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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감성니즈, 감성 디자인, 니즈 구조화, 니즈 구현 및 평가

1. 최종(당해)개발목표

감성니즈의 본질 규명, 소비자의 감성니즈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조형화 과정에 적용

하기 위한 기법의 개발, 감성니즈의 구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함.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소비자의 감성을 디자인 구현의 핵심적 요인으로 파악하여 소비자의 감성이 어떻게

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필요에 의해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구현함에 있어 어떻게 소비자의 감성이 파악되고

그 파악된 감성이 조형화 과정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기초적 문헌연구와 실험

연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소비자의 감성 측면에서 제품인지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네트워크 형태

의 제품인지구조를 제안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

2) 제품 개발에 활용되는 사용자의 감성과 디자인과의 관계를 의사소통 (Comm-

-unication)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감성정보를 일종의 매체(Media)로 인식하고, 이

와 같은 맥락에서 시, 청각 감성을 중심으로 한 조형화 정보 시스템을 구축.

3) 위탁연구를 통해 감성적 니즈 구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개

발하고 개발된 방법들 중 AHP 방법과 퍼지가중 감성평가 방법은 소프트웨어로 개발.

4. 연구개발 결과

감성니즈의 구조화 - 조형화 정보 시스템의 개발 - 감성니즈 구현도 평가의 세 단계

로 이루어지는 감성니즈 조형화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

구를 개발.

5. 기대효과

감성디자인 분야의 이론적 체계 수립과 함께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과 연구

결과 전수 및 후속 연구 탐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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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결과보고서 제출서

1999년 산업디자인기반기술 개발사업에 의하여 완료한 “소비자 감성니즈(needs)의

조형화 모형(model) 개발”에 관한 기술 개발 사업의 결과 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

출합니다. 동사업 관리규정 10항(개발사업결과의 활용)에 따라 전담기관이 결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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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국제 질서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연일

국가간의 주가, 환율 그리고 기타 경제 지표들이 매일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과거 이데

올로기가 차지했던 자리를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

제적 이해가 엇갈리면 과거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랬던 것처럼 우방과 적이 나뉘기도 한

다. 이러한 치열한 국가간의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동이 활발하고 성공적이면 곧 해당 국가의 경제 역시 활발하고 성공적이 된

다. 기업활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상품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대에는 상품의 개

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모호하긴 하지만 다양한 상품을 통해 치열한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상품의 판매가 기업의 흥망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국가의 흥망과 직접적으

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품의 소비자가 과연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정보수집은 과거도 그랬지만 기

업에서 상품을 준비하는 전략적 접근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정보의 수집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 때문에 제품 개발 프

로세스에서 항상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의 보유한 기술이 평준화되어

이제는 기술만으로 경제행위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힘들게 됐다. 정보가 풍부하고 수집의

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이 또 다른

주체에 의해서 개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도 제품에 대한 가치를 과거

와 같이 영구히 보존하는 제품으로 여기기보다는 패션과 같이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제품

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어지기 때문에 제품이 가지고 있는 상품화 주기 역시 점점 짧아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환경으로 인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주체들은 제품 개

발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지고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할 확률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제품 개발에서 디자인관련 프로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중심으로 개발된 제품들의 대부분이 시

장에서 크게 성공하거나 아니면 일정부분 성공을 보장받는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에 디자

인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과 관련한 프로세스의 경우 이

러한 중요성의 증가와는 달리 사용되는 관련 방법론은 낙후성과 비효율성을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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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비자와 관련하여 디자인 취향이나 필요를 파

악하는 기법들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기법들을 차용하여 새

롭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상 및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최근 소비자의 디자인관련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장에서 성

공적인 디자인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감성을 디자

인 구현의 핵심적 요인으로 파악하여 소비자의 감성이 어떻게 파악되어 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근의 필요에 의해

서 본 연구에서도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구현함에 있어 어떻게 소비자의 감성이 파악되고

그 파악된 감성이 조형화 과정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기초적 문헌연구와 실험연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1) 소비자의 감성 측면에서 제품인지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2) 시, 청각 감성을 중심으로 한 조형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3) 감성적 니즈 구현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총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로, 2장의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한 소비자의 제품인지 분석도구 개발 부분에서는

소비자 제품인지구조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제품 정보가 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 인지

되는가, 그러한 정보들은 소비자의 의식 속에 어떤 식으로 저장되고 발현되는가를 파악하

고, 이를 디자인 정보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물망 형태의 제품인지구조를 제안하고 구체

적인 구조화 방법을 연구하였다. 또한 제품인지구조망을 실제 제품디자인 컨셉 설정과정

에 응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정보화하는 제품인지분석도구를 개발하였다.

