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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공물이 지능을 가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축소되는 물리적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가전제품, 로봇, 인터페이스 등에 움직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인공물에 적용된 움직임은 디자이너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감정을 전달하거나 사용자의 감정을 투영하게 하여 

다양한 감성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에 적용된 물리적 움직임에는 긍정적 제품 감성을 이끌어내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전제품에 적용된 물리적 

움직임 구성요소를 조절하여 사용자에게 긍정적 제품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움직임의 구성요소와 제품 감성 발현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제품에 적용된 

움직임 디자인을 이해하고자 제품 움직임 구성 요소 분석 모델을 

제안하였다.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각 단계인 Phase 로 나누고 

형태적 특성인 Form(Material, Volume), 위치적 특성인 

Mechanical(Path), 시간 흐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적인 특성인 

Behavioral(Direction, Speed)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델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목적의 움직임이 

적용된 상용 제품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움직임을 통한 감정 전달이 

목적인 소셜로봇과 움직임으로 제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청소기, 

TV 의 움직임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소셜로봇과 같이 이미 감정이 

내포된 움직임으로 사용자는 감성이 유발되지만 가전제품의 기능적 

움직임으로 사용자는 제품 감성이 유발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선풍기, 로봇청소기, 롤러블 TV 의 사례 분석을 바탕 한 파일럿 

실험을 통해 기능적 움직임이 적용된 가전제품의 움직임은 사용자에게 

제품 감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종류의 제품이라도 

움직임 구성요소 변수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보편적 경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제품 움직임 구성요소인 Speed, Volume, Direction 을 조절하여 

부정적 제품 감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제품 감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봇청소기와 롤러블 TV 의 형상과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제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유발되는 감성과 제품별 다르게 유발되는 

감성이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차이도 존재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움직임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감성은 

안정감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움직임은 매력적, 재미, 감탄과 같은 

긍정적 감성과는 달리 지루함을 동반하지만, 사용자는 어느 정도의 

지루한 감성은 감수하며 안정적이고 편안한 움직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느린, 빠른 속도로 구분한 Speed 속성에서는 일반적인 

속도가 안정감을 강하게 유발하였다. 일반, 넓은, 좁은 범위로 구분한 

Volume 속성은 일반적인 범위가 안정감을 주었다. Direction 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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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보다는 가로 방향이, 회전보다는 직선 방향이 안정감을 높게 

유발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사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움직임의 Speed, 

Voulme, Direction 을 예상하게 되는데 예상을 벗어날 때 강한 감성이 

유발된다. 특히 Volume 이 사용자의 기대 목표를 벗어날 때 분노, 

지루함, 답답함과 같은 강한 부정적 감성이 유발된다. Direction 이 

사용자의 기대 목표를 벗어날 때는 매력, 호기심, 감탄의 긍정적 감성과 

불안감, 공포와 같은 부정적 감성이 동시에 강하게 유발되었다. 

 

주요어 : 물리적 움직임, 움직임 디자인, 제품 감성 

학   번 : 2019-2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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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 배경 
 

사물이 고도화됨에 따라 외형(外形) 디자인 위주이던 제품 디자인의 

중심이 내형(內形) 과의 균형과 연결성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Campenhout et al (2013)은 사용자가 제품 외형에서 얻을 수 있는 

행동적 경험은 축소되고 인지적 경험이 주를 이루어 제품의 물리적 

특성은 차별화 요소가 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리로 청각적 자극을 주어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하거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화면 내 움직임과 같은 내형 요인을 추가하여 사용자 

경험을 풍부하게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Uekita et al(2000)은 

그래픽의 움직임인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움직임으로 감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화면이나 소리를 통해 

경험하는 객체와 객체의 움직임은 가상에 불과하거나 인간의 여러 감각 

중 시각이나 청각의 한 가지 감각만을 자극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화면 속 움직임은 사용자와 평면적 접점을 가지고 시점을 강제하는 

2 차원의 경험에 불과하다. 반면 3 차원에 실재하는 사물과 사용자의 

접점은 입체적이며 사물이 움직이거나 사용자가 위치를 이동하면 더욱 

풍부한 시각적, 물리적, 행동적 경험이 가능하다. Young et al(2005)는 

물리적 움직임을 통하여 제품-사용자 상호작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방안을 탐색하였고 Djajadiningrat et al(2007)은 3 차원 움직임을 사물에 

추가하여 사람-사물 인터랙션의 실체적인 경험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시장에 출시된 가전제품을 살펴보면 동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풍부한 

상호작용을 꾀한 사례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디자인의 요소나 

인터랙션의 매개로써 사물의 물리적 운동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표 1-1]은 1850 년의 최초의 식기세척기부터 2021 년에 공개된 

공기청정기와 AI 기기까지 움직임이 포함된 전자제품을 사례로 움직임 

적용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첫 번째 열은 제품의 

초기 모델로 움직임 없이 고정되어 제품 자체의 기능 수행을 위한 

부품의 내부적 움직임만 있는 사례이다. 두 번째 열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물리적인 움직임이 적용되어 고정형 제품보다 기능이 향상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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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하지만 제품 자체의 절대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선풍기나 공기청정기의 헤드가 회전을 하고 에어컨의 날개에 

움직임이 적용되어 제품의 성능이 닿는 범위를 넓히거나 식기세척기나 

냉장고의 도어에 자동 열림 움직임이 추가되어 사용성과 편리성을 

높이기도 한다. 마지막 열은 최근에 개발된 제품으로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이미 상용화된 로봇청소기, 스스로 공기의 질이 

나쁜 곳을 찾아가 정화를 하는 공기청정기,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빨랫감을 치우고 식사 전 테이블 세팅을 하거나 반려동물을 돌보는 

생활밀착형 AI 기기와 같이 사용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일을 

줄여주기 위해 제품 자체의 위치를 변화하는 움직임도 적용되고 있다. 

 

 내부적 움직임 제한적인 움직임 적극적인 움직임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수행을 위한  

내부적 움직임 

 

기능 극대화, 편리성, 사용성 및 제

품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움직임 

 

제품이 사용자에게 접근하여 사용

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배려하

는 움직임 

 

공기 

청정기 

   

청소기 

 

 
 

- 

 

에어컨 

 

 

 

- 

TV 

 

 

 

- 

AI 

기기 

 

 

 

 

 

 

식기 

세척기 
 Auto open 

- 

냉장고 

 

 
Auto open                  Auto lift 

- 

선풍기 

 

 

 
 

- 

[표 １-1] 물리적 움직임이 적용된 전자제품의 예시 

일상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에서 나아가 [표 1-2]와 같이 새로운 

영역인 로봇의 등장 역시 물리적 움직임은 다른 인터랙션과 차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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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2] 왼쪽의 로봇 강아지 Aibo 와 사용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로봇 OuterSpace 는 생명체의 외형과 움직임을 

표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움직임을 가진 물체는 지능을 가질 수 있고 

인터랙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National 

Geographic(2018)의 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로봇 강아지 Aibo 를 

로봇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 Aibo 를 수리한다는 표현 대신 

치료한다고 말하며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로봇 강아지를 추모하기 

위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한다. 전자제품 이외의 영역인 [표 1-2] 

오른쪽의 사용자 손 위치에 따라 화면의 형태를 변형하는 실감형 사용자 

인터페이스(TUI: Tangible User Interface) Lumen 과 물리적 개체를 

화면 상 인터페이스 요소로 사용하는 TUI 인 PICO 는 촉각과 

운동감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경험을 형성하여 

인터랙션을 풍부하게 하는 매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Robot Tangible User Interface 

    

Aibo OuterSpace Lumen PICO 

[표 １-2] 물리적 움직임이 적용된 로봇과 인터페이스의 예시 

움직임은 이와 같이 제품과 사용자 간 감성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인터랙션을 풍부하게 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제품 디자인의 요소로 움직임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물의 움직임 디자인과 사용자 감성에 대한 

연구는 [표 1-3] 과같이 인간과 생명체의 생김새와 행동을 모방하는 

의인화된 로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Masuda et al(2010)은 Laban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변수 조정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을 

디자인하고 인간의 네 가지 기본 감정(기쁨, 분노, 슬픔, 공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English et al(2017)은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상호작용 교육을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으로 인간의 여섯 가지 기본 감정(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라움) 중 혐오를 제외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식별하기 어려운 

다섯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로봇의 움직임이 의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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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으로 식별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김수아, 

오동우(2019)는 선호도가 높은 외형 요소를 적용한 기본형 소셜로봇을 

제작 후 인간의 대표 동작 언어인 고개 끄덕이기, 가로젓기 동작의 각도 

및 횟수의 변수를 조절한 움직임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해당 

움직임을 통하여 인간의 여섯 가지 기본 감정의 표현과 사용자의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Masuda et al(2010) English et al(2017) 김수아, 오동우(2019) 

[표 １-3] 의인화 로봇과 인간의 기본 감성 관련 선행연구의 실험 자극물 

하지만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과 감성에 관련된 연구는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며 사용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로봇청소기와 

같은 상용 제품에 적용되기 어렵다. 상용 제품은 인간의 형상과 행동을 

모방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화된 로봇과는 형상적, 행동적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또한 상용 제품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다르게 기쁨, 슬픔, 

분노, 공포와 같은 인간의 기본 감정을 전달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움직임을 디자인하지 않기 때문에 감성적 관점을 달리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２절 연구 목적 및 방법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에 적용된 

물리적 움직임의 구성요소 중 Speed, Volume, Direction 과 제품 감성 

발현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과정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선행 연구 및 사례를 통해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움직임의 

감성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움직임은 직접적이고 실체적으로 

사용자의 감각을 자극하여 흥미를 유발하며 사용자에게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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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과 인식을 주어 풍부하고 효과적인 감성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움직임에 관련된 디자인 연구 동향, 디자인 요소로써 움직임에 

대한 관점 및 선행 연구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선행 연구는 A. 

효과적인 움직임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 B. 

움직임의 요소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해하여 이해를 시도한 연구, 

C. 움직임과 감성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3) 선행연구 A를 통해 움직임이 제품디자인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계적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체계적인 움직임 디자인을 위해서는 움직임 구성 요소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선행연구 B 는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과 

용어가 혼재되어 통합적인 정의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움직임의 정의와 관련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움직임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4) 선행연구 C 의 고찰을 통해 움직임 연구의 대상을 가전제품으로 

설정하고, 사용자 감성은 인간의 기본감성(Basic emotion)이 

아닌 제품 관련 감성(Product relevant emotion) 관점으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의인화 된 

대상, 동물의 형태와 움직임을 모방하는 동물화된 대상, 여러 

개체가 군집이나 떼를 이룬 대상, 실험연구를 위해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사용자가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전제품과 사용자 감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 감성이 아닌 제품 관련 감성관점의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은 움직임으로 

기쁘거나 슬픈 감성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로봇청소기와 

같은 가전제품에 적용된 움직임은 기쁨, 슬픔의 감성이 아닌 

부드러운, 위협적인 등 과 같은 제품 관련 감성과 관계가 된다. 

제품 감성의 대표 연구자인 Desmet(2010)에 따르면 제품 

감성은 Unpleasant-Pleasant, Calm-Excitement 을 조합하여 총 

여덟 가지 감성(Pleasant Excited, Pleasant Average, Pleasant 

Calm, Neutral Calm, Unpleasant Calm, Unpleasant Average, 

Unpleasant Excited, Neutral Excited)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감성을 Pleasant 와 Unpleasnt, 즉 긍정적 



 

 6 

감성과 부정적 감성의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제품 움직임 

디자인을 할 때 궁극적으로는 긍정적 감성을 주고자 하기 

때문이다. 

5) 제안한 움직임 구성 요소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움직임이 

적용된 상용 제품 사례를 분석한다. 움직임을 통한 감정 전달이 

목적인 소셜로봇과 움직임으로 제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전제품의 움직임 구성요소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소셜로봇과 

같이 이미 감정이 내포된 움직임으로 사용자는 감성이 

유발되지만 가전제품의 기능적 움직임으로 사용자는 제품 

감성이 유발되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6) 움직임이 적용된 가전제품인 선풍기, 로봇청소기, 롤러블 TV 의 

사례 분석을 바탕 한 파일럿 실험을 진행하였다. 파일럿 실험을 

통해 기능적 움직임이 적용된 가전제품의 움직임은 사용자에게 

제품 감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다른 종류의 

제품이라도 움직임 구성요소 변수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보편적 경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7) 제품 움직임 구성요소인 Speed, Volume, Direction 을 조절하여 

부정적 제품 감성을 감소 시키고 긍정적인 제품 감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봇청소기와 롤러블 TV 의 형상과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실험자극물을 제작하여 본실험을 

진행하였다. 

8) 실험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문제인 가전제품에 적용된 

물리적 움직임의 구성요소와 제품 감성 발현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 과정으로 움직임 요소와 제품 감성 발현 간의 상관성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통해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사용자의 감성적 

경험을 유도하는데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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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움직임 기반 연구 고찰 
 

제１절 움직임의 특성 
 

움직임의 연구는 키네틱(Kinetic)과 키네식스(Kinesics)의 두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분야의 연구는 디자인 영역은 물론 신체 동작을 

이용하여 의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무용이나 연극,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행동심리학 등의 분야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제품에 적용된 물리적 움직임 역시 키네틱 또는 키네식스 

움직임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앞서 1 장의 [표 1-1]의 

전자제품의 움직임은 키네틱 관점으로, [표 1-2]와 [표 1-3]의 로봇과 

인터페이스는 키네식스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키네틱은 ‘동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일컬으며 움직임을 지칭하는 

그리스어 '키네시스(Kinesis)'에 어원을 둔다. 최초의 키네틱 작품은 

마르셀 뒤샹이 1913 년 제작한 자전거 바퀴이다. 이후 ‘키네틱’이라는 

용어는 [그림 2-1] 왼쪽 Alexander Calder 작품인 스스로 움직이는 

오브제를 본 마르셀 뒤샹이 '모빌(Mobile)'이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하였다. 감각과 인지가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가 본능적으로 모빌의 

움직임을 종일 감상하며 자극을 느끼는 것과 같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움직임에 반응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키네틱은 일찍이 디자인 요소로 

주목받아 왔다. László Moholy-Nagy 는 키네틱 아트의 움직임을 

형식적으로 세분화하여 디자인 요소로 강조하고 [그림 2-1] 오른쪽과 

같이 움직임을 디자인 요소로 적용한 키네틱 아트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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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 Peacock, Alexander Calder, 1941(좌) ①, 

 Light Space Modulator, László Moholy-Nagy, 1930(우)
 ②

 

 

키네식스는 Birdwhistell(1952)가 도입한 개념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써 몸짓이나 손짓 등 비언어적인 신체동작에 관한 연구’이며 

의사소통에서 키네식스 요소가 전달하는 정보의 양은 65%에 달한다. 

인간은 타인 또는 다른 물체의 동작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을 통한 생존 본능과 직결되어 있다. 생명체의 동작을 

모방하는 물체는 사용자에게 살아있다는 특성을 인지시키고 사용자의 

깊고 감성적인 반응을 일으켜 풍부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도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림 2-2] 좌측의 토끼 귀의 

움직임을 모방하며 전자기기와 연동된 알림을 주어 사용자의 흥미와 

주의를 끄는 프랑스의 Nabaztag, [그림 2-2] 우측의 생명체의 걷는 

동작을 모방하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관람자의 감성반응을 

이끌어내는 Theo Jansen 의 Strandbeest(2009)가 그의 예시가 된다. 

 
① Calder Foundation. Retrieved from https://calder.org/works/hanging-

mobile/peacock-1941/ 

② Moholy-Nagy Foundation. Retrieved from https://moholy-nagy.org/art-

database-detail/92?prev=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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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2] Nabaztag,Violet, 2011(좌)③,  

Strandbeest, Theo Jansen, 2009(우)④ 

 

이와 같이 키네틱과 키네식스 움직임은 직접적이고 실체적으로 

사용자의 시각, 촉각, 청각, 운동감각을 자극하여 흥미를 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다양한 인식과 자극을 주어 풍부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돕는 특성이 있어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사람의 몸짓이나 자세를 모방하는 키네식스 요소는 움직임으로 감성을 

전달하여 사용자와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③ Karotz - Nabaztag & Cie. Retrieved from https://www.nabaztag.com 
④ Strandbeest. Retrieved from 

https://www.strandbeest.com/strandbeest/2009-ume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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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디자인 요소로써 물리적 움직임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 요소로써 움직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 

10 개를 [표 2-1]와 같이 정리하여 움직임 디자인 연구 동향과 디자인 

요소로써 움직임에 대한 관점을 파악해 보았다.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제품 움직임을 통해 사용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디자인 요소로써의 역할을 역설하고 있으며 연구 주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 움직임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효과적이고 풍부한 움직임 디자인을 위한 원칙, 방법, 도구, 

언어, 특성 등의 지침을 제안 및 정의하는 연구 

B. 움직임 속성 정의 

움직임 요소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해하여 이해를 시도한 연구 

C. 움직임과 감성의 관계 

움직임-감성의 관계와 상관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 

 

유형 논문 제목 연구 내용 결론 

A
. 

움
직
임 

디
자
인
을 

위
한 

가
이
드
라
인 

군집 움직임의 

조형적 표현 - 

템플릿 및 모듈 

플랫폼에 기반한 

군집 움직임의 

형상화 

박주홍, 정의철 

(2019) 

기존의 사람, 동물의 형상과 

움직임을 모사하는 단일 개체 

중심의 움직임에서 벗어나 

개별의 움직임을 중첩 반복하여 

만들어내는 움직임인 군집의 

움직임을 조형 작품으로 디자인 

및 고찰 

군집의 움직임은 이를 이루는 

개별의 움직임과 전체로서의 

군집의 움직임이 혼재하는 

다층의 움직임으로 

시지각적으로 복잡성과 깊이를 

획득하기 용이하고 생명체의 

활력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군집 움직임을 통해 

디자이너가 사물에 동적인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힐 수 있다. 

