 

추구하는 행위에 가깝다. 그러나 놀이의 결과는 언제든지 새롭고 

유용한 목적으로 활용될 창의적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술가나 

과학자에게 놀이란 명확한 목적의식이 없어도 새로운 영감과 

창조적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인 셈이다.18) 

16) Huizinga, J. (1993). 호모 루덴스 :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 서울: 서울 :
까치.

17) McGonigal, J. (2012). 누구나 게임을 한다 :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게임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 서울: 서울 : 알에이치코리아.

18) Root-Bernstein, R. S., & Root-Bernstein, M. (2007). 생각의탄생: 에코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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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 고찰을 통해 놀이는 놀이자의 관점과 태도에 따라 유희의 

정도가 조절될 수 있으며 언제든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자유로운 

행위임을 이해하였다. 그렇기에 누구든 친근하고 자유롭게 느낄 

수 있는 보편성과 자발성을 가지며 무의식적인 딴생각이나 장난, 

스포츠, 게임, 레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의 곳곳에 존재함

을 확인하였다. 또한, 놀이의 과정에서 긍정적 사고, 사회적 교류, 

몰입, 강점 개발, 창의적 사고의 가능성 등의 정서적 회복을 돕는 

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놀이적 요소를 활용하여 친근한 정서를 구축한 디자인 사례

   기능성이 강조되던 모더니즘 시대에 이를 반대하며 디자인에서 

감수성 전달의 가치를 강조하며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끈 알렉산드

로 멘디니를 시작으로 감성 디자인의 흐름이 강화되었다. 제품의 

유희적 기능이 강화되는 현대 디자인의 추세에 따라 다원화된 유

희적 감성과 표현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선행된 작품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놀이적 감성 표현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Anna.G, Alessandro Mendini

  [그림 1] Anna G. Alessandro Mend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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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드로 멘디니는 평범한 와인오프너에 웃고 있는 여인의 

이미지를 투영시킨 Anna G.를 디자인하였다. 손잡이를 돌려 

코르크를 고정하는 나사의 원리가 적용된 부분은 사람의 얼굴과 

목으로, 고정된 코르크를 뽑아내는 지렛대 원리가 적용된 부분은 

어깨의 관절운동을 하는 모습으로 재탄생시켜 도구로서의 사용적 

기능은 바꾸지 않고 즐거운 사용 경험을 주는 디자인을 하였다. 

알렉산드로 멘디니의 디자인은 직관적으로 친근함을 느낄 수 

있으며 주로 곡면, 곡선을 많이 사용하며 채도가 높은 컬러를 

활용하는 주목성 있는 유희적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Ascent, Barber & Osgerby

[그림 2] Ascent, Barber&Osgerby

   Barber&Osgerby의 Ascent는 비행기와 요트의 초기 뼈대 구조

와 바람을 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형에 착안하여 만든 샹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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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이다. 종이로 만들어진 조명은 은은하게 구조를 드러내고 바

람에 의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이다.

Breathe Of Light, Preciosa

   Preciosa의 Breath of Light는 비눗방울을 부는 어린 시절의 경

험을 활용하여 참여형 인터렉션 조명을 디자인하였다. 감지 센서

가 부착된 4개의 조명에 바람을 불면 모서리에서 서서히 중앙으로 

빛이 들어온다. 비정형적인 구 모양의 조명은 각각 크기가 다르고 

무작위적이며 투명함에서도 차이를 주어 비눗방울 놀이를 재현하

였다.

[그림 3] Breath of Light, Preci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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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un, Heatherwick Studio

   토머스 헤더윅의 Spun은 참여하는 놀이의 요소를 활용한 

의자로, 사용자의 무게에 의해 회전하는 의자는 다리가 4개 있는 

의자보다는 불안할 수 있지만, 재미있는 긴장감을 즐길 수 있다. 

원심력이 느껴지는 의자를 공공장소에 배치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소통의 도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림 4] Spun, Tomas Heatherwick

The Weather Project, Olafur Elliason

   Olafur Elliason의 The Weather Project는 강한 감각적 자극을 

주는 환경을 구성하여 관람자의 사색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시간, 

날씨 등 자연 요소에 의해 인공 태양인 작품이 변화하도록 했고, 

천장에 거울을 설치하여 태양 아래에서 생활하는 일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낯선 환경에서 재현하여 대화를 끌어냈다. 자연스럽게 작

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유희와 사색의 공간으로 감수성을 자

극하는 경험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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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he Weather Project, Olafur Elliason

   놀이적 요소를 디자인에서 활용한 사례에는 주로 제한되지 않

은, 긍정적인, 무작위적인, 자연의 변화, 천진난만함, 사색 등의 비

물질적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친근하면서 자연스러운 감성을 

사물에 표현하려 함을 알 수 있었다. 제품의 외형에 유희적인 이

미지를 부여하는 방법 외에도 내포된 이야기에 문화적, 사회적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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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움을 녹여내는 등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용적 경험까지 설계

하는 추세이다. 심리적 거리를 구분하는 요소로 시간적 거리, 공간

적 거리, 사회적 거리, 그리고 경험적 거리가 있고, 연구자는 이 

심리적 거리 중 경험적 거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놀이를 활용하여 

친근하고 즐거운 경험을 활용하여 디자인하고자 한다. 

[표 1] 유희적 디자인 키워드 분석 및 포지션

   연구자가 추구하는 유희적 디자인은 어떠한 차별성과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희적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감

성 키워드를 독특함-친근함, 가벼움-우아함의 축으로 지도를 제작

하여 표시해 보았다. 독특함과 가벼움에 비교적 많은 키워드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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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유희적 디자인에서 연구자는 친숙함과 우아함을 교차하는 현

대인이 일상에서 가볍게 미적인 즐거움을 느끼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고자 한다.