둘째 부분인 3장의 시, 청각 감성 중심의 조형화 정보시스템 구축 부분은 우선 현재 논

의되고 있는 감성의 의미 규정을 위해 정서 일반과 감성 일반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이론들이 소비자와 디자이너간에 교환되는 감성적 정보들의 처리와 이해에 미치는

역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품 개발에 활용되는 사용자의 감성과 디자인과의 관계를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감성정보를 일종의 매체(Media)로 인

식하고 사용자의 감성이 어떠한 매체로 표현될 수 있으며 디자이너에게 어떠한 형태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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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용자와 디자이너간의 감성전달에 효율적인 매체

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설문을 통해 검증한 후, 이러한 데이터가 디자이너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디지털(Digital) 매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Network) 환경에서

구현하여 보았다.

마지막 부분인 감성적 니즈 구현도의 정량적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부분은 위탁 연구

로 행해졌으며, 이 장에서는 그 동안 개발되어온 기존의 감성니즈 평가 방법들에 대한 조

사와 함께, 감성공학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온 의미미분법(SD; Semantic Differential)과

산업공학이나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어온 계층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개인용 휴대전화기(핸드폰)에 대한 감성 니즈 구현도 평가 방법에 대

한 적용을 하였다. 또한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MADM; Multi Attribute Decision Making)

방법을 기초로 하며 수학적 연산에 퍼지 집합 개념을 도입한 퍼지 가중 감성 구현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방법들 중 AHP 방법과 퍼지가중 감성평가 방법은 소

프트웨어로도 개발해 현장의 디자이너들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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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한 소비자의 제품인지 분석도구의 개발

제 1 절 개요

1. 연구 배경

제품디자인 과정에서 소비자의 니즈는 일차적으로 고려되고, 최종 디자인 결과물에 반

영되어야 할 우선 과제이다. 소비자 니즈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욕

구이자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량생산 시대의 도래 이후로 수많은 제품들이 제품군

을 형성하며 공존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킴으로써 더 높은 효용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오늘날의 제품은 양적․질적인 면에

서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어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제품시장도 과거에 비해, 다변화․세분

화 되어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란 단지 기능적인 측면

만이 아닌, 감성적 또는 기호적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디자인 과정에서 소비자 니즈를 제품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호하

고 추상적인 소비자 니즈를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의 의식 구조 혹은 감성 구조가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라서 실제 제품에 대한 소비

자의 니즈도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의 제품 인지도나 관여도, 제품에서

느끼는 필요성 등의 다양한 변수들도 소비자 니즈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니즈를 제품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속성들을

파악하고 추상적인 소비자 니즈를 구조화하여 제품의 조형화 단계에까지 반영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식 속에 제품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되고 처리되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인지 구조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활성화 확산 모형이라는 네트워크 구조 형태의 인지구조를 인간의 실제 인지구조

에 가장 근접한 모형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억 속에서 다양한 정보가 병렬적

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망(web)을 이루고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소

비자 니즈 분석은 DB구축을 위한 정보의 분류와 수직적 구조화에 집중되어 활성화 확산

모형을 통한 소비자 니즈의 파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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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도 소비자의 제품인지구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마케팅 분야의 연구 대상으

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제품 개발보다는 마케팅을 염두에 두고 개발

되었기 때문에, 추상적인 면이 많다. 제품 자체의 특성보다는 전체 제품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특정 제품이 갖는 마케팅 포지션을 중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감성공학 분야에

서의 연구는 제품의 외형적인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 구조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응용가능성이 높은 반면 디자이너의 컨셉 발상과정에 직접적으로 도

움을 주지는 못한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세부특징 비교모형 (Feature-Comparison Model)을 이용하여 소비자

의 외연적 니즈와 제품 속성을 위계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1) 이 연구

에서는 니즈체계의 차원과 체계를 이루는 속성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규정하였다. 그

렇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구조는 비논리적인 부분이 많고, 소비

자의 경험에 따른 고정관념(stereotype)은 위계적 구조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을 인지하는 방식과 그 구조를 제품 디자인에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 방법과 분석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소비자의 제품인지구조를 그물망 형태로 파악하고 이를 제품 디자인의 컨셉

발상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주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과 그 구조에

관해서 연구한다. 연구 단계별 구체적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소비자 제품인지구조의 본질 이해

제품 정보가 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 인지되는가, 그러한 정보들은 소비자의 의식 속에

어떤 식으로 저장되고 발현되는가를 파악한다. 디자인 정보로서의 제품인지구조 활용방안

에 대해 연구한다.