Designing 

Kinetic 

Interactions for 

Organic User 

Interfaces: 

Considering the 

Future of 

Kinetic Design 

in User 

Interfaces 

A Parkes, I 

Poupyrev, H 

Ishii (2008) 

Kinetic Organic 

Interface(KOI)⎯물리적 운동 

동작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유기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케이스스터디를 통해 

물리적 움직임 인터랙션 

디자인을 위한 중요한 요소 

정의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위한 

매개로써 실제 사물의 물리적 

운동(KOI)은 이전의 다른 

인터랙션 패러다임과 

차별화되고 흥미롭기 때문에 

사용이 점차 확대되며 정의한 

요소(형태, 재료, 운동기억, 

시간, 반복, 정확성, 입상도, 

출현)를 통해 효과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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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tic 

Sketchup – 

Motion 

Prototype in the 

Tangible Design 

Process 

A Parkes, H 

Ishii (2009) 

모션 디자인을 위해 

디자이너들의 상상을 

시각화하여 프로토 타이핑하는 

도구와 방법 개발 

움직임 디자인 프로토 타이핑 

시 화면 속 이미지보다 물리적 

키네틱 도구나 디자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 변형 

과정 이해, 움직임 아이디어 

전달, 영감 자극에 유용하다. 

Move to get 

moved: a search 

for methods, 

tools and 

knowledge to 

design for 

expressive and 

rich movement-

based 

interaction 

C Hummels, 

KCJ Overbeeke, 

S Klooster 

(2007) 

사례 분석과 제품, 디자인 도구, 

교구 등의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 움직임 기반의 인터랙션 

디자인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도구, 방법, 지식 개발 

풍부한 표현의 움직임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도구, 테크닉, 

지식, 스킬에 관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전달, 

풍부한 인터랙션, 실제 

움직임을 통한 움직임 디자인, 

움직임 디자인 도구의 활용, 

행동을 통한 연구, 움직임 교육, 

다양성 디자인 

The language of 

motion in 

industrial design 

R Young, D 

Pezzutti, S Pill, 

R Sharp (2005) 

제품이 더욱 이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 사용자와 의미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 언어 고안 

움직임의 11가지 특성(넓은 

분야 이해, 움직임 표기 방법, 

자세와 몸짓, 움직임 시퀀스, 

어포던스, 동작의 강도, 움직임 

범위, 의인화, 움직임 유형, 

형태와 모션, 사용자와의 

유대)을 이해하면  사용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써의 

움직임을 디자인할 수 있다. 
B
. 

움
직
임 

속
성 

정
의 

C
. 

움
직
임
과 

감
성
의 

관
계 

인터랙션 조형에 

있어서 움직임 

속성 패턴의 

감성적 영향 

이윤서, 이태일 

(2021) 

화면 내 인터랙션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속성과 그 조합의 

패턴이 감성의 발현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봄 

Laban 의 움직임 에포트 

속성을 바탕으로 움직임의 속성 

무게, 시간, 흐름, 공간으로 

나누고 특정한 움직임 속성 

패턴에서 유사한 감정이 

유발됨을 확인한다. 미적 

의도에 따라 사용자의 감성적 

경험을 유도할 수 있고 

인터랙션의 감성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제품의 감성적 

가치증진을 위한 

물리적 움직임 

디자인 

이종훈, 남택진 

(2007) 

움직임과 감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프레임워크 제안 및 

움직임이 있는 감성 촉수를 

개발하고 그 표현을 통해 

프레임워크 검증 

움직임의 특성을 속도, 개방성, 

부드러움으로 구분하고 특성을 

조합하여 의도된 감정 표현이 

가능함을 검증한다. 물리적 

움직임을 통한 사용자의 감성적 

경험 증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다. 

A Laban-based 

approach to 

emotional 

motion 

움직임 속성을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로봇의 움직임으로 

감정을 표현 후 사용자에게 

의도한 감성을 유발하는지 확인 

Laban 의 에포트 속성을 

기반으로 움직임 속성은 공간, 

시간, 무게, 기울기, 높이, 

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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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dering for 

human-robot 

interaction 

M Masuda, S 

Kato, H Itoh 

(2010) 

로봇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된 

기쁨, 분노, 슬픔, 안심의 네 

가지 감성은 사용자에게 같은 

감성을 유발한다. 

C
. 

움
직
임
과 

감
성 

Moving design: 

To design 

emotion through 

movement 

JMW 

Weerdesteijn, 

PMA Desmet, 

MA Gielen 

(2005) 

움직임을 통해 6가지 

감정(슬픔, 분노, 두려움, 기쁨, 

놀라움, 이끌림)을 표현하는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고 

사용자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에 대한 실험 

제품 움직임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에게 의도된 감정 전달, 

경험 및 추가 감정 표현까지 

가능하다. 

제품을 조작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영향이 

있으며 움직임 디자인을 통해 

원하는 인터랙션이나 경험을 

설계할 수 있다. 

What allows us 

to 

kinesthetically 

empathize with 

motions of non-

anthropomorphi

c objects? 

K Miyoshi 

(2019) 

움직이는 물체를 제작, 관찰, 

테스트하여 사용자가 움직이는 

사물에 자신을 이입하여 움직임 

공감이 일어나는 주요 요소 

분석 

인체의 해부학적 요소와 

내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균형, 관절, 긴장, 촉각의 

움직임 공감 주요 요소를 

정의한다. 해당 요소를 통해 

움직이는 물체와 사람이 

연결되고 움직임 공감이 

발생하게 된다. 

[표 ２-1] 디자인 요소로써 움직임에 관한 선행연구 

 

유형 A. 움직임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분류한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지침의 이해를 통해 움직임 디자인의 주요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지침을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만들어진 

움직임은 제품 디자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B. 움직임 속성 정의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움직임의 기본적인 

정의와 구성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움직임은 다양한 

관점의 형식적 요소로 분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에 따라 감정 

별 분류된 움직임의 속성은 [표 2-2]로 정리하여 움직임은 다양한 

관점의 형식적 요소로 분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과 용어가 혼재되어 통합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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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인간의 기본 감정 

Sadness Anger Fear Joy Relaxation 

Crane, 

Gross(2007) 

Slow, 

Downward, 

Bend down, 

Small 

angle,  

Narrow 

space 

Fast, 

Frequent, 

Big angle, 

Spacious 

- 

Fast, Big 

angle, 

Spacious 

- 

Frijda(1986) 

Passive 

energy 

level 

Active 

energy 

level 

Passive 

energy 

level 

Active 

energy 

level 

- 

Klooster(200

3) 

Closed, 

Little 

space, No 

strength, 

Relaxed, 

Legato, 

Slow 

Open, 

Expansive, 

Great 

strength, 

Tense, 

Staccato, 

Fast, 

Sudden, 

Scattered 

Closed, 

Retreats, 

Little 

strength, 

Tense, 

Legato 

Open, 

Expansive, 

Great 

strength, 

Relaxed, 

Fast 

- 

Masuda(2010

) 

Slowness, 

weakness, 

Forward, 

Low, 

Narrownes

s 

Quickness, 

Powerful, 

Different 

directions 

- 

Quickness, 

Powerful, 

Backwards, 

Straightnes

s 

Slowness, 

Weakness, 

Same 

direction, 

Backward, 

Straightnes

s 

Meijer(1989) Undirected Directed Directed Undirected - 

Quilliam(199

4) 

Relaxed 

body, 

Hanging 

head 

Stamping 

the feet 

Head in, 

Shoulders 

up, Arms 

crossed 

Cheering, 

Arms in the 

air 

 

Walbott(1998

) 

Fumbling, 

Withdrawal 

Clenched 

fits, Big 

gestures, 

Approach 

Protective 

gesture 

with hands, 

A lot of 

fumbling, 

Withdrawal 

Many 

undi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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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남택진(2007) 

Slow, 

Jerky, 

Close 

Fast , 

Jerky, Open 
- 

Fast, 

Smooth, 

Open 

Slow, 

Smooth, 

Close 

[표 ２-2] 연구자 관점에 따른 감정-움직임 속성 

 

유형 C. 움직임과 감성의 선행연구에서는 제품 움직임은 의도한 

감성을 전달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사용자는 감정이 내포되지 않은 단순 

기능 수행을 위한 움직임에도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 

C 의 선행연구는 감성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윤서, 이태일(2021)은 AI 앱의 모션그래픽 움직임을 

무게, 시간, 공간, 흐름 속성으로 구분하고 속성의 조합 패턴과 슬픈, 

행복한, 화난 세 가지의 감성 발현과의 관계성을 Plutchik(1997)의 감성 

서컴플렉스 모델에 벡터로 표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 움직임 

속성이 다른 속성보다 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움직임 속성 조합 

패턴에 따라 원하는 의도된 감성 유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화면 내 움직임은 사용자와 평면적 접점을 가지고 시점을 

강제하는 2 차원의 경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종훈, 남택진(2007)은 선행연구와 무용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움직임의 특성을 속도, 개방성, 부드러움으로 정의하고 

Rusell(1980)의 감성 서컴플렉스 모델과 연계하여 감성과 움직임의 

관계를 설명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움직임이 있는 감성 촉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그 표현을 통해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각 특성의 조합으로 의도된 감성 표현이 

가능함을 밝혔으며 움직임 디자인에 해당 프레임워크와 감성 촉수를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Weerdesteijn et al(2005)는 슬픔, 분노, 

두려움, 기쁨, 놀라움, 이끌림의 인간의 핵심 감정 여섯 가지 감정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여섯 가지 물체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한다. 

사용자에게 물체를 관찰하고 작동시키게 하며 의도한 감정이 전달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실험을 위해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통한 검증은 해당 연구만을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추가 활용 사례가 

없으며 실례의 역할로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Masuda et 

al(2010)은 Laban 의 저서 Effort: economy in body 

movement(1974)에서 언급된 에포트 속성을 기반으로 움직임 속성을 

공간, 시간, 무게, 기울기, 높이, 면적으로 정의한다.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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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을 통해 인간의 핵심 감정인 기쁨, 분노, 슬픔, 

안심을 표현하고 이는 사용자에게 같은 감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인간을 흉내 내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널리 

상용화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익숙하지 않고 형성된 관계의 예시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움직임과 감성의 관계에 관한 사례 

분석은 다양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물리적 움직임과 

사용자 감성에 관한 사례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어 사용자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제품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속성과 사용자 감성 발현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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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움직임과 감성 
 

사물의 움직임은 사람의 다양한 감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나뭇잎 한 장이 

바람에 떨리고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며, 캠핑 카라반의 차광막이 펼쳐지는 움직임은 경쾌하게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밝고 활기찬 감성을 전달하기도 한다. Keysers et al(2004)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이전 경험을 토대로 움직이는 사물에 

자신을 투영하여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속성에서 비롯된다. 제품과 

사람 간 상호작용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물리적 움직임을 통한 감성적인 

피드백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고 다양한 제품과 연계되어 

사용자의 감성적 경험을 증진시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제１절 움직임 공감 유발 요소 
 

사용자는 움직이는 사물에 자신을 투영하고 감정을 이입한다. 이는 

Vichers(1873)가 처음 사용한 움직임 공감(Kinesthetic Empathy)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가 정의 내린 움직임 공감이란 사물의 

움직임에 사용자의 감정을 투영하는 것으로 인간이 아닌 대상에 자신을 

이입하고 해당 물체의 움직임이 운동 감각적으로 어떻게 느껴질지를 

상상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Miyoshi(2019)는 움직임은 감정적인 방면에서 잠재력을 가진 

요소임을 강조하며 움직임 공감을 해부학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 [그림 

3-1]과 같은 네 가지 요소인 Balance(균형), Articulation(관절), 

Tension(긴장), Haptic(촉각)으로 분류하여 이해한다. 

 

 
[그림 ３-1] 움직임 공감의 요소 - Balance, Articulation, Tension, Haptic, 

Mishosh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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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lance 

바닥에 놓여 있는 직육면체와 같이 균형적 평형을 이룬 

물체에는 움직임 공감이 일어나지 않지만 직육면체가 한 

모서리로 서있는 불균형을 이루면 사용자는 움직임 공감을 

강하게 느끼고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작 등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2) Articulation 

이중 진자의 규칙성 없는 운동을 관찰할 때 혼란스러운 모든 

움직임에 공감하기 보다 사람의 움직임과 유사성이 있는 모습을 

발견하여 움직임 공감이 발생한다. 진자의 팔이 아래를 향해 

떨어지다 최저점에서 갑자기 튀어 오르는 움직임에서 골프나 

테니스를 치는 사람의 스윙하는 팔꿈치를 연상한다. 

(3) Tension 

굽혀진 금속 날개나 고무시트가 비틀리는 것과 같이 탄성 있는 

물체가 외부의 힘 또는 자중에 의해 물리적 팽팽함과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면 사용자는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공감하게 된다. 

(4) Haptic 

사용자는 표면의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것을 보고 들으며 

촉각을 느낀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망치로 바닥을 내리치는 것을 

보고 충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고통을 느끼며 뾰족한 물체가 

닿는 것을 보았을 때의 압력 등은 촉각 감각을 자극하고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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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2] Machines That Almost Fall Over, Michael Kontopoulos, 

2009(좌) ⑤, 움직임 공감, Miyoshi, 2019(우) 

 

[그림 3-2]의 좌측 Michael Kontopoulos 의 작품인 Machines That 

Almost Fall Over(2008)은 망치가 모터에 의해 들어올려진 후 낙하되어 

본체와 충돌하게 되는 물체이다. 이 작품은 움직임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작품이 작동되는 과정을 관람자 본인의 

몸과 감각으로 감정이입되어 그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예시이다. 

모터가 망치를 힘겹게 들어 올리는 노력을 Tension, 망치 끝의 조인트 

한 점으로 무게를 지지하는 것은 Articul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당 

요소는 사람의 어깨 주변 관절과 근육이 팔을 들어 올리는 행동으로 

연상된다. 망치와 본체가 고통스럽게 충돌하는 것은 Haptic 요소로 

사람의 팔이 몸통에 충돌하는 것으로 이입된다. 망치의 충돌로 인해 

물체의 본체가 뒤뚱거리는 것을 관찰함으로 Balance 요소를 느낄 수 

있고 이는 사람의 발과 바닥의 접촉면 변화에 따른 몸의 불균형으로 

표현된다. 

움직임에 감정이입되는 요소의 이해를 통해 디자이너는 움직임의 

기능 구현의 실용적인 면을 넘어 감성적인 면까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움직임의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인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사용자와 

물체가 연결되고 운동적 공감을 가질 수 있게 되며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⑤ Michael Kontopoulos. Retrieved from http://www.mkontopoul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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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움직임과 감성의 관계 모델 구성 
 

Weerdesteijn et al(2005)는 제품 움직임 디자인과 사용자 감정의 

관계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Ekman, Friesen(1971), Frijida(1986), 

Elsworth, Smith(1988)의 연구에서 나타난 기본 인간 감성을 바탕으로 

어린이들까지 평상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감정(슬픔, 

분노, 두려움, 기쁨, 놀라움, 이끌림)을 구성하고 이를 물리적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물체를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해당 

제품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직접 작동시키게 한다. 연구에 의하면 의도된 

감정을 표현하는 제품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사용자는 해당 감정을 

쉽게 파악해냈으며 감정을 관찰하고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감정이 유발되어 직접 경험하게 되며 움직임이 보여주지 않았던 

추가적인 감정 표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노를 표현하는 

제품의 움직임 관찰 후 사용자는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제품에는 얼굴과 발이 없지만 사용자는 화난 표정을 짓고 발을 구르는 

추가적인 표현을 하였다. 이는 제품의 움직임은 감정을 전달하는데 다른 

수단보다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그것이 어떠한 감정이든 사용자에게 

자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Parkes, Ishii(2009) 역시 움직임을 디자인하는 것은 단순히 사물의 

이동 방식 설계를 넘어 사용자의 감성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임을 언급한다. 사용자는 자동차 기초 동작 

구조의 일부인 단순한 피스톤 동작 부품의 움직임을 보고 공격적, 사랑, 

낙천적 등의 다양한 감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감성 유발을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을 통해서도 사용자의 감성적 효과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림 ３-3] 제품 움직임과 감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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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Weerdesteijn et al(2005)과 Parkes, Ishii(2009)의 연구와 

앞서 언급한 Miyoshi(2019)의 움직임 공감 유발 요소를 기반으로 

움직임과 감성의 관계를 [그림 3-3]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Weerdesteijn et al(2005)의 연구 결과는 [그림 3-3]의 Input1-

Output1 의 관계로, 움직임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감정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효한 요소임을 나타낸다. Parkes, Ishii(2009)의 

연구는 Input2-Output2 의 관계로, 감정이 내포되지 않은 제품 기능 

수행을 위한 움직임에도 사용자는 본인의 다양한 감정을 투영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제품 움직임 디자이너의 의도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제품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느끼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 Input1-Output1 의 관계는 움직임으로 의도된 

감정이 사용자에게 전해져 의도된 감정 그대로를 느끼는 것이며, 

Input2-output2 의 관계는 사용자 개별의 경험이나 배경에 기반하여 

움직임에 본인의 감정을 반영하고 이입하여 의도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감정이 형성되는 차이가 있다. 이때 제품의 움직임에 사용자 

자신을 이입하여 감정이 유발되는 요소는 Miyoshi(2019)에 따르면 

인간의 해부학과 인식에 기인한 Balance, Articulation, Tension, 

Haptic 이다. 종합하여 [그림 3-3]을 설명하면, 제품의 움직임에 감정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 내포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움직임을 

관찰하게 되면 감정을 전달받거나 본인의 감정을 투영하여 감정 유발이 

되는데, 이것은 움직임을 통해 사용자 내부에서 Balance, Articulation, 

Tension, Haptic 요소를 바탕으로 운동 자극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감정 

유발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림 3-3]은 사용자 내부의 요소로 

인해 제품의 물리적 움직임이 감정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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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움직임의 구성 요소 분석 모델 제안 
 

제１절 움직임의 구성 요소 
 

사용자에게 감성을 전달하고 유발하는 제품 움직임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움직임의 구성요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적인 것은 

어떠한 물체가 시공간 속 공간적 위치 좌표를 지님과 동시에 시간 축에 

따라(time) 자신의 공간적 위치(space) 및 스스로의 형상(physical 

shape)을 바꾸는 것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3 차원에서의 

형태적, 위치적 변화의 현상으로 3 차원의 공간에 시간이 더해진 

4 차원의 현상이다. 동적인 것을 정적인 것으로부터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가시적인 변화의 여부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형식적인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분하는 

것은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 

Young et al(2005)는 움직임이 제품의 행태를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위해 움직임 언어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타이포그래피와 같은 평면의 움직임을 탐구한 Vaughan(1997)이 

움직임을 Direction(방향), Path(경로), Area(영역), Speed(속도)로 정리한 

연구에서부터 출발하여 제품 움직임의 요소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정의한다. 