3.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의 놀이

   연구자는 놀이와 디자인이 어떻게 관계될 수 있는지, 놀이 

경험을 어떻게 일상의 디자인 요소로서 환원시킬 수 있을지 

디자인 사례 탐구에 이어 문헌 탐색을 통해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놀이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에서 

진행되었으며, 역사학자 Johan Huizinga 는 놀이를 인간 문화의 

기초로 주장하며 자유로운 정신과 풍부한 감성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그는 놀이를 경쟁, 운, 흉내, 흥분로 설명하였다. 

사회학자 Roger Caillois 는 사회현상학적으로 Huizinga 의 이론을 

발전시켜 즉흥적인 것을 뜻하는 Paidia 와 자기 확장을 원하는 

욕구인 Ludus 를 추가하였다. 철학자 Karl Groos 는 놀이는 

자유이며 보상이 없고, 현실 세계의 압력과 구속에서 해방된 

순수한 활동으로 정의했으며, 놀이를 감각기관, 운동기관, 지능, 

감정, 의지의 놀이로 구분하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각, 

감정, 행동과 정신 활동이 놀이와 관련 있다고 설명하였다. 교육자 

Comenius 는 놀이의 요소로 동작, 자발성, 동료, 질서, 행동의 

용이성, 즐거운 목적, 경쟁으로 정의하였다. 생리학자 

Root-Bernstein 은 놀이의 창의적 가능성에 집중하여 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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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창조적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규정하였다. 심리학자 Michael J. Apter 는 

놀이가 감각적 자극, 이야기, 탐험, 상상, 긴장의 요소로 

구성되어있다고 하였다. H. G. Gadamer 는 놀이의 역동성을 

설명하면서 놀이는 자체의 고유한 움직임을 가진 자기표현이다. 

놀이에는 고유한 자기표현의 리듬이 있으며 놀이자는 이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표 2] 선행 연구된 놀이의 구성요소

   [표 2] 와 같이 여러 학문에서 연구되어 제시된 놀이의 요소가 

학자와 학문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기에, 연구자는 이 요소를 

놀이를 활용한 유희적 디자인에 적용하기 용이한 언어로 

환원하고자 했으며, Jane Holt 와 Simon Lock 의 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즐거움 구조도를 기반으로 분류하였다. Jane Holt 와 Simon 

Lock 이 제시한 4 가지 즐거움을 활용하여 각각 사회적 참여성, 

추상적 자발성, 심리적 자기 확장성, 물리적 감각성으로 

디자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놀이의 요소특성을 정의하였다.

역사학

Johan Huizinga

사회학

Roger Caillois

교육

Comenius

심리학

Michael J. 

Apter

철학

H. G. Gadamer

경쟁, 우연, 

모방, 흥분

즉흥성, 

자기 확장성

동작, 자발성, 

동료, 질서, 

행동의 용이성, 

목적성, 경쟁

감각적 자극, 

이야기, 탐험, 

상상, 긴장

자발성, 

역동성, 현실 

능가, 

자기표현, 

고유한 리듬, 

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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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자인에서 적용 가능한 놀이의 요소 재분류

   제품이 즐거움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그 

사물의 편의적 기능에서 오는 즐거움이다. 인간은 필요에 의해 

사용한 사물이 적합한 기능을 할 때 욕구가 만족되고 그에 따른 

긴장감이 해소됨에 따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유희적 기능은 사람들에게 필요의 만족과 즐거움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그 물건에 깊은 동질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다음으로 사물이 즐거움을 주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사물 

주는 뛰어난 부가가치이다. 이것은 미적 스타일, 뛰어난 사용성 

또는 내구성 등에 의해 그 사물의 본질적 기능 이외에 그것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다. 즉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이것을 이루는 

품질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만족’을 제공할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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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행위에 있어 주의할 것은 ‘놀이’가 단지 새로움이나 

변화, 또는 진기함을 강조함으로써 ‘감각적인 새로운’을 만들어 

내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실제 ‘놀이’는 

재미의 본질적인 즐거움에서 윌리엄 스티븐슨이 말하는 ‘소통의 

즐거움’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20)

   일상에서 게임형의 일들이 늘어나면 우울증과 무력감, 소외감 

등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게임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장애물에 맞서도록 자극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강점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21)

   대중예술은 어떤 사회 속, 어떤 집단에 사는 한 개인의 삶의 

어려움과 가치의 충돌을 적절하게 가시화하여 다룰 만한 것으로 

만들고 ‘오락’ 또는 ‘놀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에게 

‘대리적 정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삶 속에 붙들어 

두는 것이다. 22) (존 서더랜드 J.Sutherland) 

   제품디자인에서 이와 같은 놀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몸의 

행위가 성립, 작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요소가 미리 제품에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각 사용자가 제품의 기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현실적 삶의 과정이다. 동시에 몸이 즐거움의 감정 

19) Desmet, P., & Hekkert, P. J. I. j. o. d. (2007). Framework of product
experience. 1(1), 57-66.

20)조재경, 김지영. (1996). 놀이와 디자인. Archives of Design Research, (), 32-33.
21) McGonigal, J. (2012). 누구나 게임을 한다 :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게임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 서울: 서울 : 알에이치코리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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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에 동기, 목적되어 자발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행위다. 이러한 측면에서, 놀이는 무형적 감각 운동성의 정도, 

상태고, 미적 지각은 이러한 놀이가 성립, 수행되는 규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과 놀이 사이의 유사성 혹은 일치성으로서 

미적 지각에 근거하여 놀이는 움직임의 묘사다. 움직임으로써 

놀이는 몸의 자발적인 참여, 행위에 따라 실용적 삶으로부터 미적 

즐거움의 감정 체험으로 초월하는 지각 행위다. 23)

   이미 현대인의 삶 속에 보편적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놀이는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유희 행위로서 삶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삶에 드러나는 유희는 

디지털화되어있으며 가속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해 [표2]를 통해 분류한 사회적 참여성, 추상적 자

발성, 심리적 자기 확장성, 물리적 감각성에서 물리적 감각성과 심

리적 자기 확장성과 같은 특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놀이의 물리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사

용자의 심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놀이의 경험이 조형적으로 표

현된 친근한 표현의 디자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로서 진

행한 유희, 친근감에 대한 개념 이해와 친근감을 주기 위한 디자

인의 수단적 방법으로서 놀이의 경험적 요소 활용이 적합함을 확

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1차, 2차 작품 실험을 진행하였다.