1) 엄정식, 제품 컨셉 수립단계에서의 감성니즈 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미간행 석사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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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품인지구조망의 제시

소비자 분석 방법의 하나로서 그물망 형태의 제품인지구조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구조

화 방법을 연구한다.

③ 디자인 정보 수집을 위한 제품인지분석도구의 개발

제품인지구조망을 실제 제품디자인 컨셉 설정과정에 응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정보화

하는 제품인지분석도구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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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비자의 제품인지구조

1. 제품인지구조의 개념

인지(cognition)란 기억 속에 있는 정보의 종류와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고, 파지하고, 활

용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과정을 인지과정이라고 한다2). 본 연구에서 칭하는 제품

인지구조란, 이러한 인지과정이 제품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소비자가 제품에 관한 정

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뒤, 그것이 제품의 구매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소

비자의 의식 속에 저장되는 방식과 그 구조를 의미한다(그림 2.1).

그림 2.1 소비자 행동과 제품인지구조

고석천3)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물리적, 비물리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구매동기 유발요소로 보고 이것이 복잡한 심리과정을 거친 다음에 구매 결정이라

는 반응으로 output된다고 믿고 있다. (그림 2.2) 즉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정량적이거나 수

식으로 풀 수 없는 매우 정성적인 블랙박스로 규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의 행동이

비합리적이라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냉장고, 집 등의 고관여 제품을 구

매하는 경우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음료, 세제 등의 저관여 제품들에 비해 소비자가 좀 더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최종 구매 결정까지는 개인적 선호도 등의 비합

리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4).

2) Wessells, M.G., 김경인 역, 인지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91, p1-2

3) 고석천, 상품 색채 선호도 조사 연구 -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산업디자인 114 Vol.22. 1991, p. 54

4) Gordon R. Foxall 외, 김완석 역, Consumer psychology for marketing, 율곡출판사, 1996, 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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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구매행동의 BLACK BOX 모형 ; 고석천, 상품 색채 선호도 조사 연구 -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산업디자인

114 Vol.22. 1991, p. 54

피터 블라크(Peter H. Bloch)는 제품 조형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모형을 제안하면서 소

비자의 제품인지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즉 합리적인 반응과 비합리적인 반응을 인지적 반

응과 정서적 반응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반응은 기본적으

로 지각 자극체로서의 제품 속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인지적 반응은

제품에 대한 신념으로 제품은 내구성, 금전가치, 기술적 우위성, 사용의 용이성, 위신과 같

은 특성과 관련된 믿음에 대한 영향을 주거나 생성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제품이 가격이 비싸거나 또는 훌륭히 제조된 제품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다. 둘째, 정서적인 반응은 미적 또는 물성적인 가시적 속성에 대한 반응으로 이것은

다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자극에 대한 본능적

인 반응에 근간을 두어 형성된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은 각각의 속성으로서

정리되어 들어오기보다 먼저 전체적으로 인지되므로 미적인 반응은 보는 즉시, 선호와 회

피라는 두 가지 구조로 작용한다. 그러나 정서적인 반응은 개인마다 미적인 기준이 다른

것에 기인하므로, 어느 한 소비자 집단의 취향을 전체의 취향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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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호 중심의 개인적 가치평가가 일어난다5).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제품인지구조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그림 2.3)과 같다.

즉,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쳐 생산된 제품 자체의 정보, 즉 가격, 품질, 효용, 서비스, 스타

일, 이미지 등의 요인들이 광고효과 라든지, 제품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 개인이 지

니고 있는 성격이나 경험, 선천적인 선호 경향 등의 상황 변수와 함께 구매 동기 유발 요

소로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소비자의 의식 속에 인지적 반응과 정서적 반응의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5) Peter H. Bloch, Seeking the Ideal Form: Product Design and Consumer Response. Journal of Marketing, Vol.59, July

1995, p16

그림 2.3 제품인지구조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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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 과학적 측면에서의 제품인지구조에 대한 고찰

가. 중다기억이론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중다기억이론은 기억이 기능적, 해부적으로 독립된 여러 기억체계

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6). 이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흔히 감각기억, 단기기

억, 장기기억의 세 가지 기억구조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표 2.1).

감각기억

감각정보가 인지체계에 처음 등록되는 곳. 정보를 매우 짧은 시간 저

장하는데 시감각의 경우 1초 이내, 청감각기억의 경우 2초 정도까지

유지된다.