(1) Path(경로): 물체의 움직임이 그리는 선 

(2) Direction(뱡향): 사물이 움직임을 가질 때 생기는 방향 

(3) Volume(부피): 물체의 크기 변화, 움직임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 

(4) Speed(속도): 물체의 속력, 가속, 박자 

Parkes, Ishii(2009)는 디자인 언어로써 움직임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물리적 변형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이를 위해 움직임은 여러 Phase(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다음의 세 변수로 분해하여 이해한다. 

(1) Material(재료): 제품을 이루는 소재의 특성 

                – 딱딱한, 유연한, 무정형 등 

(2) Mechanical(역학): 움직임의 형태적 특성 

                      – 회전, 선형, 방사형 운동 등 

(3) Behavioral(행동): 움직임의 동적인 특성 

                         – 가속, 노이즈가 있는 움직임, 반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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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물리적 움직임 구성 요소 분석 모델 제안 
 

 
[그림 ４-1] 물리적 움직임 구성 요소 분석 모델 

 

Young et al(2005), Parkes, Ishii(2009)의 두 연구와 앞서 언급한 

움직임의 정의를 바탕으로 움직임 구성요소를 [그림 4-1]과 같이 

통합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위의 두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움직임 분석 

방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움직임 요소의 명칭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속성은 공통된 부분이 많다. Young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움직임이 

그리는 동선을 Path 로 나타내고 Parkes, Ishii(2009)는 회전, 선형과 

같이 움직임의 형태를 Mechanical 로 나타내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하지만 Parkes, Ishii(2009)의 움직임 분석은 Material, Mechanical, 

Behavioral 이라는 큰 범주의 분류를 활용하고 있고, Young et 

al(2005)이 제시한 Path, Direction, Volume, Speed 는 그에 비해 

세부적인 범주이다. 또한 Parkes, Ishii(2009)의 연구는 움직임을 

Phase(단계)로 나누고 각 Phase 는 움직임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분해해서 나타낼 수 있어 움직임을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Parkes, Ishii(2009)의 연구를 기본 틀로 활용하고 Young et al(2005)의 

연구를 하부 요소로 통합하였다. 각 Phase 를 구성하는 요소는 움직임 

정의에 따라 제품을 이루는 형태적 특성인 Form, 위치적 특성인 

Mechanical, 시간 흐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적인 특성인 

Behavioral 의 세 가지 변수로 나눈다. Form 은 제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소재의 특성인 Material 과 제품의 형태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공간인 

Volume 으로 분해한다. Parkes, Ishii(2009)의 연구를 차용하면 Form 이 

아닌 Material 의 키워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Material 은 움직임의 

영역을 표시하는 Volume 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질과 움직임 

영역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Form 을 Material 과 Volume 의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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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로 정의한다. 이어서 Mechanical 은 제품의 위치 변화로 움직임이 

그리는 경로를 나타내는 Path 로 구성한다. Behavioral 은 시간에 따른 

제품의 동적인 특성인 Direction 과 Speed 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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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제품 사례를 통한 움직임 요소 분석 
 

움직임이 도입된 전자제품의 사례 [표 1-1]과 같이 제품의 초기 

모델은 제품의 기능 수행을 위한 부품의 내부적 움직임만 있거나 사용성 

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 제한적인 움직임이 적용되어 왔다. 과거의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 물리적 움직임의 적용 사례가 적은 이유는 3 차원 

조형과 재질로 인한 크기, 형태적 제약이나 구조적, 기술적 구현의 

어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제품이 발전할수록 단순 기능 수행을 위한 

움직임이 아닌 감성 관계를 형성하는 움직임이 제품에 적용되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제품 가치를 증진시키고 있다. 반려 로봇, 실버케어 

로봇, 교육용 로봇, 나비의 날갯짓처럼 움직이는 TV, 꽃이 피고 지는 

모습 표현하는 조명, 모빌, 오토마타 소품 등이 그 예시가 되고 이들의 

움직임의 특징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제품 움직임을 

통해 사용자에게 의도된 감정을 전달하여 상호작용과 감정적 교류를 

하는 제품이고, 두 번째는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이 적용된 

제품이다. 

 

제１절 감정 전달을 위한 움직임 
 

움직임과 감정적 관계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품은 소셜 

로봇이다. 소셜 로봇이란 인간 또는 다른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로봇으로 상대를 인식 및 지원하고 대화에 참여하는 등의 

사회적행동을 보여준다. 원활한 인터랙션을 위해서 로봇의 물리적 

동작은 필수적이며 로봇의 행동과 몸짓은 인간과의 정서적 소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잘 설계된 소셜 로봇의 움직임은 사용자에게 로봇이 

살아있고 감정적 교류가 가능한 살아있는 인터랙션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자폐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어린이의 

학습을 돕거나 노인인구의 반려 대상이 되는 [그림 5-1]과 같은 소셜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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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1] 소셜 로봇 – Keepon,2007⑥,  Paro,2001⑦,  Moflin, 2021⑧ 

Keepon(2007)은 초기 소셜 로봇의 대표적인 예로 자폐 아동의 

사회적 학습을 돕는다. 사용자를 인식하고 세심하고 감성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며 음악을 듣고 분석하여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고 사용자가 

배를 만지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며 소리를 낸다. 같은 학습 현장에 

물리적인 움직임을 가진 Keepon 이 존재했을 때 아동은 더 많은 양을 

더 고무적인 자세로 배웠다. 이는 Keepon 의 움직임을 통한 사회적 

인터랙션이 사용자가 학습을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하기 때문이다. 

Paro(2001)는 치매환자나 요양 시설 환자의 감정적 부분을 도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받기 위해 사용자가 좋아하는 행동을 학습하고 반복한다. 

FDA 로부터 치료용 의료기기로 승인받았고 현재 여덟 번째 버전까지 

출시되어 있으며 30 개국 병원과 요양 시설에 보급되어 있다.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 2020)는 움직임을 통한 행동과 

몸짓으로 반려동물을 연상시켜 사용자의 정서적인 안정과 의사소통을 

돕는 Paro 와 하루 한 시간 상호작용을 하면 심신 긴장 완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Moflin(2021)은 현대인의 우울함과 

외로움을 위로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반려로봇이다. Moflin 은 자체적인 감정 AI 를 지니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고유한 성격과 개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반응한다. 외관은 

부드럽고 따뜻한 털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의 회전과 굽힘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이 로봇은 CES 2021 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⑥ My Keepon. Retrieved from https://beatbots.net 
⑦ PARO Therapeutic Robot. Retrieved from http://www.parorobots.com 
⑧ Moflin. Retrieved from https://www.mof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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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2] Keepon의 움직임 요소 

 

Keepon 을 사용자가 쓰다듬었을 때 자리에서 회전하는 운동을 앞서 

제안한 움직임의 요소로 분해하면 [그림 5-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안쪽은 단단하고 겉은 부드러운 소재(skeletal)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운동은 제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Keepon 자체의 부피 내에서 

무작위적(twitter) 방향의 가속(acceleration) 되는 

회전운동(rotational)을 한다. 

 

 

[그림 ５-3] Moflin의 움직임 요소 

 

Moflin 은 목의 회전과 굽힘 운동으로만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움직임을 구현하며 움직임을 분해하면 [그림 5-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내부는 단단하고 외부는 부드러운 소재(skeletal)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운동은 제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Moflin 자체의 부피 

내에서 일정한 패턴(pattern)을 가지거나 무작위적(twitter)인 행동 

특성으로 회전(rotational)과 굽힘(bending) 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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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제품 기능 수행을 위한 움직임 
 

움직임을 통해 제품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청소기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진 전자제품 중 가장 널리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그림 4-1] 움직임 구성요소를 [그림 5-4] 좌측과 같이 

움직이는 로봇청소기에 대입해 보면 [그림 5-4] 우측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움직임 요소로 분해하여 표기된 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딱딱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로봇청소기가 57 ㎡의  면적을 선형적인 경로를 

따라 그물형 표면을 그리며 일정한 속도와 패턴을 가진 움직임으로 

운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O Beovision Harmony(2019)는 나비의 날갯짓에서 영감을 얻은 

TV 로 사용 목적에 따라 스피커 패널을 여닫는 움직임과 스크린의 상하 

움직임으로 TV 와 스피커로 활용 가능하다. 하모니 TV 의 움직임을 

앞서 제안한 움직임의 요소로 분해하면 [그림 5-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스피커와 스크린으로 움직임 단계를 나누어 이해한다. [그림 5-5] 

위에 해당하는 스크린은 단단한 재료(rigid)로 구성되어 그림에 표기된 

공간(kinesphere)을 활용하며 선형적인 경로(linear)를 따라 일정한 

속도(constant)의 상하 운동(up-down)을 한다. [그림 5-5] 아래에 

해당하는 스피커 역시 단단한 재료(rigid)로 구성되어 그림 내 표기된 

공간(kinesphere) 안에서 일정한 속도(constant)로 경첩(hinge) 운동을 

한다. 

 

[그림 ５-4] 로봇청소기 움직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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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５-5] B&O 하모니 TV⑨의 움직임 요소  

 

하모니 TV 에 적용된 물리적 움직임은 제품을 사용 목적에 따라 

변화시키는 기능적 움직임이지만 사용자에게 미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제품 디자인에서 미적인 요소란 사용자의 감정에 성립하는 특별한 

아름다움(Aesthetic)과 즐거움(Hedonic)을 의미한다. 하모니 TV 의 

움직임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감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며 새로운 경험을 주고 제품의 가치를 증진시킨다. 

  

 
⑨ BEOVISION HARMONY. Retrieved from https://www.bang-

olufsen.com/ko/int/televisions/beovision-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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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가전제품의 기능적 움직임과  

제품 감성 실험 
 

제１절 실험 설계 
 

앞서 언급된 움직임과 감성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움직임이 적용된 

대상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M Masuda(2010), Z 

Thimmesch-Gill (2017), 김수아, 오동우(2019)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의인화된 대상의 움직임과 감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종훈, 

남택진(2007), P Bucci, L Zhang, XL Cang, KE MacLean(2018)는 

동물이나 동물의 신체 부위를 모방하는 동물화된 대상의 움직임이 

유발하는 감성을 연구하였다. 박주홍, 정의철(2019), María Santos, 

Magnus Egerstedt (2020)는 여러 개체가 군집이나 떼를 이룬 대상의 

움직임을 연구하였다. JMW Weerdesteijn, PMA Desmet, MA 

Gielen(2005), K Miyoshi (2019)는 실험 연구를 위한 프로토타입에 

적용된 움직임과 감정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사용하고 있는 상용 전자 제품이나 

가전제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움직임과 감성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움직임이 유발하는 감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Frijda(1986), Meijer(1989), Quilliam(1994), 

Walbott(1998), Klooster(2003), 이종훈, 남택진(2007), Crane, 

Gross(2007), Masuda(2010) 모두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기본 감성(Basic emotion)의 관점에서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사용자는 세탁기, 전자레인지와 같은 상용 전자 제품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회적인 상황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심리학에서 

통용되는 인간의 기본 감성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제품과 관련된 감성의 관점(Producrt relavant emotion, Product 

evoked emotion)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제 5 장에서 실제 상용 제품 사례 분석을 통해 움직임이 있는 상용 

제품의 움직임 목적에 따라 감성 전달을 위한 움직임과 제품 기능 

수행을 위한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소셜로봇과 같은 제품의 

움직임은 감성 전달을 위해 이미 감성이 내포되어 있는 움직임으로 

사용자는 의도된 감성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로봇청소기나 TV 와 같은 가전제품의 기능적 움직임과 사용자의 감성 

유발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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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행 연구의 이론적 배경 고찰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제품에 적용된 기능 수행을 위한 움직임은 사용자에게 

제품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가? 

연구 문제 2. 제품의 움직임 구성요소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제품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가? 

 

위 연구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제품에 적용된 기능 수행을 위한 움직임은 사용자에게 제품 

감성을 유발할 것이다. 

가설 2. 제품의 형상과 움직임의 목적이 상이한 다른 종류의 

제품일지라도 움직임 구성요소 변수에 따라 유사한 감정을 유발할 

것이다. 

가설 3. 제품 움직임 구성요소를 변화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제품 감성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제품 감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과 가설 2 는 기능적 움직임이 적용된 제품의 움직임 

구성요소를 변수로 설정한 실험 자극물의 영상 시청 후 설문 진행 

결과로 결론을 도출하는 파일럿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가설 3 은 

파일럿 실험의 한계점을 보완한 본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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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파일럿 실험 
 

6.2.1 실험 자극물 

기능 수행을 위한 움직임이 적용된 상용 전자제품 중 움직임의 

적극성과 보편화에 따른 사용자에게 익숙한 정도를 기준으로 [그림 6-

1]과 같이 세 가지 제품을 선정하였다. 

 

 
[그림 ６-1] 실험 자극물 – 선풍기(샤오미) ⑩, 로봇청소기(치후360) ⑪,  

롤러블 TV(LG) ⑫ 

(1) 널리 보편화되어 있어 익숙하며 단순한 움직임이 적용된 제품: 

선풍기(머리의 회전 움직) 

(2) 비교적 최근에 상용화되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제품: 로봇청소기(직선 주행 움직임) 

(3) 새롭고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적용된 제품: 롤러블 TV(화면의 

상하 움직임) 

시중에 출시된 선풍기, 로봇청소기, 롤러블 TV 중 2021 년 3 분기 

국내 판매량 1 위인 제품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선풍기-샤오미,  

로봇청소기-치후 360, 롤러블 TV–LG 전자). 선정된 세 가지 제품의 

움직임 구성요소 Volume, Path, Direction, Speed 중 상용제품으로 

조절하기 용이하며 시각적 변화가 인식이 잘 되어 직관적인 결과를 

 
⑩ Mi Smart Standing Fan 2. Retrieved from https://www.mi.com/mi-

smart-standing-fan-2/overview/ 
⑪ 치후 360 S9. Retrieved from 

https://mall.360.cn/shop/item?item_id=5e6f0e04ad4cd55beded6402&

utm_source=guanwang05 
⑫ LG SIGNATURE OLED R. Retrieved from 

https://www.lge.co.kr/tvs/oled65rxk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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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Speed(속도)를 변수로 지정하였다. 선풍기, 

로봇청소기, 롤러블 TV 의 움직임을 일반적인 속도, 느린 속도, 빠른 

속도의 촬영한 영상을 실험 도구로 활용하였다. 느린 속도는 일반 

속도의 1/2 배, 빠른 속도는 일반 속도의 3 배로 설정하여 피험자가 

속도의 차이를 확연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6.2.2 감정 측정 도구 

감정 측정 도구로는 제품 감성 대표 연구자인 Pieter 

Desmet(2003)이 개발하고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권위자인 Donald 

Norman 이 검증한 PrEmo 를 활용하였다. PrEmo 는 2003 년부터 

현재까지 Toyota, Microsoft, P&G, Philips, Nestle 등의 글로벌 기업의 

제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감성 측정 도구로 구매나 소유와 같은 제품 

소비 경험 전체에서 발생하는 감성이 아닌 제품 외관으로 발생하는 

감성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PrEmo 는 7 개의 긍정적 감정, 

7 개의 부정적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어 선별은 인간 감정의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감정 347 개 수집에서 출발하여 Russell 의 감정 

모델을 바탕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제외해 

282 개의 키워드를 추렸다. 그중 제품디자인으로 가장 자주 유발되는 

감정 69 개를 선별 후 유사한 감정을 제외하여 41 개의 감정을 

선별하였다. 41 개의 감정을 5 점 척도(제품 경험과 매우 관련 있음~제품 

경험과 매우 관련 없음)로 평가하여 긍정적 감정 7 개(Pride, 

Admiration, Joy, Hope, Satisfaction, Desire, Fascination), 부정적 감정 

7 개(Shame, Contempt, Sadness, Fear, Anger, Disgust, Boredom)를 

선별하였다. 14 개의 감정을 통해 소비자 제품의 외관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감정을 측정할 수 있다. PrEmo 는 

[그림 6-2]와 같이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단어가 

아닌 이미지를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 문화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표정과 몸짓의 특징을 활용하여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줄이고 응답자들이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PrEmo 는 피험자들에게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을 

즐겁게 느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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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2] 감정 측정 도구 PrEmo 

 

6.2.3 피험자 선정 

제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피험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자제품 실무 

종사자 4 명, 제품 디자인 전공자 2 명, 총 6 명으로 구성하였다. 6 명 중 

남성은 4 명, 여성은 2 명이고 20 대 2 명, 30 대 4 명의 나이로 구성되어 

있다. 

 

6.2.4 실험 방법 

대면 실험은 연구자가 준비한 노트북의 화면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설문지를 제공하여 진행하였다. 온라인 미팅 활용 시에는 Zoom 

서비스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동영상과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실험 전 주의사항 안내 

실험 전 2 분간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 영상 내 제품의 형상, 색, 소재 등 조형 요소는 배제하고 제품의 

움직임에만 집중해서 시청 

- 제품의 움직임 영상은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시청 가능 

- 움직임으로 유발되는 감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떠오르는 감정으로 답변 요청 

(2) 움직임 동영상 시청 

3 개 제품 각 3 개의 속도, 총 9 개 영상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개씩 차례로 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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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답변 

1 종의 움직임 시청 후 [그림 6-3]과 같은 설문을 바로 

진행하여 총 9 번의 설문에 답하게 된다. 설문은 PrEmo 를 

활용하였으며 마지막 항목으로 ‘감정이 느껴지지 않음’ 항목을 

추가하였다. 감정은 복수 선택할 수 있으며 각 감정을 느끼는 

강도(1: 감정을 아주 약간 느낀다 ~ 5: 감정을 매우 강하게 

느낀다)를 선택한다. 