23) 이성호, & Lee Sung, H. (2016). 제품 디자인에서 상징으로써 움직임의 사례 -모
리스 메를로 퐁티의 지각에 근거하여- ( Cases of the Moving as a Symbol in 
Product Design -based on the Perception of Maurice Merleau Ponty- ). 기초조형
학연구, 17(6),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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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작품연구

제 1 절 작품 실험 1 차

1. 작품 실험 1차 개요

   연구자의 1차 작품 실험은 일상 속에서 놀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순한 조형으로 순

수한 감성이 느껴지도록 했으며,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에서는 익

숙한 감각이나 경험을 느끼도록 하였다. 같은 목적의 사물에 비하

여 그 형태는 독창적으로 디자인하지만 사용적 경험에서는 친근한 

놀이적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자 한다. 

2. 작품 실험 1 차 디자인

  1) Rocking Chair

  [그림 6] Rocking Chair 아이디어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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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가 물리적인 자극을 반복하며 음미하고 몰입했던 놀이

경험을 성인이 된 현대인이 다시금 느끼며 일상 속의 제품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작품이다. Rocking Chair는 어린

이의 장난감 중 오뚝이나 균형 잡는 새와 같이 무게 중심의 원리

를 이용해 잘 넘어지지 않는 흔들의자이다. 주로 앞뒤로 흔들리는 

흔들의자와 달리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아 바닥의 요철이나 탄

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친숙한 물리적 원리의 자극을 활용하였

다. 앉았을 때 천진난만한 감각이 떠오르며 친근한 놀이의 경험이 

회상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의외성을 주고자 하였다. 사용자에

게 만족을 주는 의자의 본래 기능은 앉았을 때 편하다는 것이지만 

Rocking Chair의 유희적 기능은 사용자가 의자에 정신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편안함이라는 필요의 만족감 외에 유희적 

만족감이라는 의자의 사용 경험에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7] Rocking Chair 스케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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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적 경험 요소 : 아날로그적인 물리적 원리에서 오는 자극(탄

성, 무게 중심, 요철의 리듬감)을 놀이적 경험 요소로 활용하였다.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여 의자의 반응을 경험하게 

하도록 적용하였다.

[그림 8] Rocking Chair 렌더링 

   디자인 방향 : 물리적 원리에서 오는 약한 자극을 스릴로 인지

하는 놀이경험을 활용하여 이러한 경험을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느끼게 하고자 한다. 아파트라는 현대식 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크

기가 너무 크지 않고 조형적으로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1인 라운

지 의자 크기의 놀이경험이 스며든 흔들의자를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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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Rocking Chair 스케치 2

[그림 10] Rocking Chair 스케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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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 언어 : 각각의 흔들의자의 원리가 드러나는 형태로 사용자

의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했고 부드러운 면으로 이루어진 조형들을 

교차하여 어렵지 않은 단순하고 무게감 있는 조형 위에 얇은 시트

와 팔걸이로 대비를 주었다. 하단의 도형이 단순하지만 강한 이미

지를 가질 수 있기에 시각적 거부감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형태와 

소재, 색상의 새로움의 정도를 조절하였다. 

  2) New Bauhaus Chess

[그림 11] New Bauhaus Chess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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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방향 : 기존의 클래식 체스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친근

한 조형으로 재해석하여 체스가 놓인 공간의 분위기를 유연하게 

하는 오브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게임 말의 상징적 기호는 

유지하며 움직임 규칙을 기반으로 공격력이나 수동성을 주관적으

로 해석하였다. 기존의 8행 8열의 사각형으로 나뉜 흑백의 경계를 

점으로 표현하여 시각적 존재감을 줄이고, 불투명한 아크릴판을 

비정형적인 실루엣으로 제작해 자유로운 조형과 밝은 분위기를 중

심으로 디자인하였다. 말이 움직이는 8행 8열의 칸 밖에도 공간을 

두어 가져간 말을 놓을 수 있는 여유를 두었다. 

    놀이적 경험 요소 : 그 자체로서 놀이 도구인 체스에는 사용

상에 놀이의 경험을 추가하기보다는 조형적으로 부드럽고 자유로

운 형태를 부여하여 친근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말의 형태를 정

함에서는 말의 움직임이나 기존의 의미를 바탕으로 전쟁놀이를 상

상하며 상대 팀의 왕좌를 점령하는 맥락에서 각각의 역할을 친근

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12] New Bauhaus Chess_King 렌더링 

   King은 체스에서 왕을 상징하며 King과 Queen은 가장 안쪽 중

앙에 위치한다. 움직임에 제약이 많으므로 다른 말들이 방어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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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지만, 상대편의 King을 잡으면 게임에

서 승리하기 때문에 모든 말이 이 말을 먼저 점령당하지 않기 위

해 전략적으로 방어하고 공격한다.

  [그림 13] New Bauhaus Chess_Queen 렌더링

   Queen은 체스에서 여왕을 상징하며 모든 말 중에 기동성이 가

장 높은 말이다.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 King의 바로 옆에 위치

하며 팀의 마지막 승패를 사수하는 역할을 하므로 대각선, 수직, 

수평으로 몇 칸이든 자유롭게 이동하는 가장 공격적인 말이다.