단기기억 /

작업기억

매우 제한된 용량을 가졌다. 감각기억에 등록된 정보가운데 주의집중

을 받은 일부 정보가 단기기억으로 전이되며 이중에서 되뇌기와 같

은 정신조작을 받은 정보는 계속 유지되거나 장기기억으로 전이된다.

장기기억
용량이 거의 무한대이다. 단기기억의 정보가운데 정신조작을 받은 정

보가 전이되어 저장되며 짧게는 수분 길게는 수십 년 유지된다.

표 2.1 중다기억체계의 구성 및 각각의 특징

이 중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인지하고, 선호하는 과정은 기억의 용량과 유지 시간으로

볼 때 장기기억과 관련이 깊다.

장기기억은 다시 의미기억(semantic memory)과 일화기억(episodic memory) 으로 분류

되는데 의미기억은 대상간의 관계, 단어 의미들간의 관계에 관한 지식(예 : 타조가 새인

가? )을 다루며 특정 시점이나 맥락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일화기억은 개인의 경험,

자전적 사건에 관한 기억. 사건이 일어난 시간, 장소, 상황 등의 맥락을 함께 포함한다(예

: 어제 구입한 오디오의 음질이 어떠했던가?). MDS와 같은 기법은 일화기억에 대한 설문

을 통해 여러 속성들간의 의미적인 관계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려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장기기억이 제품인지구조가 위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제품인지구조에 대해 알기 위해

서는 우선 장기기억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인출시키는지 일 필요가 있다. 이러

6) 이정모 외, 인지심리학, 학지사, 1999,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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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기기억의 정보 처리과정에 관한 이론 중에는 다음의 세 가지 이론이 중심이 되고 있

다.

a) 처리수준 이론

처리수준 이론은 깊이가 얕은 수준으로부터 깊은 수준으로 정보처리가 진행된다는 이

론인데, 이에 따르면 인간의 정보처리는 선, 각도, 명도, 음의 고저나 크기 등의 감각분석

수준에서 일정한 패턴 재인과 관련된 수준으로, 그리고 나서 의미적/연합적 수준으로 진

행된다. (표 2.2) 물리적 세부 특징만이 분석되었을 때 그 기억부호는 빨리 잊혀지게 되는

반면 의미적 수준에서 분석되었을 때는 그 기억부호가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 즉 보다 깊

은 수준에서 처리가 이루어질수록 그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의미적인, 연합적인 기억에는 항상 그것이 있게 한 물리적 세부특징들이 있지 않을까? 하

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의미적/연합적 기억을 통해서 패턴

재인이나 의미 식별 단계를 추리해내고, 다시 물리적 세부특징들을 추리해내는 것이 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분석하는 기법이 바로 MDS나 요인분석

등의 통계 분석 기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세부특징들

예) 선, 각도, 명도, 음의

고저나 크기
▶ 패턴 재인과 의미 식별 ▶

제시된 자극과 관련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연합이나 심상, 이야기

등이 촉발

표 2-2 처리수준 이론 : 자료 약호화 수준의 변화

b) 정교화 이론

기억에 저장된 정교화의 수와 유형이 기억부호간에 차이가 있다는 정교화 이론은 사람

들이 제시된 항목을 단순히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연합을 함께 기억

하는데, 이러한 부수적인 연합이 그 항목을 기억해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 : 문

앞에서 우산을 펴는 사람 -> 밖으로 나가려 한다, 비가 오고 있다, 이 사람이 비에 젖고싶

지 않다 등을 함께 기억) 의미적 수준에서의 정교화가 음운 수준이나 시각적 수준에서의

정교화보다 훨씬 쉽다고 여겨지는데 사람은 보통 글자의 생김새와 같은 세부사항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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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읽은 것의 의미를 기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의미적 내용에 대

해 정교화 하는 것을 학습해왔으며, 이는 의미적 정교화가 비의미적 내용에 대한 정교화

보다 유용하기 때문이다.