 

 
[그림 ６-3] 설문 화면 예시 

 

(4) 심층 인터뷰 

동영상 시청과 설문 답변이 모두 종료되면 해당 감정을 선택한 

이유와 감정의 변화 및 실험의 한계점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피험자 사전 동의하에 녹음으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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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실험 결과 

(1) 제품 종류에 따른 결과 

- 선풍기 

 
[그림 ６-4] 선풍기 속도 변화 실험 결과 차트 

 

선풍기 속도 감성의 종류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가장 강한 감성 

일반 9 종 5 종 4 종 
Hope 1.33 

Desire 1.17 

느림 4 종 3 종 1 종 
Boredom 2.50 

Desire 0.67 

빠름 4 종 2 종 2 종 
Satisfaction 1.17 

Fear 1.17 

[표 ６-1] 선풍기 속도 변화 실험 결과표 

 

선풍기에 적용된 움직임 속도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결과는 

[그림 6-4]의 차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4]의 결과를  [표 6-

1]로 간략히 요약한 것을 살펴보면 선풍기의 일반 속도의 움직임은 

긍정적 감성 5 종과 부정적 감성 4 종, 총 9 종의 감성을 유발하였다. 

그중 가장 강한 감성 2 종은 Hope 과 Desire 이다. 선풍기의 느린 속도 

움직임은 긍정적 감성 4 종과 부정적 감성 1 종, 총 4 종의 감성을 

유발하였다. 그중 가장 강한 감성 2 종은 Boredom 과 Desire 이다. 

선풍기의 빠른 속도 움직임은 긍정적 감성 2 종과 부정적 감성 2 종, 총 

4 종의 감성을 유발하였다. 그중 가장 강한 감성 2 종은 Satisfaction 과 

Fea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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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청소기 

 
[그림 ６-5] 로봇청소기 속도 변화 실험 결과 차트 

 
로봇청소기 

속도 
감성의 종류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가장 강한 감성 

일반 7 종 5 종 2 종 
Joy 1.67 

Hope 0.83 

느림 5 종 2 종 3 종 
Boredom 1.83 

Hope 0.83 

빠름 5 종 5 종 0 종 
Joy 2.67 

Satisfaction 1.67 

[표 ６-2] 로봇청소기 속도 변화 실험 결과표 

 

로봇청소기에 적용된 움직임 속도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결과는 [그림 6-5]의 차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5]의 결과를  

[표 6-2]로 간략히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로봇청소기의 일반 속도의 

움직임은 긍정적 감성 5 종과 부정적 감성 2 종, 총 7 종의 감성을 

유발하였다. 그중 가장 강한 감성 2 종은 Joy 와 Hope 이다. 

로봇청소기의 느린 속도 움직임은 긍정적 감성 2 종과 부정적 감성 3 종, 

총 5 종의 감성을 유발하였다. 그중 가장 강한 감성 2 종은 Boredom 과 

Hope 이다. 로봇청소기의 빠른 속도 움직임은 긍정적 감성 5 종, 부정적 

감성은 유발하지 않아 총 5 종의 감성을 유발하였다. 그중 가장 강한 

감성 2 종은 Joy 와 Satisfacti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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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블 TV 

 
[그림 ６-6] 롤러블 TV 속도 변화 실험 결과 차트 

 

롤러블 TV 

속도 
감성의 종류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가장 강한 감성 

일반 7 종 6 종 1 종 
Fascination 2.67 

Admiration 2.33 

느림 6 종 3 종 3 종 
Boredom 2.67 

Anger 1.33 

빠름 9 종 7 종 2 종 
Satisfaction 2.50 

Fascination 2.00 

[표 ６-3] 롤러블 TV 속도 변화 실험 결과표 

 

롤러블 TV 에 적용된 움직임 속도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결과는 [그림 6-6]의 차트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6]의 결과를  

[표 6-3]로 요약한 것을 살펴보면 롤러블 TV 일반 속도의 움직임은 

긍정적 감성 6 종과 부정적 감성 1 종, 총 7 종의 감성을 유발하였다. 

그중 가장 강한 감성 2 종은 Fascination 과 Admiration 이다. 롤러블 

TV 의 느린 속도 움직임은 긍정적 감성 3 종과 부정적 감성 3 종, 총 

6 종의 감성을 유발하였다. 그중 가장 강한 감성 2 종은 Boredom 과 

Anger 이다.  롤러블 TV 의 빠른 속도 움직임은 긍정적 감성 7 종과 

부정적 감성 2 종, 총 9 종의 감성을 유발하였다. 그중 가장 강한 감성 

2 종은 Satisfaction 과 Fascinati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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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속도)에 따른 결과  

- 일반 속도 

 
[그림 ６-7] 선풍기, 로봇청소기, 롤러블 TV의 일반 속도 실험 결과 차트 

 

[그림 6-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적인 속도의 움직임으로 

모든 제품에서 Joy, Hope, Satisfaction, Fascination, Boredom 이 

공통적으로 유발된다. 또한 일반 속도에서 공통적으로 유발된 긍정적 

감정은 4 종, 부정적 감정은 1 종으로 긍정적 감정이 우세하게 유발된다. 

 

- 느린 속도 

 
[그림 ６-8] 선풍기, 로봇청소기, 롤러블 TV의 느린 속도 실험 결과 차트 

 

[그림 6-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느린 속도의 움직임으로 모든 

제품에서 Hope, Desire, Boredom 이 공통적으로 유발된다. 특히 

Boredom 은 평균 2.33 으로 다른 감성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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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속도 

 
[그림 ６-9] 선풍기, 로봇청소기, 롤러블 TV의 빠른 속도 실험 결과 차트 

 

[그림 6-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빠른 속도의 움직임으로 모든 

제품에서 Joy, Satisfaction 이 공통적으로 유발된다. 또한 일반적인 

속도와 느린 속도의 움직임에 비해 긍정적 감성이 다양하고 강하게 

유발된다. 

 

6.2.6 소결 

(1) 제품의 기능적 움직임은 사용자에게 제품 감성을 유발한다. 

선풍기는 머리 회전 운동을 통해 제품 기능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장시키고, 로봇청소기는 청소 기능 수행을 위해 주행 운동을 

하며, 롤러블 TV 는 스크린이 사용자에게 시인되는 정도 조절을 

위한 기능적 움직임이 적용된 제품이다. 세 가지 움직임은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이지만 피험자는 움직임을 통해서 

감정이 유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용 선풍기의 움직임으로는 

Joy, Hope, Satisfaction, Fascination, Desire, Fear, Shame, 

Boredom, Disgust 9 종의 감정이 유발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상용 

로봇청소기의 움직임은 Joy, Hope, Satisfaction, Fascination, 

Desire, Contempt, Boredom 의 7 종의 감정을 유발되었다고 답변 

하였다. 롤러블 TV 움직임은 Joy, Admiration, Pride, Hope, 

Satisfaction, Fascination, Boredom 7 종의 감정을 유발한다고 

답변하였다. 유발된 감정의 정도는 롤러블 TV 평균 1.73, 

로봇청소기 평균 0.76, 선풍기 평균 0.71 의 순서로 강하다. 이것은 

예상치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움직임에 보다 강한 감정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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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종류의 제품일지라도 움직임 요소의 변수 변화에 따른 

경향성이 관찰된다. 

감정은 개인의 경험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개인별 

차이가 큰 다양한 감정으로 답변하지만 속도 변화에 따른 

보편적으로 유발되는 감정이 있다.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Joy, Hope, 

Satisfaction, Fascination, Boredom 을 공통적으로 느낀다. 또한 

일반 속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유발된 긍정적 감정은 4 종, 부정적 

감정은 1 종으로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낀다. 이것은 이미 상용화된 

제품의 움직임 속도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움직임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느린 

속도에서는 공통적으로 Hope, Desire, Boredom 의 감정이 유발되며 

Boredom 은 평균 2.33 으로 다른 감정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강하게 

느낀다. 빠른 속도에서는 공통적으로 Joy, Satisfaction 의 감정이 

유발된다. 또한 느린 속도에 비해 빠른 속도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다양하고 강하게 유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심층 

인터뷰에서 ‘빠르게 움직여서 시원할 것 같다’, ‘빠르게 움직여서 

효율이 높을 것 같다’, ‘빠르게 움직여서 작업시간이 단축될 것 

같다’의 답변을 통해 추측한 결과 전자제품이라는 실험 자극물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3) 어떤 움직임도 한 가지의 특정 감정만을 유발하지 않는다. 

피험자는 단일 감정만 느끼거나 긍정적 감정 또는 부정적 

감정만 느끼지 않는다. 모든 피험자는 복합적인 감정 또는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에 유발된다고 답했다. ‘빠른 속도의 선풍기 머리 

회전은 무섭기도 하지만 만족스럽기도 하다.’, ‘느린 속도의 

로봇청소기의 주행 운동은 지루하기도 하지만 희망적이기도 하다.’ 

와 같은 인터뷰 내용과 실험 결과는 움직임 디자인의 복잡한 

특성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4) 움직임과 기능적인 면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실험 자극물 영상 시청 중 피험자는 제품의 기능을 감정과 

연결시켜 생각하였다. ‘로봇청소기가 느려서 지루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청소를 꼼꼼하게 할 것 같다는 희망적인 느낌이 

든다.’, ‘선풍기가 너무 빨라 무섭지만 느껴지지만 시원할 것 같아 

만족스럽기도 하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것은 영상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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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6.2.7 보완점 

(1)피험자 

파일럿 실험에는 6 명의 피실험자가 참여하였으나 피험자 

인원을  충분히 늘려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파일럿 

실험에서 빠른 속도의 움직임으로 남성은 Fascination, 

Satisfaction 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여성은 Fear, Disgust 의 

감정이 유발된다고 답변하였다. 성별에 따라 유발되는 감정의 

유의차가 있으므로 피험자의 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파일럿 실험의 피험자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자제품 

관련 업계 종사자와 제품 디자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답변한 감정의 종류가 매우 단순하거나 풍부한 극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제품 관련 전문가가 아닌 움직이는 제품을 실제 

생활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피험자를 모집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2)실험 방법 

파일럿 실험에서 피험자는 연구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제품 영상을 시청하였다. (선풍기 일반 속도 → 선풍기 느린 

속도 → 선풍기 빠른 속도 → 로봇청소기 일반 속도 → 로봇청소기 

느린 속도 → 로봇청소기 빠른 속도 → 롤러블 TV…) 피험자는 

실험 참가 중 다음 순서의 실험 자극물 영상이 예상 가능하여 

유발되는 감정을 미리 결정하거나 속단하게 된다. 또한 실험 결과로 

빠른 속도의 움직임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하게 도출되었는데, 

이것은 느린 속도의 움직임 다음 순서로 시청하게 되어 느린 

속도로부터 유발된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영상 시청 순서나 방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또 다른 

실험 방법의 한계점은 움직임에서 어떤 감정이 유발되는지를 묻는 

것은 감정이 유발됨을 전제한 질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어 감정 

유발 여부를 묻는 질문을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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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 자극물 

실험 자극물 영상에서 피험자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인지 

인식하기 때문에 움직임에만 집중해서 감정을 고려하기 어렵다. 

움직임만 분리해서 실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물리적 움직임은 물리적인 물체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현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최대한 움직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품에서 

움직임이 적용된 부분을 추출하여 가장 기본적인 폼팩터에 

무채색을 적용한 실험 자극물을 제작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제３절 본실험 
 

파일럿 실험에서 나타났던 한계점을 보완하여 본실험을 설계하였다. 

 

6.3.1 실험 자극물 

파일럿 실험의 실험 자극물인 선풍기, 로봇청소기, 롤러블 TV 중 

선풍기를 제외한 로봇청소기와 롤러블 TV 를 본실험의 실험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로봇청소기는 움직임이 기능 수행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롤러블 TV 는 움직임이 기능 수행에 부수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로봇청소기의 일반적인 형태는 원형, TV 는 

사각형으로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폼팩터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파일럿 실험의 실험 자극물 움직임 영상 시청 중 피험자가 

실험 자극물이 어떤 제품인지 인식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로봇청소기와 롤러블 TV 의 움직임이 적용된 

부분을 추출하여 기본적인 조형의 형태를 만들었다. 

로봇청소기는 국내 시장조사기관 GFK 의 GFK Annual Report 

2020 에 따라 로봇청소기 점유율 상위 5 개 모델을 기준으로 형태 

추출하였다. [표 6-4]와 같이 점유율 순위는 (1) 원더스리빙 원더스 

다이나킹 R9(11.9%), (2) 에브리봇 엣지(6.6%), (3) 샤오미 로봇청소기 

2 세대(4.68%), (4) 로보락 S6 max(3.6%), (5) 원더스리빙 원더스 

다이나킹 R15(3%)로 집계되었으나 (1), (5)는 동일 모델의 버전 차이로 

외관 형태와 크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5)를 제외하고 (6) LG 전자 코드 

제로 R9(2.81%)를 기준으로 형태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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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더스리빙  

원더스 

다이나킹R9 

(2) 

에브리봇 

엣지 

(3) 

샤오미 

로봇청소기 

2세대 

(4) 

로보락 

S6 max 

(6) 

LG전자 

코드제로 R9 

 
 

   

크기 (W*H*D) 

350*94.5*350 327*165*136 350*96.5*353 350*350*96.5 286*143*330 

[표 ６-4] 로봇청소기 실험 자극물 레퍼런스 

 

선정한 5 개의 제품 중 4 모델은 원형, 에브리봇 엣지 1 모델은 

타원형으로 로봇청소기의 가장 보편적인 형상은 원형임을 알 수 있다. 

선정한 5 개 제품 외관 형상의 원 지름(W)은 286~350mm 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332.6mm, 높이(H)는 94.5~165mm 에 분포하며 평균 

113.3mm 이다. 따라서 [그림 6-10]과 같이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은 지름 322.6mm, 높이 113.3mm 의 원형으로 제작하였다. 

실험 자극물의 소재는 전자제품에 플라스틱 적용 시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소재인 ABS, 색상은 추가 변수 동반 최소화를 위해 Natural을 

적용하였다. 실험 자극물은 Autodesk Fusion 360 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６-10]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 제작된 실험 자극물 – Top view, Side 

view, Isometric view  

 

[그림 4-1] 움직임 구성요소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그림 6-11]과 

같이 로봇청소기의 움직임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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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11] 로봇청소기 움직임 구성요소 분석 

 

움직임 분석을 기반으로 설정 가능한 움직임 변수는 [그림 6-12]와 

같다. 

 

 
[그림 ６-12] 로봇청소기 레퍼런스의 실험 자극물 움직임 변수 

 

변수 1 Path 는 직선을 그리는 운동인 linear 와 지그재그로 표면 

메시를 그리며 움직이는 meshed surface 로 설정하였다. 변수 2 

Speed 는 기본 속도, 느린 속도, 빠른 속도 세 종류로 설정하였다. 

아이로봇 로봇청소기 Roomba 의 제품사양서에서 평균 속도로 규정하고 

있는 a foot per second 을 바탕으로 기본 속도를 30cm/s 로 설정하였다. 

피험자가 속도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느린 속도는 

기본 속도의 1/2 배인 15cm/s, 빠른 속도는 기본 속도의 2 배인 

60cm/s 로 기본 속도를 기준하여 동일 간격 차이로 설정하였다.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의 Path-linear 운동의 변수 

Speed 영상은 [그림 6-13]과 같고 Path-meshed surface 운동의 변수 

Speed 영상은 [그림 6-14]와 같다. 이미지 내 보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실험 영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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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13]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의 영상 1 

(Path-linear, 변수 Speed) 

 

 

[그림 ６-14]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의 영상 2  

(Path-meshed surface, 변수 Speed) 

 

변수 3 Volume 은 기본, 좁은, 넓은 움직임 범위로 나누었다. Path-

linear 일 경우에는 [그림 6-15]과 같이 0.6m, 1.8m, 3.6m 의 직선을 

왕복운동하고, Path-meshed surface 일 경우에는 [그림 6-16]과 같이 

기본속도

느린속도

빠른속도

SPEED

30cm/s

SPEED

60cm/s

SPEED

15cm/s

기본속도 느린속도 빠른속도

SPEED

30cm/s

SPEED

60cm/s

SPEED

15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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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0.5m(W)*1.0m(H)), 1.0 ㎡ (1.0m(W)*1.0m(H)), 2.0 ㎡

(2.0m(W)*1.0m(H))의 범위를 지그재그를 그리며 움직인다.  

 

 
[그림 ６-15]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의 영상 3 

(Path-linear, 변수 Volume) 

 

 

[그림 ６-16]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의 영상 4  

(Path-meshed surface, 변수 Volume) 

 

변수 4 Direction 은 Path-meshed surface 에만 적용되며 [그림 6-

17]과 같이 로봇청소기의 일반 청소 모드인 지그재그 가로(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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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세로(vertical)와 지정 구역의 집중 청소 모드인 시계방향 

회전(clockwise)으로 나누었다. 

 

 

[그림 ６-17]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의 영상 5 

(Path-meshed surface, 변수 Direction) 

 

롤러블 TV 는 [표 6-5]와 같이 (1) LG 의 양산품 1 모델과 전시회 

출품된 (2) Sharp, (3) TCL, (4) Hisense, (5) Skyworth 4 모델을 기준으로 

형태 추출하였다. 

 

(1) 

LG 

(2) 

Sharp 

(3) 

TCL 

(Sideway) 

(4) 

Hisense 

(Laser) 

(5) 

Skyworth 

(Waterfall) 

 
    

디스플레이 크기 및 두께 

65” 

4mm 

30” 

0.55mm 

17” 

0.18mm 

77” 

1.6mm 

65” 

- 

[표 ６-5] 롤러블 TV 실험 자극물 레퍼런스 모델 

 

선정한 5 개 제품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17~77”로 편차가 커 

TV 시장의 주력 인치인 55”(16:9), 가로(W) 1217mm, 세로(H) 

686mm 로 실험 자극물 크기를 설정하였다. 5 개 제품 디스플레이 

기본움직임 Direction  1 Direction  2

DIRECTION

horizontal

DIRECTION

Clockwise

DIRECTION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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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D)는 0.18~4.0mm 에 분포하며 평균값인 1.58mm 로 실험 자극물 

두께를 설정하였다. 실험 자극물 소재와 색상은 로봇청소기 자극물과 

동일한 ABS, Natural 을 적용하였고 Autodesk Fusion 360 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실험 자극물 형상은 [그림 6-18]과 같다. 