   조형 언어 : King은 수동적이지만 가장 큰 가치를 가진 특성에 

따라 디자인하였다. Queen과 짝으로 높은 의자의 형상으로 권위가 

느껴지도록 하였다. Queen은 체스에서 가장 기동성이 크며 대각선

으로도 이동하는 움직임 특성을 살려 다리를 교차하는 등 King에 

비해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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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New Bauhaus Chess_Rook 렌더링 

   Rook은 성탑의 모양을 하고 있어 Castle이라고도 불리며 Queen 

다음으로 공격적인 말이다. Rook은 체스에서 전차를 상징하며 수

직, 수평 방향으로 몇 칸이든 자유롭게 전진, 후진할 수 있다.

 

[그림 15] New Bauhaus Chess_Bishop 렌더링

   Bishop은 성직자인 주교를 상징한다. 대각선 방향으로 자유롭게 

전진, 후진할 수 있으며 Rook 다음으로 공격적인 말이다. 전쟁 이

야기의 전개상 성안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가장 높은 힘을 가진 

말이다. 

   조형 언어 : Rook은 성탑 안의 원형 계단에 착안해 디자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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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Queen 다음으로 기동성이 높아 가치 있는 말로 여겨지는 

Bishop은 King과 Queen을 제외한 말 중 화려한 외형으로 디자인하

였다. Bishop은 대각선으로만 이동하는 특성과 성직자의 상징인 별 

모양을 살려 X자가 두 개 겹친 별 모양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16] New Bauhaus Chess_Knight 렌더링 

   Knight는 기병을 상징한다. 말의 머리 형태를 하고 있으며 두 

칸 전진 후, 전진한 방향에서 오른쪽 혹은 왼쪽 중 한 방향으로 

한 칸을 이동한다. 유일하게 다른 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이다.

[그림 17] New Bauhaus Chess_Pawn 렌더링

   Pawn은 졸병을 상징한다. 두 번째 열을 8개의 폰으로 모두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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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앞으로 한 칸씩 움직이고 뒤나 옆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 

   조형 언어 : Knight는 다른 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능을 표현

하기 위해 넓은 보폭을 상징하는 두 개의 다리에 말의 말굽과 갈

퀴를 표현하였다. Pawn은 수가 가장 많은 말이기 때문에, 복잡하

지 않은 형태로 보병이 걷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New Bauhaus Chess는 기존의 체스판 적용된 체크 패턴을 없애

고 흑백의 말 대신에 채도 높은 색상과 반사가 강한 반투명한 소

재, 반사가 적은 무광 소재, 금속 등을 교차하여 다양성을 표현하

였다. 팀을 구분하는 색채에서도 흑백 말의 강한 대비 대신 흰색

은 공통으로 사용하며 난색(주황색, 노란색)과 한색(초록색, 파란

색)에 골드와 실버를 각각 사용하여 풍부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계급이 낮아질수록 골드나 실버를 제외하는 등 전반적으로 밝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조형 실험으로, 기능만을 강조하는 

바우하우스 시대를 지나 다양성과 감성적인 현시대의 디자인을 표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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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New Bauhaus Chess_Pawn 스케치 과정

[그림 19] New Bauhaus Chess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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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hoppy Water Lighting

[그림 20] Choppy Water Lighting 렌더링 1

   Choppy Water Lighting은 기울어진 팽이 형태의 구와 유기적인 

형태의 트레이로 구성된 디퓨져 겸 조명 오브제이다. 액체를 담는 

용도의 사물들이 주로 바닥이 평평해 안정감 있는 형태지만, 

Choppy Water Lighting은 기울어진 축에 의해 디퓨저 내부의 액체

가 비정형적 형태로 담겨있다. 

   디자인 방향 : 유리컵에 담겨있는 물이 자연적인 바람이나 진

동으로 인해 아른거리며 흔들리는 빛과 그림자를 만드는 현상을 

관찰했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담아 유동성을 지닌 오브

제이다. 디퓨저의 위 칸에 있는 전구의 빛이 아래 칸의 액체에 반

사, 투과하여 자연적인 빛의 확산을 일으키는 구조이며, 흔들리는 

본체에 따라 잔잔한 파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액체가 휘

발하며 변화하는 수면의 크기와 빛의 반사 양, 그림자가 달라지는 

등의 변화를 통해 유동적이고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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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hoppy Water Lighting 스케치 과정

  

  

[그림 22] Choppy Water Lighting 구조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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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hoppy Water Lighting 렌더링 2

   놀이적 경험 요소 : 빛의 반사와 팽이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아날로그적 놀이적 경험 요소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였다. 움직

임과 놀이는 유사성을 가지며 미적 지각에 근거하여 놀이는 움직

임의 묘사다. 실용적인 조명의 기능에서 벗어나 미적 즐거움의 감

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동성을 넣었으며 빛이라는 매개체로 그 

움직임을 시각화하였다. 

   조형 언어 : Choppy Water Lighting은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초처럼 조명의 불빛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주어 미적인 경험을 

주고자 한다. 운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팽이와 같은 모습으로 디자

인했으며 형태상 조명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감을 위

해 비정형적인 트레이를 함께 디자인하였다. 은은하고 편안한 분

위기를 위해 빛이 아래로 향하여 잔잔하게 찰랑거리는 액체에 비

치도록 하였다. 채도와 명도가 낮은 컬러의 반투명한 유리 소재를 

사용해 공간에 조화롭게 스며들도록 하였다. 위아래 두 칸으로 나

뉜 구 형태의 상부와 아래 칸의 액체를 넣는 입구는 안으로 들어

가는 듯한 유연하고 부드러운 조형으로 기울어진 축의 형상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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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그림 24] Choppy Water Lighting 렌더링 3



- 42 -

3. 작품 실험 1차에 대한 평가 및 진행 방향 검토

   연구자의 1차 작품 실험은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놀이의 즐거

움을 줄 수 있는 친근한 디자인을 제안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조형적으로는 순수한 감성이 느껴지도록 단순하게 디자인하면서 

사용적으로는 아날로그적인 물리적 자극을 활용하였다. Rocking 

Chair와 New Bauhaus Chess를 통해 순수하고 귀여운 감성의 조형

을 사물에 적용했을 때 제품 사용자나 관람자가 호기심을 갖고 사

물을 친근하게 받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oppy Water 

Lighting은 제품에 팽이와 같은 친근한 놀이의 운동성을 부여해 제

품 사용의 경험 속에서 미적 즐거움이라는 감정 체험을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귀엽고 자유로운 느낌의 조형을 통해 따뜻한 감성을 전달하며 

사물에 놀이적 경험을 부여하여 사용적으로도 친근함을 표현한다

는 점에서 기존의 자극적인 감성의 유희적 디자인과 차별성을 가

진다. 그러나 작품 실험 1차의 결과물은 놀이의 다양한 요소가 적

용되어 연구자의 놀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조형적으로 잘 드

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인 자극적인 유

희 감성을 피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연구자의 추상적인 

해석이 일관성이 부족한 조형언어로 드러나게 되었다.