정교화는 정보를 보강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데, 불충분한 정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그것을 보강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러한 정교화가 기억하고자 하는 정보와 잘 부합될수록 그것을 기억해내기 쉽다. 이와 같

이 사람이 여러 정보들을 연합적으로 병렬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구성요소간에 상위-하위

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과 그 구조를 중요시하는 네트워크 형

태의 기억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c) 맥락화 이론

처리수준 이론이 기억과정 중에서 정보가 약호화되어 기억 속에 저장되는 단계에만 초

점을 맞추었다면 맥락효과는 정보를 인출하는 단계에 관련된 것이다. 사람이 어떤 사건을

회상하거나 재인할 때, 그 사건이 발생했던 원래 맥락이 많이 제시될수록 기억이 잘 된다

는 이론이 맥락화 이론이다. 즉, 기억검사맥락과 학습맥락이 유사할수록 기억이 잘되는 것

이다. 여기서의 맥락이란 정서적 맥락, 물리적 맥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유

쾌한 상태에서 기억된 정보는 피험자가 유쾌한 기분일 때, 그렇지 못할 때보다 회상이 더

잘되었는데 이는 정보의 저장 시와 회상시의 정서적 맥락이 같았던 것이다. 또한 수중에

서 기억한 정보는 물 밖에서보다 수중에서 더 회상이 잘 되었는데, 이는 물리적 맥락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시나리오 기법은 제품의 구입이나 사용시

의 맥락을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제시하여 줌으로써 디자이너의 컨셉 발상과 전개과정

을 돕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FGI의 경우도 Focus Group내의 구성원들 간

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좀더 심층적인 대답을 얻어내기 위한 맥락화 이론의 적용 실례

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장기기억의 정보 처리 과정과 소비자 니즈 분석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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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특징 비고

처리수준 이론
기억정보의 처리는 물리적 세부특징파악-패턴재

인-의미적 요소의 순으로 심화된다.

위계적 니즈 구조 분석,

MDS, 요인분석 등.

정교화 이론
정보 입력 시 그에 부수적인 정보들이 연합적으

로 입력된다.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한

제품인지분석

맥락효과 이론
정보 기억시의 맥락이 많이 제시될수록 회상이

잘 된다.
시나리오 기법, FGI 등

표 2.3. 정보처리 과정과 소비자 분석 기법간의 관계

나. 의미적 지식표상체계

지식표상체계는 인간의 인지-기억-지식구조를 분석하고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이

론이다. 앞장에서 논의된 정보처리 체계에 의해 인간의 기억 속에서 정보가 처리된다면,

과연 그 의미적 지식들이 정보처리체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조직화되어 저장될 것인가 하

는 것이 지식표상체계이다. 이는 크게 위계망 모형(hierarchical network model), 세부특징

비교모형(feature-comparison model), 활성화 확산모형(spreading activation model)의 세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7).

a) 위계망 모형

위계망 모형은 인간의 의미적 지식이 상호 연결된 개념의 망으로 표상된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각 개념들은 하나의 node로 나타내지며 이 node들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분류되어 위계적 구조를 이룬다. (그림 2.4)을 보면 상위 개념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하위집

합관계(subset relation), 작은 화살표는 속성관계(attribute relation)을 나타낸다. 더 포괄적

인 개념일수록 위계상 상위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물’은 ‘새’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위계망 모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속성이 저장된다는 점이다. 각 속성은

가장 높은 수준에 한번만 표상되는데, 예를 들어 카나리아, 타조, 상어, 연어 모두 호흡을

하지만, 호흡을 한다는 속성은 가장 포괄적인 ‘동물’수준에만 저장된다. 이러한 ‘인지적 경

7) Ibid., p18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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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cognitive economy)'에 대한 가정은 저장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컴퓨터 상에서 정보

를 분류하고 저장하는 등의 DB구축에 있어서 유리하다.

위계망 모형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의 지식을 고도로 조직화되고, 상호 관련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러 개념간의 분명한 관계와 결합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카나리아는 피부가 있다’라는 명제

를 증명하고자 할 때, ‘카나리아는 새이다 -> 새는 동물이다 -> 동물은 피부가 있다’라는

식으로 망에서의 상호결합관계를 통해 지식구조상의 통로를 탐색하여 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 구조상의 거리가 짧을수록 더욱 증명하기 쉽고, 근접해있는

개념이라고 본다.

앞에서 밝혔듯, 위계망 모형은 정보를 분류하고 저장하는 식의 DB구축에 유용하다. ‘인

지적 경제성’이라는 측면과, 엄격한 조직화 구조는 그에 속하는 개념의 위치와 정보의 흐

름, 상대적인 위계관계를 효율적으로 규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엄정식8)은 소비

자의 감성니즈를 가치컨셉 - 감성이미지 - 소비자니즈 - 제품요소의 4가지 차원으로 분류

하여 위계망 형태의 니즈구조화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위계망 모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과연 위계망 모형에서 가정

하듯이 인간이 철저히 위계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가하는 문제이다. 위계망 모형에 따르

면 ‘곰’에 대해서 ‘동물’이 ‘포유동물’보다 몇 수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곰은 동물이다’라