 

 

[그림 ６-18] 롤러블 TV를 기반으로 제작된 실험 자극물 – Top view, Side 

view, Isometric view 

 

[그림 4-1] 움직임 구성요소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그림 6-19]와 

같이 롤러블 TV 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그림 ６-19] 롤러블 TV의 움직임 구성요소 분석 

 
움직임 분석을 기반으로 설정 가능한 움직임 변수는 [그림 6-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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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６-20] 롤러블 TV 레퍼런스 실험 자극물 움직임 변수 

 

변수 1 Speed 는 기본 속도, 느린 속도, 빠른 속도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LG 롤러블 TV의 65인치 디스플레이가 15초에 걸쳐 롤업 

및 롤다운 되는 것을 기준으로 55 인치 크기의 실험 자극물이 15 초 

동안 움직이도록 45cm/s 로 설정하였다. 피험자가 속도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느린 속도는 기본 속도의 1/2 배인 22.5cm/s, 

빠른 속도는 기본 속도의 2 배인 90cm/s 로 기본 속도를 기준하여 동일 

간격 차이로 설정하였다. 롤러블 TV 레퍼런스 실험 자극물 운동의 변수 

Speed 영상은 [그림 6-21]과 같으며 실험 자극물은 설정한 속도로 

상하 운동을 반복한다. 그림 내 보조선은 지면 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실험 영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６-21] 롤러블 TV를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의 영상 6 (변수 Speed) 

SPEED

22.5cm/s

45cm/s

90cm/s

DIRECTIONVOLUME

Line view (0.29 m^2)

Full view (0.87m^2)

horizontal

vertical

기본속도 느린속도 빠른속도

SPEED

45cm/s

SPEED

60cm/s

SPEED

22.5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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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2 Volume 은 [그림 6-22]과 같이 화면의 전체가 보이도록 

움직이는 Full view 와 화면의 1/3 이 보이도록 움직이는 Line View 로 

나누었다. 롤러블 TV 에서 제공하는 Line view 기능은 화면의 일부만 

노출하여 날짜, 날씨, 음악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림 ６-22] 롤러블 TV를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의 영상 7 (변수 Volume) 

  

}
PHASE

FORM MECHANICAL BEHAVIORAL

MATERIAL

VOLUME

DIRECTION

SPEED

PATH up-down

kinesphere
constant{

VOLUME

Full view

VOLUME

Line view

Full view Lin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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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3 Direction 은 [그림 6-23]과 같이 대부분의 롤러블 TV 의 

움직임 방향인 위아래(up-down)와 TCL 의 sideway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같은 방향인 좌우(left-right)로 나누었다. 영상의 시작과 

끝을 같이하기 위해 동일하게 15 초 동안 움직이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６-23] 롤러블 TV를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의 영상 8  

(변수 Direction) 

  

}
PHASE

FORM MECHANICAL BEHAVIORAL

MATERIAL

VOLUME

DIRECTION

SPEED

PATH up-down

kinesphere
constant{

DIRECTION

up-down

DIRECTION

lef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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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감정 측정 도구 

감정 측정 도구는 파일럿 실험과 동일하게 PrEmo 를 활용하였다. 

단, 파일럿 실험의 피험자에게 유발된 감성이 PrEmo 에 없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그림 6-

24]와 같은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그림 ６-24] 피험자에게 제공된 감정어 설문지 

 

6.3.3 피험자 

피험자는 총 33 명으로 움직이는 제품에 비교적 익숙한 연령대인 

20~40 대로 구성된 남 11 명, 여 22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대-12 명, 

30 대-13 명, 40 대-8 명이다. 파일럿 실험에서는 제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제품 디자인 전공자와 전자제품 산업 실무 종사자로 피험자를 

구성하였다. 제품 디자인 전공자는 매우 다양하고 강한 감성이 

유발되었고 전자제품 산업 종사자는 매우 단순하고 정도가 낮은 감성이 

유발되었다. 결과의 극단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공과 종사 산업을 [표 

6-6]과 같이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전공별로 인문 4 명, 공학 11 명, 

사회 4 명, 상경 4 명, 예체능, 7 명, 기타 3 명이며, 종사 산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6 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 명, 

기타(학생) 5 명, 제조업 4 명, 기타(주부) 4 명, 교육 서비스업 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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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명, 금융 및 보험업 1 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명, 도매 및 소매업 1 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 나이 전공 종사 산업 

1 여 20-29세 인문(불어불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남 30-39세 공학(디지털미디어)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3 여 40-49세 공학(건축) 금융 및 보험업 

4 여 30-39세 공학(화학공학)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5 여 30-39세 공학(화학공학) 제조업 

6 남 30-39세 기타(관광)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

비스업 

7 여 30-39세 사회(미술치료, 범죄심리)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8 여 30-39세 기타(재활) 도매 및 소매업 

9 남 30-30세 상경(경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여 20-29세 인문(독어독문) 기타 (학생) 

11 여 20-29세 예체능(공업디자인) 기타 (학생) 

12 남 20-29세 예체능(산업디자인)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

비스업 

13 남 40-49세 예체능(산업디자인) 교육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  여가관련서

비스업 

14 남 20-29세 공학(기계공학) 기타(학생) 

15 여 30-39세 공학(식품생명공학) 제조업 

16 남 30-39세 공학(안전공학) 제조업 

17 남 30-39세 공학(기계공학)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18 여 30-39세 공학(환경공학) 예술 ,  스포츠 ,  여가관련서

비스업 

19 여 20-29세 예체능(산업 디자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20 여 20-29세 예체능(디자인) 예술 ,  스포츠 ,  여가관련서

비스업 

21 남 20-29세 예체능(산업디자인) 예술 ,  스포츠 ,  여가관련서

비스업 

22 남 20-29세 공학(산업디자인 ,  인간공

학)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23 여 20-29세 예체능(공간디자인) 예술 ,  스포츠 ,  여가관련서

비스업 

24 여 30-39세 인문(문화교양)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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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여 40-49세 인문(영문학) 기타 (주부) 

26 여 40-49세 사회(정치외교) 기타 (주부) 

27 여 40-49세 상경(항공경영) 기타 (주부) 

28 여 20-29세 상경(경영) 기타 (학생) 

29 여 40-49세 기타(사회복지) 기타 (주부) 

30 여 40-49세 사회(사회) 교육 서비스업 

31 여 30-39세 공학(식품공학) 기타 (학생) 

32 여 40-40세 사회(정치외교학) 교육서비스업 

33 남 20-29세 상경(경영학)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표 ６-6] 피험자 정보 

 

6.3.3 실험 방법 

실험은 대면 1:1 실험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준비한 화면으로 

움직임 영상을 시청하고 사전 설문지, 감정어 항목 및 후속 설문지는 

지면으로 제공하였다. 실험 환경은 [그림 6-25]와 같다. 

 

 
[그림 ６-25] 실험 환경 

 

실험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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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험 소개, 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 

실험 시작에 앞서 실험 주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 주의사항, 실험 

순서와 방법에 대한 안내를 약 3 분간 진행하였다. 실험을 소개할 

때 실험 자극물이 전자제품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안내한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영상 내 제품의 형상, 색, 소재 등 조형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제품의 움직임에만 집중해서 시청 

- 움직임 영상은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시청 가능 

- 움직임으로 유발되는 감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떠오르는 감정으로 답변 요청 

(2) 움직임 동영상 시청 

8 개의 영상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개씩 차례로 시청한다. 

1~6 번 영상은 한 영상에 3 종의 움직임이 있고 7, 8 번 영상은 

각 2 종의 움직임이 있어 피험자는 총 22 종의 움직임 영상을 

시청한다. 

(3) 설문 답변 

1 개의 영상 시청 후 설문을 진행하여 총 8 번의 설문에 답하게 

된다. 먼저 각 움직임의 감성 유발 여부를  답하고, 답변이 

긍정일 경우 움직임으로 유발된 감성의 종류를 선택하였다. 

설문은 PrEmo 를 활용하였으며 마지막 항목으로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PrEmo 가 포함하지 않는 감성을 답변할 수 있다. 

감성은 복수 선택할 수 있으며 각 감성을 느끼는 강도(1: 감성을 

아주 약간 느낀다 ~ 5: 감성을 매우 강하게 느낀다)를 선택한다. 

(4) 심층 인터뷰 

동영상 시청과 설문 답변이 모두 종료되면 해당 감정을 선택한 

이유, 움직임이 유발하는 부정적 감성을 개선을 위한 방법,  

실험의 한계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6.3.4 실험 결과 

피험자 답변한 기타 감성어는 긍정적 감정 23 개, 부정적 감정 

42 개로 나타났다. 기타 감정어 중 유사한 감정어를 묶고 답변 빈도가 

가장 높은 3 가지 감정어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상위 3 개의 감성을 기존 

PrEmo 의 긍정 감성 7 개, 부정 감성 7 개에 추가하여 긍정 감성 10 개, 

부정 감성 10 개, 총 20 개의 감성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긍정적 

감정은 [표 6-7]과 같이 comfortable (편안한, 안정적인) 25 회, no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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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신기한) 14 회, relaxed(여유로운, 느긋한, 관대한) 6 회 순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은 [표 6-8]과 같이 stuffy(답답한, 

갑갑한) 24 회, anxious(불안한, 위태로운, 긴장되는) 16 회, 

disordered(혼란스러운, 어수선한) 11 회 순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기타(긍정적 감성) 답변 인원 추가 선별 감성어 

1 안정감 13 comfortable (편안한, 안정적인) 

2 편안한 9 

3 평온한 3 

4 호기심 5 novel (새로운, 신기한) 

5 새로운 7 

6 신기한 2 

7 여유로운 6 relaxed(여유로운, 느긋한) 

8 통쾌한 5 - 

9 재미있는 4 

10 웅장한 4 

11 응원하는 4 

12 차분한 2 

13 흥미로운 1 

14 자연스러운 1 

15 쾌적한 1 

16 집중되는 1 

17 집요한 1 

18 우아한 1 

19 부지런한 1 

20 활기찬 1 

21 세심한 1 

22 혁신적인 1 

23 따뜻한 1 

[표 ６-7] 기타 긍정적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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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부정적 감성) 답변 인원 추가 선별 감성어 

1 답답한 24 stuffy (답답한, 갑갑한) 

2 불안한 14 anxious (불안한, 위태로운, 긴장되

는) 

 

3 위태로운 1 

4 긴장되는 1 

5 혼란스러운 3 disordered (혼란스러운, 어수선한) 

6 정신없는 4 

7 산만한 4 

8 짜증 나는 8 - 

9 걱정스러운 7 

10 조급한 7 

11 의문스러운 6 

12 불편한 6 

13 당황스러운 5 

14 이질적인 3 

15 안타까운 3 

16 불신의 2 

17 불만족스러운 2 

18 불쾌한 2 

19 외로운 2 

20 경직된 2 

21 놀란 2 

22 실망스러운 2 

23 피곤한 1 

24 단호한 1 

25 억지스러운 1 

26 부자연스러운 1 

27 힘든 1 

28 초조한 1 

29 애타는 1 

30 무기력한 1 

31 아쉬운 1 

32 실망스러운 2 

33 공격적인 1 

34 스트레스를 받는 1 

35 질투 나는 1 

36 공허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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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불필요한 1 

38 부담스러운 1 

39 회피하고 싶은 1 

40 급진적인 1 

41 독단적인 1 

42 차가운 1 

[표 ６-8] 기타 부정적 감성  

 

(1)로봇청소기, Path-linear, 변수 Speed 

 

 
[그림 ６-26]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 차트 

(Path-linear, 변수 Speed) 

 

변수(Speed) 일반 느린 빠른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41 

Comfortable 21 

Admiration 9 

Comfortable 10 

Desire 10 

Fascination 9 

Satisfaction 44 

Joy 25 

Desire 14 

부정적 감성 Boredom 4 

Boredom 64 

Stuffy 32 

Sadness 6 

Fear 17 

Anxious 12 

Anger 2 

[표 ６-9]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표 

(Path-linear, 변수 Speed)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한 실험 자극물이 Path-linear, 변수 

Speed 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결과는 [그림 6-26]의 차트로 확인할 

수 있고, 전체 결과는 [표 6-9]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일반 속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Comfortable, Admiratio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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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감성 Bordom 이 유발되었다. 느린 속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Comfortable, Desire, Fascination 과 부정적 감성 Boredom, Stuffy, 

Sadness 가 강하게 유발되었다. 빠른 속도의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Joy, Desire 와 부정적 감성 Fear, Anxious, Anger 가 

유발되었다. 

 

(2)로봇청소기, Path-meshed surface, 변수 Speed 

 

 
[그림 ６-27]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 차트 

(Path-meshed surface, 변수 Speed) 

 

변수(Speed) 일반 느린 빠른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20 

Comfortable 18 

Fascination 8 

Desire 8 

Admiration 7 

Satisfaction 5 

Satisfaction 53 

Joy 44 

Fascination 25 

부정적 감성 

Boredom 23 

Stuffy 4 

Anger 2 

Boredom 73 

Stuffy 35 

Anger 12 

Disordered 16 

Anxious 8 

Fear, Contempt 3 

[표 ６-10]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표 

(Path- meshed surface, 변수 Speed)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한 실험 자극물이 Path-meshed surface, 

변수 Speed 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결과는 [그림 6-27]의 차트로 

확인할 수 있고, 전체 결과는 [표 6-10]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 속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Comfortable, Fascination 과 

부정적 감성 Bordom, Stuffy, Anger 가 유발되었다. 느린 속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Desire, Admiration, Satisfaction 과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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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Boredom, Stuffy, Anger 가 강하게 유발되었다. 빠른 속도의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Joy, Fascination 과 부정적 감성 

Disordered, Anxious, Fearm Comtempt 가 유발되었다. 

 

(3)로봇청소기, Path-linear, 변수 Volume 

 

 
[그림 ６-28]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 차트 

(Path-linear, 변수 Volume) 

 

변수(Volume) 일반 좁은 넓은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18 

Comfortable 7 

Desire 6 

Desire 19 

Satisfaction 8 

Joy 3 

Satisfaction 53 

Fascination, Pride 7 

부정적 감성 
Boredom, 

Disordered, Stuffy 5 

Anger 18 

Boredom 17 

Stuffy 15 

Boredom 13 

Disordered 5 

Anger 4 

[표 ６-11]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표 

(Path-linear, 변수 Volume)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한 실험 자극물이 Path-linear, 변수 

Volume 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결과는 [그림 6-28]의 차트로 확인할 

수 있고, 전체 결과는 [표 6-11]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일반 범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Comfortable, Desire 과 부정적 

감성 Bordom, Disordered, Stuffy 가 유발되었다. 좁은 범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Desire, Satisfaction, Joy 와 부정적 감성 Anger, Boredom, 

Stuffy 가 유발되었다. 넓은 범위의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Fascination, Pride 와 부정적 감성 Boredom, Disordered, 

Anger 가 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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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로봇청소기, Path- meshed surface, 변수 Volume 

 

 
[그림 ６-29]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 차트 

(Path-meshed surface, 변수 Volume) 

 

변수(Volume) 일반 좁은 넓은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59 

Comfortable 7 

Relaxed 4 

Satisfaction 25 

Joy 24 

Fascination 18 

Satisfaction 29 

Comfortable 10 

Fascination 9 

부정적 감성 

Boredom 10 

Sadness 3 

 Stuffy 1 

Boredom 7 

Stuffy 7  

Anxious 6 

Boredom 44 

[표 ６-12]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표 

(Path-meshed surface, 변수 Volume)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한 실험 자극물의 움직임이 Path-meshed 

surface, 변수 Volume 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결과는 [그림 6-29]의 

차트로 확인할 수 있고, 전체 결과는 [표 6-12]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일반 범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Comfortable, 

Relaxed 과 부정적 감성 Bordome, Sadness, Stuffy 가 유발되었다. 좁은 

범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Joy, Fascination 과 부정적 

감성 Boredom, Stuffy, Anxious 가 유발되었다. 넓은 범위의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Comfortable, Fascination 과 부정적 감성 

Boredom 이 유발되었다. 

  



 

 62 

(5) 로봇청소기, Path – meshed surface, 변수 Direction 

 

 
[그림 ６-30]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 차트 

(Path-meshed surface, 변수 Direction) 

 

변수(Direction) 가로 세로 회전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51 

Comfortable 24 

Joy 10 

Satisfaction 37 

Joy 18 

Fascination 11 

Comfortable 13 

Satisfaction 12 

Joy 10 

부정적 감성 
Boredom 10 

Stuffy 3 

Boredom 6 

Anxious 5 

Disordered 3 

Stuffy 15 

Anger 7 

Boredom 6 

[표 ６-13]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표 

(Path-meshed surface, 변수 Direction) 

 

로봇청소기를 기반으로한 실험 자극물의 움직임이 Path-meshed 

surface, 변수 Direction 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결과는 [그림 6-

30]의 차트로 확인할 수 있고, 전체 결과는 [표 6-13]으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가로 방향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Comfortable, Joy 와 부정적 감성 Bordome, Stuffy 가 유발되었다. 세로 

방향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Joy, Fascination 과 부정적 

감성 Boredom, Anxious, Disordered 가 유발되었다. 회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Comfortable, Satisfaction, Joy 와 부정적 감성 Stuffy, 

Anger, Boredom 이 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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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롤러블 TV, 변수 Speed 

 

 
[그림 ６-31] 롤러블 TV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 차트 (변수 Speed) 

 

변수(Speed) 일반 느린 빠른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22 

Fascination 12 

Pride 11 

Desire 20 

Comfortable 3 

Admiration 1 

Satisfaction 79 

Fascination 32 

Joy, Admiration 14 

부정적 감성 

Boredom 19 

Fear 10 

Stuffy 7 

Boredom 60 

Stuffy 26 

Anger 18 

Fear 11 

Anxious 4 

Stuffy 1 

[표 ６-14] 롤러블 TV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표 (변수 Speed) 

 

롤러블 TV 기반으로한 실험 자극물의 움직임이 변수 Speed 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결과는 [그림 6-31]의 차트로 확인할 수 있고, 전체 

결과는 [표 6-9]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일반 속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Fascination, Pride 와 부정적 감성 Boredom, 

Fear,  Stuffy 가 유발되었다. 느린 속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Desire, Comfortable, Admiration 과 부정적 감성 Boredom, Stuffy, 

Anger 가 유발되었다. 빠른 속도의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Fascination, Joy, Admiration 과 부정적 감성 Fear, 

Anxious, Stuffy 가 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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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롤러블 TV, 변수 Volume 

 

 
[그림 ６-32] 롤러블 TV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 차트 (변수 Volume) 

 

변수(Volume) Full view Line view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37 

Hope 10 

Pride, Joy 8 

Desire 15 

Novel 6 

Satisfaction, Fascination 3 

부정적 감성 

Boredom 20 

Stuffy 14 

Anxious, Fear 4 

Anger 19 

Boredom, Sadness, Stuffy 11 

Shame 8 

[표 ６-15] 롤러블 TV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표 (변수 Volume) 

 

롤러블 TV 를 기반으로한 실험 자극물의 움직임이 변수 Volume 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결과는 [그림 6-32]의 차트로 확인할 수 있고, 

전체 결과는 [표 6-15]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Full view 범위의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Hope, Pride, Joy 와 부정적 감성 

Boredom, Stuffy, Anxious, Fear 가 유발되었다. Line view 범위의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Desire, Novel, Satisfaction, Fascination 과 

부정적 감성 Anger, Boredom, Sadness, Stuffy, Shame 이 유발되었다. 