   다음 작품 실험 2차에서는 연구자의 자유로운 놀이의 감성을 

조형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연구자가 추구하는 놀이의 감성을 명확

히 정하고 직관적이며 정서적으로 교감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호소력 깊은 친근함을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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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작품 실험 2 차 

1. 작품 실험 2차 개요

   2차 작품 실험은 연구자가 추구하는 놀이와 유희의 정도와 목

적을 명확히 하고 직관적으로 디자인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타

고 있는 장작불을 바라보거나 커피를 내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들

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고, 어떤 현상을 온전히 관찰하며 

잠시 멈춰서는 일상의 경험에서 연구자가 추구하는 즐거움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는 무위(無爲)의 시간으로 가속화된 삶을 사는 현

대인에게 잡념을 벗어나고 자연스러운 속도를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능이나 목적에 갇혀있지 않은 놀이의 자유로운 감성과 연구

자가 추구하는 차분한 유희를 연구자만의 조형 언어로 표현하고 

정립함을 2차 작품 실험의 목적으로 하였으며, 1차 작품 실험에서 

부족했던 일관된 조형 언어를 사용하며 조금씩 발전시키고자 하였

다. 주로 비정형적이며 부드러운 선과 면을 사용하고, 부피가 큰 

조형을 사용하는 연구자의 조형 언어가 일상의 사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차 작품 실험에 앞서 연구자는 놀이라는 형식에 국한하지 않

고, 놀이의 자유롭고 편안한 감성을 조형적을 환원하여 표현함을 

목표로 하였다. 2차 작품 실험의 첫 번째 작품으로 자기 전에 일

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담아낸 Block Hourglass Lighting을 진행하였

다. 이후, 물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편안한 감성을 일상으로 끌어

오고자 하는 Oasis Table을 디자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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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거나 사용적으로 놀이적인 행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의 차분하며 자유로운 감성을 조형만으로 표현하고자 한 

Doodle Mirror를 디자인하였다.

2. 작품 실험 2차 디자인

  1) Block Hourglass Lighting

  

[그림 25] Block Hourglass Lighting 렌더링 1

   디자인 방향 : Block Hourglass Lighting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

로 유리 블록을 쌓아 사용하는 형태의 조명이다. 조명은 칸 사이

의 추에 의해 나누어져 있지만 떨어지는 모래의 무게에 따라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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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며 틈을 만들고 가장 아랫 칸까지 떨어진다. 블록을 많이 쌓을

수록 모래가 떨어지는 시간은 길어지며 모래가 금속 추에 닿으며 

쌓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모래가 떨어지며 빛이 변화하는 현

상을 관찰하거나 소리를 들으며 감각을 차분히 할 수 있도록 디자

인하였다.

[그림 26] Block Hourglass Lighting 렌더링 2

   놀이적 경험요소 : 모래가 떨어지는 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편적인 모래시계의 모래가 떨어지는 시계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대하였고, 떨어지는 모래의 하강을 방해하는 중심 추를 

칸 사이마다 설치하여 시간을 늘리고자 하였다. 모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잘 보이도록 투명한 유리를 사용했고, 블록의 모서리를 최

대한 둥글게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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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Block Hourglass Lighting 렌더링 3

[그림 28] Block Hourglass Lighting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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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Block Hourglass Lighting 렌더링 4

   조형 언어 : 둥글고 굴곡진 면과 조형적으로 상반되는 얇은 매

트한 블랙의 금속 프레임을 사용하여, 큰 부피감을 형성하며 쌓여

있는 블록에 긴장감을 주어 균형을 주고자 하였다. 안이 비치는 

유리를 사용하여 빛이 투과하고 제품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기 쉽게 디자인하였다. 귀여운 조형에 어울리도록 생동감이 

느껴지되 낮은 채도의 블럭을 적절히 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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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Block Hourglass Lighting 렌더링 5

[그림 31] Block Hourglass Lighting 과정작 렌더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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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Block Hourglass Lighting 과정작 스케치

   Block Hourglass Lighting을 디자인하는 초기 과정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현상을 관찰하는 사용성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진행해보

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형태는 연구자가 추구하는 조형인 얽매이

지 않은 자유로운 느낌보다는 정형적인 사용성과 형태를 적용한 

모래시계였다. Block Hour glass Lighting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장하는 놀이의 경험적 요소는 놀이 참여자가 느끼는 

각각의 개인이 느끼는 다른 선택에 의한 경험적 차이를 주고, 자

신에게 몰입하게 되는 경험적 속성. 참여자의 신중한 태도와 주체

성, 불규칙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 50 -

  2) Oasis Table

     

[그림 33] Oasis Table Concept

(출처 : 황중문(2015) 물속 세상, http://photovil.hani.co.kr/)

   

   디자인 방향 : 자연에서 물에 비친 얼굴을 보거나 물속에서 

바라보는 흐르는 수면의 그림자를 표현하고자 했다. Oasis 

Table 은 테이블에 꽂혀있는 식물이 대기의 흐름이나 바람에 따라 

흔들리며 물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일상 속에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계획한 테이블이다. 