8) 엄정식, 제품 컨셉 수립단계에서의 감성니즈 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미간행 석사논문, 1999

그림 2.4 동물과 관련된 의미적 지식의 위계망식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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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제는 ‘곰은 포유동물이다’라는 명제보다 검증이 오래 걸려야 한다. 하지만 실제의 결

과는 그렇지 못했다. 또한 속성은 가장 높은 수준에 한번만 표상된다는 가정도 문제가 있

다. ‘올빼미는 눈이 있다’라고 할 때, 눈이 있다는 것은 동물이라는 수준의 속성이지만, ‘올

빼미’와 ‘눈’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강한 연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검증에 시

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형성(typicality)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형적인 사례의 경우는 위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더 빨리 검증된다. 인간은 위

계망 모형이 제안하듯 논리적이고 정확한 방식으로 개념과 개념위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

니라는 것이다.

b) 세부특징 비교 모형

전형성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제안된 세부특징 비교 모형은 개념은 세부 특징들의 목

록으로 기억되며 이러한 특징의 비교를 통해 개념을 검증하는 것이다. 한 개념이 어느 범

주에 속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세부특징을 정의적 세부특징(defining

features),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례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부특징을 특징적

세부특징(characteristic features)라고 한다. 예를 들어, ‘새’범주의 정의적 세부특징은 ‘피부

가 있다’, ‘호흡을 한다’, ‘깃털을 갖는다’ 등을, 특징적 세부특징으로는 ‘날 수 있다’, ‘크기

가 작다’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개념을 범주화하는데 있어서 두 단계를 가정한다. 첫 단계에서는 두 개념의

전반적인 속성의 유사성이 비교된다. 이 비교는 정의적 세부특징과 특징적 세부특징을 모

두 포함한다. 속성 유사성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으면 피험자는 즉각 진위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성 정도가 중간일 때는 둘째 단계가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의적 세

부특징들만을 비교함으로써 이 세부특징들이 개념에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세부특징 비교모형에 따르면, 전형성 효과는 특징적 세부특징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예

를 들어, ‘참새’와 ‘타조’의 경우, ‘새’라는 측면에서 정의적 세부특징이 일치하지만, 특징적

세부특징에 있어 ‘참새’의 경우가 더 새에 가깝기 때문에 반응시간이 짧아진다. ‘고래는 물

고기이다’, ‘박쥐는 새이다’와 같이 기술적으로는 오류인 문장이 사람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참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정의적 세부특징 비교에서는 유사성이 없지만 특징적 세부특징으

로는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념이 속성에 의해 표상된다는 견해는 처리수준 이론에서 자극이 특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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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의 묶음으로 약호화 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이는 속성 비교를 통해 상호 관련성 정

도를 평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그림 2.5). 두 개념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판단될수록 그

개념간의 거리는 더 짧다. 그림 2.5에서 볼 수 있듯이 개념들은 일정한 군집을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수평축은 크기를 수직축은 육식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결과는 크기

와 육식성에 해당하는 의미적 속성이 여러 개념의 관련성에 대한 피험자의 경험과 판단의

기초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념을 분류, 군집화하는 것은 소비자 분석 방법으로 말하자면 SD법

이나 여타 설문 방법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요인분석, 군집분석, 다차원 척도법 등의

통계 기법과 비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극도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소비

자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분석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한

계가 있다. 이는 세부특징 모형의 문제점과도 관계가 있는데, 세부특징 모형은 무엇보다,

정의적 세부특징과 특징적 세부특징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어떤 개념은

정의적 세부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게임’을 정의하기 위한 세부특징을 찾기

는 거의 불가능하다. 위에 언급한 일련의 소비자 분석 기법들에서의 문제는 이렇듯 제품

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실제로 고려하지 않는 모호한 부분들에 관해 대답을 강요하기 때문

이다.

그림 2.5 여러 동물간의 관련성 평정에서 얻어진 동물의 의미공간. (A) 새의 공간 (B) 포유동물의 공간. 수평축

은 크기를, 수직축은 육식성의 정도를 나타낸다(Rips, Shoben, A Smith, 1973 ; Wessells, M.G., 김경록 역, 인

지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91, p3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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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활성화 확산 모형

Collins와 Loftus(1975)가 제안한 활성화 확산 모형은 위계망 모형과 세부특징 비교 모

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기억망이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지 않고,

의미적 관련성이나 의미적 거리의 원리에 따라 구조화된다. 그림 2.6에 나타나있는 기억망

의 일부에서 보듯이 개념의 마디들이 네트워크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때 개념들간의 의미적 관련성 정도를 각 고리의 길이로 나타내는데, 두 개념을 잇는 선