  



 

 65 

(8) 롤러블 TV, 변수 Direction 

 

 
[그림 ６-33] 롤러블 TV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 차트 (변수 

Direction) 

 

변수(Direction) Up-down Sideway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30 

Comfortable 11 

Admiration 8 

Fascination 34 

Novel 22 

Admiration 11 

부정적 감성 

Stuffy 13 

Boredom 7 

Anxious 3 

Anxious 42 

Fear 41 

Contempt 6 

[표 ６-16] 롤러블 TV 기반 실험 자극물의 실험 결과표 (변수 Direction) 

 

롤러블 TV를 기반으로한 실험 자극물의 움직임이 변수 Direction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결과는 [그림 6-33]의 차트로 확인할 수 있고, 

전체 결과는 [표 6-16]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Up-down 방향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Comfortable, Admiration 과 

부정적 감성 Stuffy, Boredom, Anxious 가 유발되었다. Sideway 방향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Fascination, Novel, Admiration 과 부정적 감성 

Anxious, Fear, Contempt 가 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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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소결 

로봇청소기, 롤러블 TV 를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에서 움직임 변수 

Speed, Volume, Direction 에 따라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감성이 있고, 

제품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감성이 있다. 사용자의 움직임 선호도에는 

만족감, 매력적, 즐거움의 감성보다는 안정감과 편안함의 감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별에 따라 움직임으로 유발되는 감성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 Speed 

 
일반 속도 느린 속도 빠른 속도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공통 Satisfaction Boredom Desire 

Boredom 

Stuffy 

Anger 

Satisfaction 

Fascination 

Joy 

Fear 

Anxious 

로봇청소기 Comfortable  Comfortable  Desire Disordered 

롤러블 TV 
Fascination 

Pride 
Fear   Admiration  

[표 ６-17] 움직임 변수 Speed로 유발되는 감성 

 

일반 속도의 움직임으로 피험자는 공통적으로 긍정적 감성인 

Satisfaction 과 부정적 감성인 Boredom 이 유발되었다. 느린 속도의 

움직임에서는 공통적으로 긍정적 감성인 Desire, 부정적 감성인 

Boredom, Stuffy 와 지루하고 답답한 감성이 강해지면서 Anger 까지 

유발되었다. 빠른 속도의 움직임에서는 공통적으로 긍정적 감성인 

Satisfaction, Fascination, Joy 가 유발되었으나 동시에 부정적 감성 

Fear, Anxious 가 유발되었다. 

로봇청소기를 기반한 실험 자극물의 일반 속도와 느린 속도의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인 Comfortable 이 유발되었다. 일반 속도의 

Comfortable 은 39, 느린 속도의 Comfortable 은 10 으로 일반 속도에서 

Comfortable 이 더 강하게 유발되었다. 피험자는 심층 인터뷰에서 ‘TV 

기반의 실험 자극물의 날카로운 사각형보다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원형이 주는 편안함’, ‘주행 운동이 주어진 할당량을 다 채우는 

것 같아 편안하다.’, ‘어떠한 규칙이 있고 규칙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안정감이 든다.’, ‘막힘없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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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감을 느낀다.’ ‘나의 행동과 비슷하게 느껴져 편안하다.’, 

‘유유자적하는 느낌에 멍하게 보고 있으면 편안하다.’라고 답하였다.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빠른 속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Desire 와 부정적 감성 Disordered 이 유발되었다. TV 와 같이 절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그 안에서 있는 움직임이 아닌 자극물 자체의 위치가 

변화하는 빠른 속도의 움직임은 산만하고 혼란스러운 감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롤러블 TV 를 기반한 실험 자극물의 일반 속도의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Fascination, Pride 가 유발되었다. 피험자는 ‘움직임이 새롭고 

신기하다.’, ‘재미있다.’, ‘눈길을 끈다.’, ‘상상력을 자극한다.’,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라 흥미롭다.’라고 답하였다. 반면 부정적 감성 Fear 가 

동시에 유발되었고 피험자는 ‘형상이 칼을 연상시킨다.’, ‘움직임이 커터 

칼을 연상시켜서 무섭다.’, ‘무겁고 웅장한 느낌이 동시에 공포감을 

자아낸다.’라고 답하였다. 롤러블 TV 기반 실험 자극물의 빠른 속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Admiration 이 유발되었다. 일반 속도에서 

유발된 Fascination, Pride 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감탄스러운 감성이 

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움직임 선호도 관점에서 살펴보면 일반 속도, 빠른 속도, 느린 

속도의 순서로 피험자의 선호도가 높다. 피험자는 빠른 속도에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Joy, Fascination 이 높은 강도로 유발되고 일반 

속도에서 Boredom 을 비교적 강하게 느낀 것과 별개로 사물에 적용될 

때 선호되는 움직임은 일반 속도라고 답변했다. 빠른 속도의 움직임은 

매력적이며 기쁜 감성이 유발되는 반면 너무 시선을 끌어 안정적인 

감성이 부족하고 불안과 공포감도 동시에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사물에 적용되는 물리적 움직임은 비교적 매력도가 

떨어져도 안정감과 편안함 감성을 유발하는 움직임을 선호하며 그것으로 

인한 지루한 감성은 감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움직임의 속도가 

느려 지루하고 답답한 감성이 강해지면 분노를 유발하게 되어 오히려 

일반적인 속도보다 안정감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시간에 사용자의 

시선을 끌고 매력도 높이며 즐거운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빠른 움직임을 적용하고, 일상에서 가까이 장기간 사용되는 사물에는 

일반적인 속도의 움직임을 적용하여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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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olume 

 

일반 범위 좁은 범위 넓은 범위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공통 Satisfaction Boredom Desire 

Anger 

Boredom 

Stuffy 

  

로봇청소기 Comfortable  
Joy 

Fascination 
 

Satisfaction 

Fascination 
Boredom 

롤러블 TV Hope Stuffy  Sadness   

[표 ６-18] 움직임 변수 Volume으로 유발되는 감성 

 

일반 범위의 움직임으로 피험자는 공통적으로 긍정적 감성인 

Satisfaction 과 부정적 감성인 Boredom 이 유발되었다. 좁은 범위의 

움직임에서는 공통적으로 긍정적 감성인 Desire, 부정적 감성인 

Boredom, Stuffy 와 지루하고 답답한 감성이 강해지면서 Anger 가 

유발되었다. 

로봇청소기를 기반한 실험 자극물의 일반 범위의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Comfortable 이 유발되었다. 피험자는 심층 인터뷰에서 ‘TV 기반의 

실험 자극물의 날카로운 사각형보다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원형이 주는 편안함’, ‘이 운동에 알맞은 범위, 맞는 범위인 것 같아 

안정감이 든다.’, ‘반복 영상을 보며 멍 때리는 느낌’이라고 답하였다.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좁은 범위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Joy, 

Fascination 이 유발되었다. 피험자는 심층 인터뷰에서 ‘좁은 범위에서 

움직여 생기발랄해 보인다.’, ‘변화가 많게 느껴져 매력적이다.’, ‘실험 

자극물이 재미있게 게임하는 것 같다.’, ‘움직임에 몰입이 되어 

매력적이다.’라고 답하였다. 넓은 범위의 움직임은 로봇청소기 기반 

자극물만 해당되며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Fascination가 유발되었다. 

피험자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시원스럽고 통쾌해서 매력적이다.’, 

‘여유롭고 차분한 움직임이 만족스럽다.’, ‘나에게 충분한 공간이 주어진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반면 부정적 감성 Boredom 이 강하게 

유발되었고 피험자는 그 이유에 대해 ‘같은 속도도 느리게 체감되어 

지루함이 강하게 유발된다.’, ‘너무 길게 느껴진다.’라고 답변하였다. 

롤러블 TV 를 기반한 실험 자극물의 일반 범위 움직임(Full 

view)으로 긍정적 감성 Hope 이 유발되었다. 피험자는 ‘사각형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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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만든다.’, ‘흥미로운 움직임이라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기대된다.’, ‘솟아오르는 것이 새싹과 같이 

희망차게 느껴진다.’라고 답하였다. 반면 부정적 감성 Stuffy 가 동시에 

유발되었다. 롤러블 TV 기반의 실험 자극물의 좁은 범위 움직임(Line 

view)으로 부정적 감성 Sadness 가 유발되었다. 피험자는 ‘제 기능을 다 

못한 것 같아서, 망가진 것 같아서 슬프다.’, ‘소극적인 것 같아 슬프다.’, 

‘부끄러워 숨는 것 같아 슬픔이 느껴진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험자의 움직임 범위 선호도는 일반 범위, 넓은 범위, 좁은 범위 

순으로 높다. 피험자는 넓은 범위의 움직임에서 Satisfaction 과 

시원스럽고 통쾌한 감성이 유발되고 일반적 범위의 움직임에서는 어느 

정도의 Boredom 이 유발된다고 답변했지만, 사물에 적용되는 움직임의 

범위는 일반적인 범위를 선호함이 나타났다. 넓은 범위의 움직임은 

시원스럽고 거침없는 감성을 유발하는 동시에 같은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움직임 속도가 더 느리게 느껴져 지루함이 강하게 유발되었다. 

비슷한 맥락으로 느린 속도의 움직임을 선호하는 사용자는 넓은 범위의 

움직임을 선호하였다. 일반적 범위 움직임은 어느 정도의 지루함이 

유발되는 특색 없는 움직임이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적당하게 느껴져 

선호도가 가장 높다. 좁은 범위의 움직임은 어딘가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거나 피험자가 기대한 범위만큼 움직이지 않아 분노와 답답함을 

유발한다. 특히 피험자는 사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가동 범위를 

예상하게 되는데, 예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부정적인 감성이 강하게 유발되었다. 또한 같은 속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 범위가 좁을 때 속도를 더 빠르게 체감하여, 빠른 

속도를 선호하는 피험자는 좁은 범위의 움직임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좁은 범위의 움직임으로는 어떤 것을 갈망하는 감성과 

사물이 노력하는 모습처럼 보여 만족감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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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rection 

 
수평 수직 회전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로봇청소기 
Satisfaction 

Comfortable 
Boredom 

Satisfaction 

Joy 

Fascination 

 

Comfortable 

Satisfaction 

Joy 

Stuffy 

롤러블 TV 

Up-down Sideway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긍정적 감성 부정적 감성 

Satisfaction 

Comfortable 
Stuffy 

Fascination 

Novel 

Admiration 

Anxious 

Fear 

[표 ６-19] 움직임 변수 Direction으로 유발되는 감성 

 

로봇청소기를 기반한 실험 자극물의 움직임 방향 선호도는 수평, 

수직, 회전운동 순서이다. 수평 방향 움직임으로는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과 Comfortable, 부정적 감성 Boredom 이 강하게 

유발된다. 피험자는 수평 움직임을 약간의 지루함이 있는 안정적인 

방향의 움직임으로 인식하며 선호도가 높았다. 수직 방향 움직임은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Joy,  Fascination 이 유발되며 부정적 감성은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호도 관점에서 수직 움직임은 

역동적이고 즐거운 감성이 유발되지만 안정감은 비교적 낮아 수평 

움직임을 더 선호하였다. 회전 운동은 긍정적 감성 Comfortable, 

Satisfaction, Joy 와 부정적 감성 Stuffy 를 유발한다. 피험자는 실험 

자극물이 회전하며 점점 범위가 좁아지는 움직임은 불필요하고 답답한 

움직임으로 인식하여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롤러블 TV 를 기반한 실험 자극물의 움직임 방향 선호도는 Up-

down 방향이 Sideway 보다 높았다. Up-down 방향의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Satisfaction, Comfortable 과 부정적 감성 Stuffy 가 

유발된다. 피험자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 형상에 알맞은 움직임 

방향인 것 같다.’, ‘떨어져도 땅이니까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답하였다. 

Sideway 의 움직임으로 긍정적 감성 Fascination, Novel, Admiration 이 

유발되었다. 피험자는 ‘새롭고 보지 못한 움직임이라 매력도가 높고 

감탄을 자아낸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부정적 감성 Anxious, Fear 가  

강하게 유발되었는데 피험자는 ‘어디까지 나오는 건지 불안하다.’, ‘찔릴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실험 결과와 피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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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통해 사용자의 예상을 벗어난 움직임의 방향은 강한 흥미를 

제공하며 시선을 끌지만 두렵고 불안한 감성을 유발하여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성별에 따라 유발되는 감성의 차이 

 - Speed 

일반 속도의 움직임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Satisfaction(남: 평균 1 < 

여: 평균 1.34)과 Comfortable(남: 평균 0.5 < 여: 평균 0.68)이 강하게 

유발된다. 또한 일반적 속도의 움직임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Boredom 을 

강하게 느끼며(남: 평균 0.51 > 여: 평균 0.24) 남성에게서만 Anger 의 

감성이 유발된다. 느린 속도의 움직임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Boredom 이 

강하게 유발된다(남: 평균 2.21 > 여: 평균 1.88). 빠른 속도의 

움직임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Satisfaction(남: 평균 2.12 > 여: 평균 

1.61)과 Joy(남: 평균 1.6 > 여: 평균 0.73)의 긍정적 감성이 더 강하게 

유발된다. 반면 여성은 빠른 속도의 움직임으로 부정적 감성 

Disordered(남: 평균 0.36 < 여: 평균 0.55), Fear(남: 평균 0.18 < 여: 

평균 0.38)이 더 높게 유발되며 여성에게서만 Anxious(여: 평균 0.36) 

감성이 유발된다. 

- Volume 

일반적인 범위의 움직임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Satisfaction(남: 평균 

1.91 > 여: 평균 1.6)과 Boredom(남: 평균 0.64 > 여: 평균 0.42)이 

강하게 유발된다. 좁은 범위의 움직임은 남성에게 Desire(남: 평균 0.73 

> 여: 평균 0.4),  Anger(남: 평균 0.63 > 여: 평균 0.31),  Anxious(남: 

평균 0.45 > 여: 평균 0.16), Disordered(남: 평균 0.82 > 여: 평균 

0.23)의 감성을 더 강하게 유발한다. 반면 좁은 범위의 움직임은 

여성에게만 Comfortable(여: 평균 0.64)의 감성을 유발한다. 넓은 

범위의 움직임은 남성에게 Fascination(남: 평균 0.64 > 여: 평균 

0.27)과 Boredom(남: 평균 1.05 > 여: 평균 0.78)을 강하게 유발하며 

남성에게만 Desire(남: 평균 0.45)가 유발된다. 

- Direction 

로봇청소기 기반 실험 자극물의 가로 움직임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Satisfaction (남: 평균 2.09 > 여: 평균 1.27), Boredom (남: 평균 0.64 

> 여: 평균 0.14)가 강하게 유발되었으며 남성에게만 Stuffy(남: 평균 

0.27)의 감성이 유발되었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Comfortable(남: 

평균 0.45 < 여: 평균 0.86)이 높게 유발되었다. 세로 움직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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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여성보다 Satisfaction(남: 평균 2 > 여: 평균 0.68), Joy(남: 평균 

0.82 > 여: 평균 0.41)가 강하게 유발된다. 세로 움직임은 여성에게만 

Anxious(여: 평균 0.23)를 유발한다. 회전 움직임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Satisfaction(남: 평균 0.91 > 여: 평균 0.36)이 강하게 유발되며, 

남성에게만 Joy(남: 평균 0.73), Stuffy(남: 평균 1.09), Shame(남: 평균 

0.36)이 유발된다. 회전 움직임은 여성에게만 Disordered(여: 평균 

0.18), Disgust(여: 평균 0.18)를 유발한다. 롤러블 TV 의 Up-down 

움직임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Satisfaction (남: 평균 1.45 > 여: 평균 

0.64)이 높게 유발되며 남성에게만 Pride(남: 평균 0.36), Hope(남: 평균 

0.36)이 유발된다. 반면 Comfortable(여: 0.41)의 감성은 여성에게만 

유발된다. Sideway 움직임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Fascination(남: 

평균 1.54 > 여: 평균 0.77)이 높게 유발되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Anxious(남: 평균 0.64 < 여: 평균 1.59), Fear(남: 평균 0.82 < 여: 

평균 1.45)가 높게 유발된다. Sideway 움직임은 남성에게만 

Admiration(남: 평균 0.36), Hope(남: 평균 0.91), Stuffy(남: 평균 

0.45)를 여성에게만  Novel(여: 평균 0.64), Disgust(여: 평균 0.23)을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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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７장 결론 및 한계점 
 

제１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적용된 

물리적 움직임으로 긍정적인 제품 감성을 유발하기 위해 움직임 구성 

요소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품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품에 적용된 움직임은 디자이너의 의도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제품 감성을 유발한다. 특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움직임의 

목적은 기능 수행이 주를 이루는데 가전제품 제조사 입장에서  이러한 

가전제품의 움직임은 긍정적 감성을 이끌어 내는 디자인이 필수적이다. 

이는 제품의 구매, 재구매, 평판, 브랜드 이미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움직임을 제품 디자인의 대상으로 보고 체계적 접근을 위해 움직임 

구성요소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상용 제품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움직임 구성요소의 

변수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성이 유발되는 경우와 그 원인을 

이해하고자 두 번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제 제품의 움직임을 촬영한 

영상으로 진행된 파일럿 실험을 통해서 제품의 기능적 움직임은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이지만 사용자에게 제품 감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풍기, 로봇청소기, 롤러블 TV 는 각기 다른 

종류의 제품이고 감성은 개인의 경험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편차가 큰 다양한 감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안에서 

움직임 요소의 변수 변화에 따른 경향성이 관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하여 어떤 움직임도 한 가지의 특정 감정만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복합적인 감정 또는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에 유발된다고 답했고 이는 움직임 디자인의 복잡한 특성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파일럿 실험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진행된 본실험을 

통해서 사용자의 움직임 선호도에는 움직임으로 유발되는 만족감, 

매력도, 재미 등의 다른 긍정적 감성과 별개로 안정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움직임 구성 요소 Speed, Volume, 

Direction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 Speed: 움직임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Speed 는 일반적인 

속도이다. 