- 51 -

[그림 34] Oasis Table 렌더링 1

[그림 35] Oasis Table 스케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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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Oasis Table 스케치 2

[그림 37] Oasis Table 렌더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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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Oasis Table 렌더링 3

[그림 39] Oasis Table 렌더링 4

   조형 언어 : Oasis Table은 자연의 놀이를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자 하는 의도로 진행하였다. 테이블의 다리와 바닥이 닿는 면을 

최소화하여 물방울의 표면처럼 느껴지도록 디자인하였다. 테이블

의 상판의 한 부분이 뚫려있어 꽃이나 식물을 꽂아둘 수 있고, 식

물이 물의 흐름을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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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oodle Mirror

   Doodle Mirror 는 거울이 소재 특성상 평면적으로 벽에 

붙어있거나 서 있는 정형적인 형태로 제작됨을 발견하고 연구자의 

조형인 둥글고 유기적인 조형을 접목한 작품이다. 

[그림 40] Doodle Mirror 렌더링 1

   디자인 방향 : 연구자의 유기적이고 둥근 면을 활용하는 조형 

언어를 활용하여. 평면인 거울의 앞부분을 제외하고는 곡면의 

깊이가 느껴지는 조형으로 디자인하였고, 거울이 스스로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디자인해 생동감을 주었다. Doodle Mirror 는 

프레임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리듬감이 느껴지는 손으로 

그린듯한 곡선을 강조하여 연구자가 생각하는 놀이의 강요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조형으로 환원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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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Doodle Mirror 스케치

[그림 42] Doodle Mirror 렌더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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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적 경험요소 : 기본적인 거울의 위아래 각도뿐 아니라 거

울 면만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도록 가죽 

손잡이를 달아 당길 수 있도록 하였다. 거울 뒷면의 무게를 지지

하는 조형이 거울 본체의 큰 면을 눌러 움푹 들어가며 끌려 올라

간 듯한 조형으로 긴장감을 주었다. 

   조형 언어 : 딱딱한 물성을 가진 나무에 물렁물렁하게 눌린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고, 연구자의 다른 작품들에서와같이 

라운드 값이 다른 둥근 면이 만나는 부분을 다듬지 않고, 오히려 

강조하여 독립적인 조형이 조화롭게 모여있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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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ask

   연구자는 2차 작품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Slow Seoul’전시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시주제는 도시의 가속화된 속도를 늦추고 환

경 파괴를 지양하는 시대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으며, 연구자

가 추구하는 차분한 놀이의 감성을 담아 한국의 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작품을 디자인하였다. 

[그림 43] Mask Concept

(출처 : ttps://www.thoughtco.com/traditional-korean-masks-1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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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Mask 렌더링

   한국의 탈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로 기쁨, 슬픔, 분노함, 놀

람 등의 과장된 표정을 지어 탈춤 극에서 1차원적인 캐릭터의 성

격을 묘사하는 역할로 쓰였다. 연구자는 한국의 전통적인 유희의 

모습을 편안하고 차분하게 재해석하면서 깊이 있는 한국적인 선을 

살려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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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실험 2차에 대한 평가 및 진행 방향 검토

   2차 작품 실험에서 연구자는 생동감 있는 놀이의 성격과 연구

자가 의도하는 차분한 유희와 사색의 감성을 적절히 결합하고자 

노력하였다. 2차 작품 실험에 앞서 연구자가 목표로 한 놀이의 자

유롭고 편안한 감성의 환원을 Block Hourglass Lighting과 Oasis 

Table에서는 물리적 현상을 관찰하는 즐거움으로 표현하고자 하였

으며, Doodle Mirror와 Mask를 디자인하면서는 차분한 유희라는 

주제를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1차 작품 실험과 비교하면 

2차 작품 실험에서 연구자의 생각과 조형에 일관성을 가지게 되었

으나, 3차 작품 실험에서는 연구자가 추구하는 차분하며 자연스러

운 유희적 디자인 조형으로서의 메시지를 더 명확히 전달함을 목

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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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작품 실험 3 차 

1. 작품 실험 3차 개요

   유희적 디자인을 키치하고 자극적인 과장된 자극이 아닌 차분

한 유희로 표현하기 위해 연구자가 놀이를 활용한 가장 큰 이유는 

놀이의 유희적 태도에 있다. 놀이는 목표가 없고 과정에 집중한 

행위이므로 시작과 끝이 없고 사용자가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놀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유희적 태도는 일상적이고 

친근한 것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하며 경직된 결과

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게 한다. 이에 연구자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차분한 유희적 디자인을 표현하는 데에 놀이를 활용하였

다. 

   연구자는 현대의 공간과 사물이 완벽하게 정리, 정렬, 정제되어

있는 모습에서 만족감과 세련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자연

스럽고 불편한 긴장감을 느끼곤 했다. 연구자는 명확하고 강렬한 

정서보다 정의하기 어려운 애매하고 복합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인

간적이고 친근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통제하거

나 결론 내려지지 않는 놀이를 활용하여 이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스포츠나 게임처럼 때에 따라 자극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행위인 

놀이가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도해보는 생동적이면서

도 관망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유희적 태도를 주제로 3차 작품을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유희적 태도와 사색적 주의를 끌어내는 사물을 디자

인하며 철학자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접하게 되어 책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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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깊은 심심함, 막간의 시간, 쓸모없는 것의 쓸모가 생겨나는 놀

이의 시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을 읽고 연구자가 의도하는 차분

한 유희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그러나 사색의 능력이 반드시 영원한 존재에만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떠다니는 것,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금세 사라져버리  

   는 것이야말로 오직 깊은 사색적 주의 앞에서만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24) 또한 긴 것, 느린 것에 대한 접근 역시 오  

   랫동안 머무를 줄 아는 사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속의 형  

   식 또는 지속의 상태는 과잉활동성 속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깊은 사색적 주의의 거장이었던 폴 세잔은 언젠  