이 짧을수록 그 두 개념은 더 밀접히 관련된다. 여러 개념이 관련된 정도는 경험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활성화 확산 모형이 이미 저장된 지식(prestored knowledge)으로 이루어

진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의미적 관련도는 피험자에게 단어의 쌍을 주고

그 개념이 어느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었는가를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적 관련도 측정방법에 관한 일치된 의견은 없다. 왜

냐하면 전형성의 평정, 연합의 강도, 산출 빈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일한 차원이 존

그림 2.6 활성화 확산모형에 의해 제안된 의미적 기억망의 일부 (Collins & Loftus, 1975 ; Wessells,

M.G., 김경록 역, 인지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91, p3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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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지에 관해 이론가들의 의견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일한 차원을 가정한

것이 활성화 확산 모형이다.

활성화 확산 모형에서 중요한 전제는 망의 고리들을 따라 활성화의 확산이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 이때 확산 거리가 멀어질수록 활성화의 크기는 감소한다. 그림 2.6의 예를 볼

때, ‘노랑’은 ‘바나나’를 강하게 활성화시키지만, ‘나팔수선화‘는 약하게 활성화된다. 위계망

모형은 앞장에서 언급한대로 사람의 전형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활성

화 확산 모형은 이를 보다 전형적인 사례의 경우 덜 전형적인 사례보다 개념의 거리가 가

까워져서 활성화속도가 더 빠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빈번하게 활성화되는 연결

고리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연결고리보다 연결 강도가 강해진다.

활성화 확산 모형은 구조의 확산과 축소가 자유롭고 비슷한 것들끼리 그룹지어진다는

점에서 인간의 실제 지식구조와 비슷한 면이 많다. 또한 유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

인지적 현상을 설명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모형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될 수 있다.

3. 네트워크 구조의 제품인지 분석

네트워크 형태의 제품인지구조가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각 요인들은 다른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강도는 변화될 수 있다.

2) 정보는 여러 요인들 사이의 연결 강도에 따라 어떠한 형태를 이루는지에 따라 저장

되며, 이들 연결 강도의 변화에 따라 의미망의 구성이 달라진다.

3) 각 요인들간의 수직적인 위계 관계를 가지는 트리구조와는 달리 각 요인들의 위상이

모두 같으며 병렬적인 연결관계와 구성 요인 자체의 정보만으로 인지구조를 구성한다.

4) 구조망 구현시에, 샘플 수의 증가에 따라 즉각적으로 구조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

다. 즉, 결과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연하게 변화한다.

5) 특정 부분의 정보가 손실되어도 나머지 정보만으로 구조망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한

요인의 부족한 정보를 근접한 요인들간의 관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6) 제품 속성 자체의 개념보다는 소비자가 실제로 인지하는 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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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네트워크 구조의 제품인지 분석도구의 개발 방향

1. 분석도구의 요건

본 도구의 목적은 디자이너가 소비자의 제품인지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돕기 위해 네

트워크의 형태로 소비자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재구성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도움으

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이해하게 하는 것과, 컨셉 개발 단계에 있는 디자이너에게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소비자 니즈 분석 기법은 조사자의 정신적인 노력은 물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결과분석의 측면에 있어서도 방대한 자료의 양과 전문적 지식을 요

구하였기 때문에, 조사자의 기법에 대한 숙련도나 관련 프로젝트 참여 경험 여부가 결과

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화하여 소비자 설문과정을 컴

퓨터에서 행해지게 하고, 정보의 추출과 결과 분석에서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함으로써 조

사자의 노력이 분석도구에서 얻어진 결과의 활용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존의 소비자 니즈 분석 기법 중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의 조사방법의

경우, 너무 많은 정보를 피험자에게서 직접 얻어내려 함으로써, 정보의 양이 필요이상 늘

어남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는 설문에 몰입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문제

점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소비자 설문과정에서 피험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대한 줄임으로

써 분석의 효율을 높인다.

정보를 전산화하여 원거리에서의 정보 교환과 학제적 팀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품

개발 부서간의 정보 활용도를 높인다.