 

 74 

- 빠른 속도의 움직임은 매력적이며 기쁜 감성이 유발되는 반면 너무 

시선을 끌어 안정적인 감성이 부족하고 불안과 공포감을 동시에 

유발한다. 

- 느린 속도의 움직임은 지루하고 답답한 감성이 강하게 유발되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 이것은 오히려 안정감이 낮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일반적인 속도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의 지루함을 유발하며 

매력도는 낮지만 안정감과 편안한 감성을 유발한다. 

2) Volume: 움직임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한 Volume 은 일반적 

범위의 움직임이다. 

- 넓은 범위의 움직임은 시원스럽고 거침없는 느낌을 주어 만족감이 

높지만, 동시에 같은 속도라도 체감 속도가 느려 지루함이 강하게 

유발된다. 

- 좁은 범위의 움직임은 갇힌 기분과 피험자의 예상 범위만큼 

움직이지 않아 분노와 답답함을 유발한다. 특히 피험자는 사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가동 범위를 예상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부정적인 감성이 강하게 유발되었다. 

- 일반적 범위 움직임은 어느 정도의 지루함이 유발되는 특색 없는 

움직임이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알맞은 범위의 움직임으로 느껴져 

선호도가 가장 높다.  

3) Direction: 세로보다는 가로가, 회전운동보다는 직선 운동이 

안정감을 유발한다.  

- 세로 움직임은 역동적이고 즐거운 감성이 유발되지만 안정감은 

적게 유발되어 지루함이 있는 안정적 방향인 가로 움직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Direction 에서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을 보았을 때 매력도, 

호기심, 감탄이 강하게 유발되는 동시에 공포, 불안정 감성도 매우 

강하게 유발되었다. 사용자의 예상을 벗어난 움직임의 방향은 강한 

흥미를 제공하며 시선을 끌지만 두렵고 불안한 감성을 유발하여 

선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5 

제２절 한계점 
 

물리적 움직임은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림 4-1]으로 

정의한 움직임의 구성요소 Material, Volume, Path, Speed, Direction 

이외에 떨림, 움직임으로 발생되는 소리, 팽팽한 정도 등 다른 요소도 

사용자 감성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 움직임과 감성 유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로, 특히 움직임의 목적이나 움직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사용자 감성 

유발에 매우 큰 영향이 있다. 이는 파일럿 실험에서 피험자가 실제 제품 

움직임 영상을 시청하며 움직임의 기능적인 면을 감성으로 연관시킨다는 

것에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실험의 실험 자극물이 전자제품을 

레퍼런스로 제작된 것임을 밝히고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실험의 피험자 중 일부는 실험 자극물의 

조형이 단순화 되어 있어 감정이입이 어렵고 난해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본실험의 실험 자극물이 전자제품임을 밝히지 않고 1 회 설문 

진행 후 전자제품이라는 것을 밝히고 1 회 설문 진행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로 도출된 결론은 움직임 

구성요소가 일반적 수준일 때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일반적인 수준은 상용 제품의 기본 움직임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의 움직임은 사용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움직임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는 사용자들이 상용 제품을 이미 사용하거나 

접한 경험을 통해 학습된 움직임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 

추가로 본 실험은 명확한 결과 도출을 위하여 감성어 항목을 

PrEmo 에서 제시한 14 가지와 기타 감성 6 가지를 추가한 20 가지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감성어를 20 가지 이상으로 제공하면 더욱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험은 제작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나 실제 

스케일의 실물로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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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tical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ctional Movement Factors 

for Home Appliances -Speed, 

Volume, Direction  

and Product Emotions 
 

Jeon Yoona 

Industrial Design, Dept. of Craft & Desig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rtificial objects advance via intelligence, our physical 

experiences are diminishing. To compensate for this reduced overall 

experience, the physical movement of home appliances, robots, and 

interfaces is currently expanding. The movement applied to an 

artifact will evoke a range of emotions by transferring those emotions 

to the user or reflecting the user's emotions, regardless of the 

designer's intention. In particular, the physical movements of home 

appliances used in daily life require a design that elicits positive 

product emotions from user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possibility of arousing positive product emotions in 

users by adjusting the physical movement components applied to 

home appliances and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movement components and product emotion. To achieve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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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oal, a product movement component analysis model was 

suggested to examine the movement design of the products. Using 

this model, movement was divided into Phases and three elements: 

Form (Material and Volume) as a morphological characteristic; 

Mechanical (Path) as a position characteristic, and Behavior 

(Direction and Speed) as a dynamic characteristic with a time 

component. 

Using this model, a case analysis of consumer products, whose 

movements have various purposes in real life, was conducted. The 

movement components of social robots that seek to transfer emotions 

through movement, robot vacuum cleaners and TVs that perform the 

product’s specific functions through movement, were analyzed. A 

specific movement that already contains intended emotions, such as 

a social robot, will evoke its user’s emotions, but a functional 

movement of a home appliance requires verifying whether product 

emotion is also evoked. Pilot experiments based on case analyses of 

an electric fan, robot vacuum cleaner, and rollable TV verified that 

the functional movement of home appliances evokes product 

emotions in its users. It was also learned that even other types of 

products have a general tendency toward emotion when adjusting 

their movement component variables. 

To confirm that negative product emotions can be reduced and 

positive product emotions can be induced by adjusting product 

movement components, Speed, Volume, and Direc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that produced experimental stimuli based on the 

shapes and movements of robot vacuum cleaners and rollable TVs. 

The results indicated that, emotions that were commonly evoked, 

regardless of product type and emotions, were evoked differentl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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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 products. There was also a gender difference in the 

emotions being evoked. 

        In conclusion, the emotion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a user's movement preference was found to be a sense of 

stability. Unlike other types of positive emotions, such as 

fascination, joy, and admiration, stable and comfortable movements 

evoked a sense of boredom. Still, users were found to prefer stable 

and comfortable movements and accept some degree of boredom. 

Speed attributes were classified into general, slow, and fast speed 

categories where general speed strongly evoked a sense of 

stability. Volume attributes were divided into general, wide, and 

narrow ranges, with the general range giving a sense of stability to 

users. The Direction attribute produced a sense of stability in the 

horizontal direction rather than the vertical direction and in a linear 

direction rather than rotation. In addition, when the user observed 

the movement of objects and predicted the speed, volume, and 

direction of movement, strong emotions were evoked when the 

objects moved out of the range of expectations. In particular, when 

Volume deviated from the user's expected goals, strong negative 

emotions, such as anger, boredom, and stuffiness, were evoked. 

When Direction deviated from the user's expected goals, the 

positive emotions of fascination, curiosity, novel, admiration, and 

negative emotions like anxiety and fear were strongly evoked at the 

same time. 

 

Keywords : Physical Movement, Motion Design, Product Emotion 

 

Student Number : 2019-2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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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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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실험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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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럿 실험 설문 결과 데이터 

 

 

(1) 남 / 30 대 / 전자제품 관련 업계 종사자 

 

 

 

 

기타 의견 

 

- 순서에 따른 속도가 예상이 되고, 첫 번째 본 영상이 기준이 되어 

비교를 해서 답하게 된다. 

- 제품 및 속도 변화가 무작위로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움직임의 종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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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 / 20 대 / 전자제품 관련 업계 종사자 

 

 

 

 

기타 의견 

 

- 선풍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건 무섭기도 하지만 시원할 것 같아서 

만족스럽기도 하다. 

- 같은 영상을 연달아서 빠르게, 느리게 보니깐 앞에 본 영상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빠른 움직임을 보다가 느린 

움직임을 보면 매우 지루하게 느껴진다. 이것을 의도한 게 

아니라면 선풍기, 로봇청소기 등 영상 종류를 랜덤하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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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 / 30 대 / 전자제품 관련 업계 종사 

 

 
 

 

기타 의견 

 

- 영상을 보고 느낀 감정이 설문의 보기 항목에서는 없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 (실망, 황당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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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 / 30 대 / 전자제품 관련 업계 종사자 

 

 
 

 

기타 의견 

 

- 청소기라서 빠르면 강력하게 청소가 잘 될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 

- 속도 차이가 반복적 이어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객체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달랐다. 기대치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 

  



 

 109 

(5) 남 / 30 대 / 제품디자인 박사과정 

 

 
 

 

기타 의견 

 

- 영상을 비교해서 답하게 된다. 

- 여러 명 동시에 진행하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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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 / 20 대 / 제품디자인 석사 과정 

 

 
 

 

기타 의견 

 

- 여러 명이 동시 진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 속도가 변수라면 더 차이가 크게 촬영을 하는 게 좋다. 구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 

- 기능을 배제해서 생각하라고 했지만, 제품 자체가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능적인 면을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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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실험 설문 결과 데이터 

 

(1) 여 / 20 대 / 전공: 인문(불어불문) / 종사 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실험 자극물이 어떤 제품인지 유추가 가능하다. 

-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빠른 속도 

선호도가 높다. 

- 로봇청소기, linear, 좁은 범위 운동은 깔짝대서 보기 싫고, 넓은 

범위는 할당된 테스크를 다 채우는 것 같아 만족도가 높다.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좁은 범위 운동은 빨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 걸레질할 때도 넓게 하는 것보다 좁게 좁게 

걸레질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서 매력도를 느꼈다. 

- 로봇청소기, 회전운동은 너무 기계적이고 인간미가 없게 느껴져 

무섭다. 

- 롤러블 TV 느린 속도는 너무 느려 제 기능을 못할 것 같다. 

- 롤러블 TV line view 는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느낌이라 당황스럽다. 

- 롤러블 TV 가로 방향 움직임은 어디까지 나오는건지 예상하기 

어렵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 무섭고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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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 / 30 대 / 전공: 공학(디지털미디어) / 종사 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로봇청소기는 속도가 일반적인 것이 가장 선호도가 높다.  

- 로봇청소기 느린 속도에서는 빨라지길 기대하여 hope 이 유발된다. 

- 로봇청소기 빠른 속도가 좋긴 하지만 편안하진 않다. 

- 로봇청소기 모든 meshed surface 움직임은 직선으로 가다 

회전으로 움직이며 방향 전환하는 움직임의 변화가 살아있는 것 

같아 재밌다. 

- Volume 이 내가 예상한 만큼 도달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 

- 나에게 선호도가 높은 움직임은 편안한 움직임이다. 평범한 

움직임이 편안하고 선호도가 높다. 대신 지루하기도 하다.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좁은 범위의 움직임은 잦은 변화가 

재밌기도 하지만 좁은 범위가 답답해서 화가 난다.  

- 로봇청소기, 회전 움직임은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어 재밌고 좋다. 

- 롤러블 TV 가 느리면 웅장함과 무게감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슬프기도 하다. 빠르면 쾌적한데 웅장함이 없다. 

- 롤러블 TV 가 가로로 나오는 것은 새로워서 기쁘지만 

무게중심때문에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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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도형(예상치 못한 도형, 사다리꼴, 마름모 등)으로 실험을 

하면 형태와 움직임의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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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 / 40 대 / 전공: 공학(건축) / 종사 산업: 금융 및 보험업 

 

 

 

인터뷰 답변 

 

- 처음엔 ‘이걸로 어떻게 감성을 느껴?’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임을 

보니까 감성이 느껴져서 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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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 / 30 대 / 전공: 공학(화학공학) / 종사 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동그라미 형상이 빙판 위의 하키의 퍽 처럼 느껴쳐서 빠르게 움직일 

때 만족감이 느껴진다. 

- 롤러블 TV 의 빠른 속도는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두렵다. 

- 로봇청소기, linear, volume 은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합이 잘 

맞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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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 / 30 대 / 전공: 공학(화학공학) / 종사 산업: 제조업 

 

 

 

인터뷰 답변 

 

-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쫓기는 느낌이 들어 무섭다. 

- 로봇청소기, linear, 좁은 범위 운동은 갇혀 있는 느낌이 슬프다. 

- 감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그냥 변수 그대로 빠르네, 

느리네, 좁게 움직이네, 넓게 움직이네 정도만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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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 / 30 대 / 전공: 기타(관광) / 종사 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느린 속도는 더 빨리 갔으면 하는 desire 

- 빠른 속도는 느린 속도를 계속해서 따라잡는 것에 대해서 joy 

- 속도 차이가 균등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일반, 느림은 너무 느린 것 

같고 빠른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짐 

- 로봇청소기, linear, volume 변수의 움직임에서 규칙을 찾으려고 

하지만 못 찾아서 혼란스럽다.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direction 변수의 움직임은 방향과   

속도가 같고 규칙이 있는 것 같아서 안정감이 느껴진다. 

- TV, sideway 움직임은 무게중심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 

- TV, line view 더 올라와야지 답답하고 불만족함이 해소될 것 같다. 

- 실험 자극물이 롤러블 TV 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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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 / 30 대 / 전공: 사회(범죄심리, 미술치료) / 종사 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로봇청소기, linear, 빠른 속도의 움직임은 하기 싫은데 막 쫓기고 

밀려서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느린 속도의 움직임은 놀라서, 얼어서 

느린 것 같아 admiration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빠른 속도의 움직임은 장난감의 

움직임 같아서 Joy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일반 속도의 움직임은 머뭇거리는 것 

같아 shame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넓은 범위의 움직임은 벅차 보이고 

질질 끌고 가는 느낌. 지켜보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 

- 로봇청소기, 회전 움직임은 불편한 사람을 앞에 두고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의 느낌. 각진 움직임, 뾰족한 움직임 

- 롤러블 TV 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로봇청소기보다 편안한 

느낌이라 선호도가 높다. 

- 롤러블 TV, 일반 속도의 움직임은 뭔가 어두운 느낌 

- 롤러블 TV, line view 는 나오다가 부끄러워서 다시 들어가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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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 / 20 대 / 전공: 기타(재활) / 종사 산업: 도매 및 소매업 

 

 
 

인터뷰 답변 

 

- 빠른 속도는 열심히 가는 것 같아 fascination 

- 로봇청소기, linear, 좁은 범위 움직임은 비교하는 셋 중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 강조되는 움직임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좁은 범위 움직임은 공간이 좁으니 

같은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빨라 보인다. 

- 롤러블 TV, line view 의 움직임은 억지스럽고 안간힘 쓰는 것 같다 

- 롤러블 TV 의 세로 방향 움직임은 불안함. 아슬아슬 서 있는 듯함 

- 롤러블 TV 의 가로 방향 움직임은 불안함. 끝일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불안함 

- 느린 움직임이 긍정적 감성이 유발된다. 멍 때리게 되고 혼자 

여유로워 보이고 차분해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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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 / 30 대 / 전공: 상경(경제학과) / 종사 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로봇청소기, linear, 빠른 속도 움직임은 억지로 종종 걸음 하는 

듯한 느낌 

- 로봇청소기, linear, 좁은 범위 움직임은 뭔가 더 필요하고 찝찝하다.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의 volume 변수 움직임들은  무슨 

목적으로 보아야 하나? 왜? 무슨 의미? 왜 시간을 써야 하나? 

- 로봇청소기의 세로 방향 움직임은 산을 오르는 듯해서 힘들어 

보인다. 

- 로봇청소기의 회전 움직임은 불필요한 움직임의 연속으로 보이고, 

비효율, 강박적으로 느껴진다. 

- 롤러블 TV, line view 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의미 없는 시간이다. 

상쾌한 움직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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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 / 20 대 / 전공: 인문(독어독문) / 종사산업: 기타(학생) 

 

 

 

인터뷰 답변 

 

- 로봇 청소기, TV 로 유추할 수 있었고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면, 청소를 너무 느리게 해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짜증이난다.  

- 청소 범위가 넓어지면 답답함이 극대화되는 것 같다. 

- 범위가 넓은 움직임을 할 때는 실제 속도는 동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느리게 느껴져 속도를 빠르게 하면 긍정적인 감성을 

느낄 것 같다. 

- 로봇청소기의 회전 움직임은 굳이 왜 저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지, 마지막엔 어떻게 될 건지, 의문스럽다. 부정적이다. 

- 롤러블 TV 의 빠른 속도 움직임이 가장 익숙한 속도로 느껴진다. 

- 롤러블 TV sideway 움직임은 신기해서 집중하게 되지만 up-

down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무감정으로 느껴진다.  

- 롤러블 TV sideway 움직임은 부러질 것 같은 느낌. 마치 카드가  

어디 꽂혀서 부러질 것 같은 것처럼 불안함이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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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 / 20 대 / 전공: 예체능(공업디자인) / 종사산업: 기타(학생) 

 

 

인터뷰 답변 

 

- 로봇청소기의 속도가 느릴 때는 빨리 갔으면 하는 조급함, 빠를 

때는 쫓기는 듯한 조급함이 느껴진다.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좁은 범위의 움직임은 붓으로 그림 

그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joy 

- 로봇 청소기의 세로방향 움직임은 예상하지 못해서 재밌음 

- 규칙에 따라 잘 움직일 때 편안함을 느낀다. 

- 롤러블 TV, line view 움직임은 예상치 못해서 놀랐고 더 나와야 

할 것 같아 desire 

- 롤러블 TV sideway 움직임은 칼 같기도 하고 부러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너무 길게 나와서 무섭고 걱정된다. 

- 속도 구분이 잘 안된다. 특히 빠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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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 / 20 대 / 전공: 예체능(산업디자인) / 종사 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로봇청소기, linear, 느린 속도의 움직임은 내가 기대하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고 매혹적이다. 

- 내가 생각한 목표지점까지 더 빠르게 도달할 때 긍정적인 감성을 

느낀다. 

- 같은 곳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하는 갈망이 생기고 보여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 

- 길이, 시간, 속도 등이 적절할 때 만족감이 높다.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좁은 범위의 움직임은 변화무쌍하게 

느껴져서 재밌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선호도는 일반 범위가 가장 

높다. 안정감이 느껴지기 때문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넓은 범위의 움직임은 다른 범위의 

움직임과 속도가 같지만 더 느리게 느껴져서 지루하다. 