   가 사물의 향기도 볼 수 있노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향기  

   를 시각화하는 데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인간은 사색하는   

   상태에서만 자기 자신의 밖으로 나와서 사물들의 세계 속에 침  

   잠할 수 있는 것이다. 25)

   2차 작품 실험에서 놀이의 유연함과 연구자가 추구하는 차분한 

사색적 유희를 연구자의 조형 언어로 표현함을 목적으로 여러 사

물에 연구자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기능과 조형 언어를 부여하

여 조형을 다듬고 표현해 보았다면, 3차 작품 실험에서는 사물의 

기능을 정해두지 않고 연구자가 추구하는 차분한 즐거움을 느끼는 

현상과 모습을 표현하는 조형과 움직임을 디자인하고 그게 맞는 

용도를 부여하는 순서로 3차 작품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제 목업

으로 전시를 진행하고자 소재의 활용이나 제작성을 고려하여 디자

인을 진행하였다.

24) Merleau-Ponty, M. (2003). Das Auge und der Geist. Philosophische Essays.
Meiner, Hamburg.

25) 한병철. (2012).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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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실험 3차 디자인

  

   1) Leaves

[그림 45] Leaves 렌더링 1

   디자인 방향 : 3 차 작품 실험에서는 자연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식물의 모습과 움직임에서 차분한 즐거움을 찾았으며, 

그로 인해 선적인 요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물의 

구조를 구상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식물의 잎을 보고 

구상한 모빌 조명이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잎의 모습과 같이 

모빌처럼 움직이는 조명의 갓을 통해 빛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스탠드, 벽걸이형 조명을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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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 Leaves 렌더링 2

  [그림 47] Leaves 렌더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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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적 경험요소 : 잎사귀가 매달린 모습에서 느껴지는 정적이

면서도 장난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했다. 의도와 비의도가 조합된, 

자연적 요소나 사용자의 의도로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사색적 사

물을 디자인했다.

   조형 언어 : 대를 탄성 있는 나무 소재로 하여 조명 갓과 함께 

조명대 부분도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이도록 의도했다. 조명 갓은 

바람개비와 같이 평면을 살짝 꼬아 접은 조형으로 무게 중심이 기

울어져 움직임을 유도했다. 

[그림 48] Leaves 디자인 과정작 렌더링

Leaves를 디자인하기 전에 나뭇가지 형태에서 연결성과 규칙을 찾

아 디자인을 시도하였으나, 형태와 기능을 강조한 모듈형 가구 디

자인으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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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ried Flower Arrangement

   두 번째 작품은 꽃다발을 거꾸로 걸어 말리는 모습에서 착안하

여 디자인한 샹들리에 조명이다. 꽃의 종류 형태, 방식에 따라 다

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꽃꽂이와 같이 여러 요소를 사용자가 원하

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 빛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키는 소재가 체

인에 달려있어 흔들림에 의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 

[그림 49] Dried Flower Arrangement 렌더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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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방향 : 꽃다발을 걸어 놓은 모습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시선이 가도록 하였다. 끝에 달린 조형물의 작은 흔들림으로 인한 

움직임이 극대화되도록 조명의 광원은 가장 작게 디자인하였고, 

의도되지 않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소재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재로 체인을 선택했다. 의도와 비의도가 혼합된 모습을 담았다.

[그림 50] Dried Flower Arrangement 렌더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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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적 경험요소 : 길이를 조정하고 남은 체인이 선반에 자연

스럽게 놓인 생동감 있는 과정의 모습, 움직임에 따른 빛과 그림

자의 산란과 반사, 사용자의 의도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함

을 놀이적 경험요소로 의도했다.

  조형 언어 : 체인이 관통하는 파이프 부분은 나무 소재로 따뜻

하고 반사가 없는 소재로, 빛의 굴절에 따라 빛과 그림자의 산란

이 일어나는 조형물은 반사와 투과성이 있는 소재로 디자인했다. 

[그림 51] Dried Flower Arrangement 렌더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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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의 종류나 정렬에 따라 꽃다발의 느낌을 다르게 만들어 낼 수 

있듯 길게 늘어트린 샹들리에보다 짧고 단정한 느낌의 꽃다발인 

부케를 연상하며 테이블용 조명 타입을 디자인하였다. 

[그림 52] Dried Flower Arrangement 렌더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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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Dried Flower Arrangement 렌더링 5

[그림 54] Dried Flower Arrangement 렌더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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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Cloud Mobile

  세 번째 작품은 사용자가 걸터앉거나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조형물이다. 바람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조형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조형을 움직이는 자연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유희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림 55] Cloud Mobile 렌더링 1

  디자인 방향 : 차분한 생동감이 있는 오브제의 움직임으로 

사용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자연 환경과의 교감을 유발하는 의도를 

가진다. 바닥면은 오목한 접시 형태로 사용자가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금속으로 제작되어 사용자의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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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Cloud Mobile 렌더링 2

   놀이적 경험요소 : 경직된 결과물로서의 사물이 아닌 과정의 

모습을 구조화한 Cloud Mobile은 참여하는 사색적 놀이로 조형물

에서 휴식하며 움직이는 조형물과 자연환경에 스며들어 차분한 즐

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조형 언어 : 조형물에 앉거나 누웠을 때 높게 달린 조형 구조

를 바라보다 조형의 배경에 존재하는 흐름인 바람, 구름과 같은 

환경을 알아차리게 되는 자연 속의 사색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닥 

면에서부터 이어진 중심축은 아래에서는 무광의 흰 도장 소재지만 

위로 갈수록 주변 환경을 반사하는 크롬 소재가 드러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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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에 스며들 수 있는 조형을 구조화하였다. 

[그림 57] Cloud Mobile 렌더링 3

[그림 58] Cloud Mobile 렌더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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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실험 3차에 대한 평가

   3차 작품 실험에서는 사물이 경직된 결과물에 그치는 것이 아

닌 사용자에게 맞도록 유연성, 유희의 정도를 구조화할 수 있으며 

생동감 있는 과정의 산물로 보이도록 하는 연구자의 메시지를 명

확히 하는 것에 집중하여 3차 작품 실험을 진행했다. 