- 로봇 청소기 회전 움직임은 각이 느껴져서 오작동 될 것처럼 뭔가 

잘못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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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 / 40 대 / 전공: 예체능(산업디자인) / 종사 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수록 답답함, 안타까움의 부정적 감정이 

커진다. 시간에 따라 감정의 발견이 커진다. 

- 틀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움직임이 안타깝다 

- 공간이 넓을수록 속도가 느리게 느껴져서 지루하지만 나에게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 안정감이 든다. 

- 새로운 움직임은 재미있다. 

- 로봇청소기 회전 방향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면 더 긍정적일 

것 같다. 

- 롤러블 TV 의 움직임은 빠른 속도가 정상작동으로 느껴지는데 

아마도 크기 때문일 듯하다. 

- 스크린 속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이 느낌이 다를 것 같다.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를 것 같다. 오브제 컬러, 배경 컬러에 

따라 다를 것 같다. 

- 움직임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있으면 만족감이 더 높다. 

- 나이대에 따라(어르신, 10대) 완전 결과가 다를 것 같다. 국가 인종, 

실험 시 온도 습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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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 / 20 대 / 전공: 공학(기계공학) / 종사 산업: 기타(학생) 

 

 

 

인터뷰 답변 

 

- 느린 속도는 힘이 없어 보여 슬퍼 보인다. 하지만 여유가 있어 

보이고 평온하고 안정적이다. 

- Volume 이 내가 예상한 만큼 가지 않으면 부정적 감성을 느낀다. 

사용자가 기대한 만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어진 영역(예상 영역)을 다 채우며 움직이는 것이 만족감이 높다. 

- 로봇청소기 회전할 때 끝부분에서 살짝 정지하는 것이 망설이고 

낯을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방황하는 것 같다. 

- 롤러블 TV 의 sideway 움직임 매우 새로워서 좋다. 

- 감성이라는 것은 background 나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 

- 어떤 물건인지 계속해서 유추하게 되고 내가 생각한 물건의 기능과 

결부해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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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 / 30 대 / 전공: 공학(식품생명공학) / 종사 산업: 제조업 

 

 

 

인터뷰 답변 

 

- 로봇청소기 linear 에서는 빠른 속도가 시원스럽게 느껴지지만 

meshed surface 에서는 불안정해 보인다. 

- 일반 속도가 가장 선호도가 높다. 안정적이라서. 일반>빠른>느린 

- 로봇청소기 좁은 범위는 깔짝대서, 넓은 범위는 왜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해 화가 난다. 

- 넓은 범위는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지루하다. 

- 세로로 움직이는 로봇청소기는 불안정하고 회전은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라서 싫은 감정 

- 롤러블 TV line view 는 나오다 말아서 망가진 느낌에 슬프다. 

- 롤러블 TV sideway 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길게 나와서 

불안정하고 떨어질 것 같아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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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 / 30 대 / 전공: 공학(안전공학) / 종사 산업: 제조업 

 

 

 

인터뷰 답변 

 

- 로봇청소기는 빠른 속도가 가장 선호도가 높다. 

- 로봇청소기로 유추하게 되어 좁은 범위를 움직일 땐 열심히 닦는 

것 같아서 집요하고 긍정적으로 느껴진다. 

- 로봇청소기의 움직임 범위는 일반-넓은-좁은 순서로 선호도가 

높다. 

- 로봇청소기 가로 방향 움직임은 안정감이 느껴져서 만족도가 높고 

회전은 내가 생각한 목표지점까지 안 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로를 지나는 것 같아서 싫다. 

- 롤러블 TV 는 빠른 속도가 적당하게 느껴진다.  

- 롤러블 TV line view 는 옹졸하고 나오다 말고 간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 

- 롤러블 TV sideway 움직임은 익숙지 않아서 찔릴 것 같은 느낌에 

무섭고 경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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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 / 30 대 / 전공: 공학(기계공학) / 종사 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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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 / 30 대 / 전공: 공학(환경공학) / 종사 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편안한 움직임 선호하게 된다. 

-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좁은 범위를 움직이는 것은 역동적으로 

느껴져 재미있다.  

- 로봇청소기 회전 움직임은 사방팔방으로 다니는 것 같아서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싫다. 

- 롤러블 TV 빠른 속도는 웅장하고 시원스러운 느낌 

- 가로로 나오는 것은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것 같아서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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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여 / 20 대 / 전공: 예체능(산업디자인) / 종사 산업: 

기타(로보틱스) 

 

 

 

인터뷰 답변 

 

- 나에게는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움직임이 가장 맞는 움직임이다는 

생각이 든다. 

- 로봇청소기, linear 느린 속도는 너무 불편하고 빠른 속도는 너무 

공격적이다. 하지만 meshed surface 로 경로가 복잡해지니 빠른 

움직임이 좋다. 

- 내가 생각한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되고 고장 난 

것 같이 느껴져서 화가 난다. 

- 움직임의 공간이 넓은 것이 좋다. 

- 세로보단 가로 움직임이 더 secure 하게 느껴져서 선호한다. 

- 딱딱 끊기는 것은 유기적이지 않다 

- 롤러블 TV 는 빠를수록 선호, 내가 예상한 속도이기 때문에 

- 롤러블 TV line view 는 내가 예상한 만큼,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화남 

- 롤러블 TV sideway 는 일반적이지 않아 매력적인데 좀 무섭다. 

낯설고 중력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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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여 / 20 대 / 전공: 예체능(디자인) / 종사 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어떤 제품을 기반으로 한 실험 자극물인지 유추할 수 있었고 

기능과 연관되어서 생각하게 된다. 

- 유발되는 감성과 움직임이 복잡해서 정확히 긍정적 감성인지 

부정적 감성인지 말하기 어려웠다. 

- 내가 예상한 만큼 가지 않으면 실망스럽다. 

- 일을 잘하는 느낌을 주면 만족스럽다 

- 넓게 청소하는 로봇은 힘들어 보여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감탄스러웠다. 

- 롤러블 TV, sideway 는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위협적,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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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 / 20 대 / 전공: 예체능(산업디자인) / 종사 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비교를 위한 장치같이 느껴질 때 무감정 

- 로봇청소기, linear, 느린 속도의 움직임은 응원해 주고 싶다.  

- 로봇청소기, linear, 빠른 속도의 실험 자극물은 나쁜 캐릭터 같다. 

따라잡아야 할 것 같다.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빠른 속도의 실험 자극물은 잘하고 

있어서 응원해 주고 싶다. 

- 로봇청소기, linear, 일반 범위는 넓은 범위를 카피하는 것 같아서 

부정적, 넓은 범위는 고고하게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좋지만 또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서 복합적인 감성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 좁은 범위의 움직임은 불합리해 

보여서 화가 나고, 넓은 범위의 움직임은 묵묵히 가는 것 같아서 

응원해 주고 싶다. 

- 로봇청소기 방향이 각각 자유로운 활동이 보여지만 균형이 있고 

치우치지 않아서 재밌게 느껴진다. 

- 롤러블 TV 는 조형적으로, 나오는 움직임이 칼심을 연상시켜서 

위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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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블 TV line view 는 이게 완성품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 든다. 

- 롤러블 TV sideway 는 입체적이고 공간감이 있어서 새롭지만 

앞으로 더 계속 쭉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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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남 / 20 대 / 전공: 공학(공업디자인, 인간공학) / 종사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영상을 볼수록 자극이 줄어들어 감정이 좁혀지고 명확해진다. 

- 느린 움직임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내 행동과 같다고 생각이 

든다. 

- 빠른 움직임은 상쾌하긴 하지만 느린 것을 더 선호한다. 

- 하지만 동선이 복잡하게 바뀌니까 느린 움직임의 선호도가 

줄어든다. 답답하게 느껴짐 

- 좁게, 일반적 범위로 움직이는 건 놀리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 

- 넓은 범위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느껴지는데 꿋꿋이 

헤쳐나가려 애쓰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 실험 자극물의 스케일의 차이가 있으면 유발되는 감성의 차이가 클 

것 같다. 

- 로봇청소기, TV 로 유추할 수 있어서 선입견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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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 / 20 대 / 전공: 예체능(공간디자인) / 종사 산업: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부드러운 움직임을 선호한다. 

- 빠른 움직임은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 일반적 속도가 부드럽게 느껴져서 좋다. 특히 meshed surface 의 

움직임 중 회전이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서 좋다. 

- 변화가 많으면 경쾌하게 느껴진다. 

- 속도가 같은 걸 알지만 움직이는 범위에 따라서 속도가 각가 

다르게 느껴진다. 

- 새로운 움직임을 보면 매력적이다.  

- 딱딱 끊겨서 움직이는 회전 움직임은 화가 난다. 

- 롤러블 TV sideway 는 떨어질 것 같다. 

- 롤러블 TV line view 는 더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안 나와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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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여 / 30 대 / 전공: 인문(문화교양) / 종사 산업: 제조업 

 

 

 

인터뷰 답변 

 

- 로봇청소기, linear, 빠른 속도의 움직임은 급해서 불안한데 

meshed surface 는 같은 속도지만 더 느리게 느껴져서 시원하고 

부드럽게 느껴진다 

- 평온한 움직임을 선호 

- 목표한 지점까지 가지 못하면 답답하고 싫다. 

- 세로보다는 가로 움직임이 편안하다 

- 로봇청소기 회전 움직임은 회전하며 좁아져서 답답하게 느껴진다. 

- 롤러블 TV 는 칼을 연상시켜서 무섭고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 

- 롤러블 TV sideway 는 호기심이 생기고 새롭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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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여 / 40 대 / 전공: 인문(영문학) / 종사 산업: 기타(주부) 

 

 

 

인터뷰 답변 

 

- 로봇청소기, linear, 느린 속도의 움직임은 차분해서 가장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meshed surface 로 경로가 복잡해지니 일반 속도가 

낫다.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일반 속도에서는 뭔가 다른게 나올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 로봇청소기, linear, 좁은 범위의 움직임은 왜 이것밖에 안 

움직이는지 갈망하게 되고, 넓은 범위의 움직임은 내가 생각한 

만큼 끝까지 도달해서 만족스럽다.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넓은 범위의 움직임은 불필요한 

움직임 같아 공허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 로봇청소기 세로 방향의 움직임은 수면으로 떠오르는, 역동적, 

파동의 느낌이고 회전 움직임은 딱딱 끊어져서 경직된 것 같다.  

- 롤러블 TV 는 빠른 속도가 시원해서 만족스럽다. 

- 롤러블 TV line view 는 목표지점에 닿지 않아서 감질나고 짜증 

난다. 

- 롤러블 TV sideway 는 낯설고 불안하다. 무게중심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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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여 / 40 대 / 전공: 사회(정치외교) / 종사 산업: 기타(주부) 

 

 

 

인터뷰 답변  

 

- 편안하고 안정적인 움직임 선호한다. 

- 목표한 만큼 끝까지 일을 수행하는 느낌이 만족감이 높다. 

- 로봇청소기의 회전 운동은 엉성할 것 같아서 불신 

- 가로보다는 세로가 좀 낯설다. 

- 롤러블 TV 일반적 속도의 웅장하고 무게감 있는 움직임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 

- 롤러블 TV sideway 움직임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 위험하고 

불안한 느낌 

- 로봇청소기와 롤러블 TV 임을 알고 나니까 선입견이 생겨서 

움직임만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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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여 / 40 대 / 전공: 상경(항공경영) / 종사 산업: 기타(주부) 

 

 

 

인터뷰 답변 

 

- 실험 자극물이 어떤 것인지 유추하기 어려워서 감정이입이 어렵다. 

시작 전에 전자제품이라는 힌트를 주면 어떨까? 

- 시원스럽고 빠른 움직임이 선호된다. 

- 세로보다는 가로방향의 움직임이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 느린 속도의 답답함은 화를 불러일으킨다.  

- 롤러블 TV line view 는 내가 생각한 만큼 안 가니 당황스럽고 

걱정된다. 

- 롤러블 TV sideway 움직임은 부딪힐 것 같고 사고가 날 것 같아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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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 / 20 대 / 전공: 상경(경영) / 종사 산업: 기타(학생) 

 

 

 

인터뷰 답변 

 

- 실험 자극물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는지 유추하지 못해서 

움직임에만 집중해서 보게 되었다. 

- 로봇청소기, linear 의 느린 움직임이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느껴져서 

가장 좋다. 속도가 빠르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다. 

- 로봇청소기, mesher surface, 느린 속도의 움직임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답답하고 빠른 속도의 움직임이 기본 속도처럼 느껴진다. 

경로가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빠른 운동 선호하게 된다. 

- 로봇청소기, linear, 좁은 범위의 움직임은 뭔가 턱 걸린 것 같아서 

안됐고 일반 범위의 움직임도 반만 가는 것 같아서 싫다. 넓은 

범위의 움직임이 끝까지 가는 게 시원하고 통쾌한 느낌 

- 로봇청소기 세로 방향 움직임은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불안정하다.  

회전 움직임은 미로를 움직이는 것 같아서 재밌어 보인다. 

- 롤러블 TV 는 빠른 속도가 가장 알맞고 일상에 가까운 속도라는 

생각이 든다. 

- 롤러블 TV sideway 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연상되는 게 많아서 

재밌다. 하지만 너무 길게 느껴져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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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여 / 40 대 / 전공: 기타(사회복지) / 종사 산업: 기타(주부) 

 

 

 

인터뷰 답변 

 

- 안정적인 움직임 선호 

- 목표한 지점을 다 채우는 게 만족감이 높다. 그렇지 않은 건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 재밌고 몰입도가 높은 움직임이 선호도가 높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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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여 / 40 대 / 전공: 사회(사회학과) / 종사 산업: 교육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로봇청소기, linear, 느린 속도의 움직임은 멈칫거리고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공포감이 있어 보인다. 

- 로봇청소기가 빠르게 질주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가장 보통인 

움직임이 선호도는 높다. 

- 내가 생각한 목표지점 끝까지 가는 것이 만족스럽다. 

- 안정적이라 딱히 신경 쓰이지 않는 움직임이 선호도가 높다. 

- 가로보다는 세로가 역동적이라서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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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 / 30 대 / 전공: 공학(식품공학) / 종사 산업: 기타(학생) 

 

 

 

인터뷰 답변 

 

- 빠른 움직임을 선호한다.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이루어 줄 것 

같아서 

- 목표지점까지 안 가면 답답한 느낌. 다 채우면 만족감이 높다. 

- 세로 움직임은 새롭고 빠르게 느껴진다. 

- 회전은 더 큰 범위로 회전했으면 좋을 것 같다. 

- 형상이 너무 단순해서 감정이입이 어려웠고 난해했다. 

전자제품이라는 힌트를 주면 더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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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 / 40 대 / 전공: 사회(정치외교) / 종사 산업: 교육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안정적인 운동 선호, 빠른 것들은 독단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져서 

싫다. 너무 느린 건 외골수 같아서 별로. 

- 목표만큼 이루니 만족감이 높고 그렇지 못할 땐 짜증이 난다. 

- 움직임의 범위가 넓을수록 느리게 느껴져서 지루하다.  

- 로봇청소기의 회전 움직임은 왜 굳이 저렇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 롤러블 TV 의 line view 는 고장 난 것 같아서 답답하고 갈망이 

있다. 

- 롤러블 TV up-down 움직임은 새싹이 올라오는 것 같은 긍정적 

감성이 유발되지만 sideway 움직임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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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남 / 20 대 / 전공: 상경(경영) / 종사 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인터뷰 답변 

 

- 부드럽고 빠른 운동 선호 

- 로봇청소기, linear, 넓은 범위의 움직임이 목표치를 채우는 것 같아 

매력적이고 만족스럽다. 

- 로봇청소기, meshed surface, 넓은 범위의 움직임은 느리게 

느껴지는 반면 할당량을 다 채우는 것 같아 매력적이고, 좁은 

범위의 움직임은 답답하지만 노련해 보인다. 

- 예상치 못한 움직임은 감탄스럽고 긍정적이다. 

- 롤러블 TV 의 line view 움직임은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나오니까 

슬프고 화가 난다. 

 

 

 

 

 

 


	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 배경
	제２절 연구 목적 및 방법

	제２장 움직임 기반 연구 고찰
	제１절 움직임의 특성
	제２절 디자인 요소로써 물리적 움직임

	제３장 움직임과 감성
	제１절 움직임 공감 유발 요소
	제２절 움직임과 감성의 관계 모델 구성

	제４장 움직임의 구성 요소 분석 모델 제안
	제１절 움직임의 구성 요소
	제２절 물리적 움직임 구성 요소 분석 모델 제안

	제５장 제품 사례를 통한 움직임 요소 분석
	제１절 감정 전달을 위한 움직임
	제２절 제품 기능 수행을 위한 움직임

	제６장 가전제품의 기능적 움직임과  제품 감성 실험
	제１절 실험 설계
	제２절 파일럿 실험
	제３절 본실험

	제７장 결론 및 한계점
	제１절 결론
	제２절 한계점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1. 파일럿 실험 설문 화면
	2. 본실험 설문 화면
	3. 본실험 설문지
	4. 파일럿 실험 설문 결과 데이터
	5. 본실험 설문 결과 데이터



<startpage>10
제１장 서    론 1
 제１절 연구 배경 1
 제２절 연구 목적 및 방법 4
제２장 움직임 기반 연구 고찰 7
 제１절 움직임의 특성 7
 제２절 디자인 요소로써 물리적 움직임 10
제３장 움직임과 감성 16
 제１절 움직임 공감 유발 요소 16
 제２절 움직임과 감성의 관계 모델 구성 19
제４장 움직임의 구성 요소 분석 모델 제안 21
 제１절 움직임의 구성 요소 21
 제２절 물리적 움직임 구성 요소 분석 모델 제안 22
제５장 제품 사례를 통한 움직임 요소 분석 24
 제１절 감정 전달을 위한 움직임 24
 제２절 제품 기능 수행을 위한 움직임 27
제６장 가전제품의 기능적 움직임과  제품 감성 실험 29
 제１절 실험 설계 29
 제２절 파일럿 실험 31
 제３절 본실험 42
제７장 결론 및 한계점 74
 제１절 결론 74
 제２절 한계점 75
참고 문헌 77
Abstract 80
부    록 83
 1. 파일럿 실험 설문 화면 83
 2. 본실험 설문 화면 93
 3. 본실험 설문지 102
 4. 파일럿 실험 설문 결과 데이터 106
 5. 본실험 설문 결과 데이터 11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