4. 목업 제작

   3차로 이루어진 디자인 작품 실험을 통해 도출한 연구자의 조

형 효과를 실물로 확인하기 위해 3차 작품 실험의 두 번째 작품인 

Dried Flower Arrangement의 목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59] Dried Flower Arrangement 목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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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Dried Flower Arrangement 목업 전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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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Dried Flower Arrangement 목업 전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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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작품 논문으로 강한 시각적 자극이나 단편적인 감성

을 주 대상으로 하는 유희적 디자인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

작되었다. 연구자는 억지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유희적 디자인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놀이와 같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유연한 디자인을 통해서 친근감 있는 정서적 교감을 끌어낼 수 있

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는 디자인에서의 친근감, 놀이의 적용을 위해 관련 문헌

을 고찰하고 선행된 디자인 작품을 연구하며 연구자의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놀이적 경험과 현상을 직접 관찰하였다. 1차 실

험 작품에서는 놀이의 물리적인 감각적 경험을 중심으로 Swing 

chair, Bauhaus Chess, Choppy Water Lighting의 디자인을 진행하

였다. 초기 디자인에 적용된 주요 정서적 요소는 ‘사용자가 놀이

를 통해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의 표현’, ‘즐거움의 조형적 표현 

실험’,‘놀이를 통해 개개인이 느끼는 다양한 즐거움’이다. 

   

   자유분방하며 다양한 즐거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여 

초기 디자인을 진행하였다면, 1차 작품 실험 이후 연구자가 추구

하는 놀이와 즐거움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희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추출할 수 있는 마인드맵과 경험 기록을 진행하

였다. 이를 통해 2차 작품 실험에서 적용된 주요 요소는 ‘현상을 

관찰하며 멈춰서는 무위(無爲)의 시간’,‘자연스러운 속도’,‘정

해지지 않은 듯한 유연한 조형 표현’이다. Block Hour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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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ting, Oasis Table, Doodle Mirror, Mask 작품은 연구자의 생각이 

명확해짐에 따라 조형적 일관성을 가지게 되었고 유희와 차분함이

라는 상반된 느낌을 조합하여 친근하며 자유로운 정서의 표현으로 

연구자가 의도하는 잔잔하고 자연스러운 감성을 표현하였다. 

   다양한 사물에 적합한 사색을 끌어내는‘차분한 유희’에 대한 

조형 실험 이후 3차 작품 실험에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

이는 사물’,‘의도와 비의도가 조합된 유연한 사색적 사물’을 

디자인했다. 사물의 기능을 정해두지 않고 연구자가 추구하는 차

분한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Leaves, Dried Flower 

Arrangement, Cloud Mobile는 경직된 결과물이 아닌 사용자에게 

맞는 유연성과 유희의 정도를 구조화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과정

의 산물로 디자인하였다. 

   

   3차 과정으로 이루어진 작품 실험을 통하여 연구자는 친근하며 

억지스럽지 않은 유희적 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연구자만의 

새로운 조형 언어를 구축해보았다. 강한 시각 자극을 통하여 피로

감을 유발하는 유희적 디자인에 관한 본 연구가 정량적으로 자연

스러운 즐거움을 주는지 평가할 수 없지만, 주관적으로는 유연하

고 부드러운 조형 표현이나 자연스러운 현상의 활용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놀이 감성의 조형적 환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 

작품연구를 통하여 흥미만을 강조하거나 자극적인 재미를 주는 도

구로 유희적 디자인이 사용되기보다는 인간적인 정서를 반영한 차

분하고 즐거운 정서적 교감을 유발할 수 있는 편안한 유희로의 발

전에 여지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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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leasurable Design

Inducing Friendly

Emotional Connections

: focusing on experiential elements of play

Kim Yoo Wan

Department og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ern society promotes the satisfaction of human and

emotional values over material values and standardiz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motion paradigm. Likewise, the field of

design is paying more attention to enhancing the psychological

satisfaction of users, as opposed to focusing solely on functions,

by utilizing human sensibility values as the main resource of

design. This study was initiated suggesting that the design of

play objects with a strong visual stimulus or fragmentary

sensibility could be problematic.

The study aims to propose a design of play objec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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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kes comforting and friendly emotions to users. Considering

that the definition of play refers to the act of having fun or

actions that are enjoyed without having a specific purpose, the

study defined playful design as a means that induces an

emotional approach of friendliness. The notion of play and

friendliness was thought to be an aspect that could re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 As such, related literature was

reviewed, and calm and playful situations such as free

emotional play were observed and recorded.

The main elements applied to the initial design were

‘expression of joy that users feel through play,’ and ‘diverse

enjoyments experienced by many individuals through play.’

While the initial design focused on expressing various forms of

enjoyment under freedom, the second design experiment

concentrated on the ‘time taken to observe the phenomenon,’

‘natural speed,’ and ‘flexible expression of form.’ Through this,

the research was able to reach a consistent form, and

expressed calm and natural sensibilities that combine

contradicting feelings of playfulness and calmness. In the third

design experiment, notions of ‘objects that represent processes,

not results’ and ‘flexible speculative objects with and without

purpose’ were reflected. The function of the object was not

specified, and the object was designed not as a fixed result but

a lively process that can be structured based on the user’s

playfulness and flexibility, in order to realize the calm pleasure

pursued by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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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design experimentations, the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a friendly and unobtrusive design of play objects

and built a new formative language. The research believes that

flexible formative expressions or the use of natural phenomena

can promote comfortable and free play sensibilities. Through

this research, it is hoped that comfortable play that induces

friendliness and enjoyment reflecting human emotions will be

further developed as opposed to designs that only emphasize

interest or stimulation.

keywords : Emotion, design of play objects, friendliness,

Pleasurab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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