소비자의 제품인지구조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여줌으로써, 디자이너가 결과를 쉽게 이해

하도록 하고, 분석도구와 디자이너간의 상호 인터랙션을 통해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시간과 비용의 단축

․피험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분석 효율 증대

․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활용도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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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정보의 활용

2. 분석도구의 구성 정보

가. 초기 정보

제품인지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분석대상이 될 제품과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될 소

비자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제품을 인지하는 과정 중에 두뇌 속에서 처리되

는 정보의 종류와 양은 워낙 방대하므로 이를 모두 수집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석에 필요한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를 구분하고

처리될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정보는 연구 대상으로 삼는 제품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 제품에서 소비자의 주요

한 고려 대상이 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제품의 주요 소구대상이 되는 소비자

집단은 어떠한 특징을 가진 집단인가 등에 중점을 두어 크게 사용자 정보와 제품 속성 정

보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a) 소비자 정보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소비자의 제품인지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소비자의 나이, 지식과 기술의 정도에 따라 제품을 접하는 빈도, 제품 사용의 깊이, 제품

에 대한 가치관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러한 차이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제품인지구조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서 행해진다.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의 신상명세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가 중심을 이루며, 평가되는 제

품의 특성에 따라 제품과 사용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다. 특히 제품의

사용성이 제품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제품-소비자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

는 더욱 중요하다. 이럴 경우 실험 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은 제품에 대한 친숙성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

는데, 최소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차원을 가진다9).

9) Gordon R. Foxall 외, 김완석 역, Consumer psychology for marketing, 율곡출판사, 1996, p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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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에 사용된 인지적 노력량 ; 전문성이 증가할수록 제품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노력의 양은 감소한다. 실제로 소비자의 전문성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많은 정보처리 과제는 자동적으로 행해지게 된다.

- 인지적 구조 ; 전문적인 소비자들은 기억 속에 그 상품에 관해 더욱 상세한 지식과

그에 대한 더 많은 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평가하기 위한 범주화가 고도로 정

교하다.

- 분석 ; 전문적인 소비자들은 초보적인 소비자들에 비해 어떤 상품을 평가할 때,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한다. 그들은 또한 평가를 형성하기 위해 분석적 처리방법

을 이용한다. 이들은 많은 특징들을 평가하기 위한 규칙들을 사용하는데 이를 때로는 상

향처리(bottom-up)라 부르기도 한다. 초보자들은 간단한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대상을 평가

하는 하향처리(top-down) 또는 총체적(holistic) 처리방식을 사용한다.

- 정교화 또는 제품관련 메시지가 촉발한 연합의 수 ; 전문적인 소비자들은 초보적인

소비자들에 비해 더 많은 풍부한 연합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 그들은 메시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회상하며, 더 쉽게 결론을 끌어내고, 더 빨리 비교를 한다.

- 기억에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메시지들을 회상하거나 재인하는

능력이 더 우세하다.

일반적인 소비자 정보로는 소비자의 나이, 성별, 교육수준, 직업 관련 사항 등이 일반적

으로 수집된다. 그 외에, 제품과 소비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로는 사용경험의 유무, 사용

기간, 빈도수, 사용 환경, 사용 목적, 사용 수준, 사용 제품의 종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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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성/경험

인구통계학

나이

성별

최고학력

전공분야

주요관심사

신체적 특성(예: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잡이)

제품 사용경험

사용기간

사용빈도

수행작업 유형

제품 종류

선호도
제품에 대한 태도

학습 방법

표 2.4 사용자 특성과 경험 리스트 (Jeffrey Rubin, Handbook of Usability Testing, 1994, JOHN

WILEY & SONS, INC. p.153, 수정인용)

b) 제품 인지 정보

제품 인지 정보는 실제로 제품인지구조망의 컨텐츠가 되는 정보들로서,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공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제품 인지 정보가 포함하는 내용은 소비자 니즈, 제

품 속성, 감성 어휘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품 인지 요인

이 차원에 따라 계층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 인지 요인들은 소비자의 인지 범

위 안에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체계화시킬

것인가를 기준으로 선택될 뿐이며 제품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행동에 내포된 추상적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였다 하더라도 소

비자의 일반적인 인지수준을 벗어난다면 제품 인지 정보로서의 의미가 없다.

제품 인지 정보를 구성함에 있어서 또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인지 요인을 표현함에

있어서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2장에서 밝혔듯이 소비자가 어

떠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 정보는 원형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기 위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제시된 정보의 유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

를 들어, 오디오의 ‘형태 이미지‘를 회상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소비자의 의식은 구체적인

형태를 떠올리기보다는 ’약간 세련되고 차가운 느낌‘이라는 식의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

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기존의 오디오를 보면서 얻었던 물리적인 형태의 정보들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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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처리과정에서 의미적 수준으로 정교화 되어 저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디오의 ’기

능‘을 회상하도록 요구받았다면 ’자동반복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대상을 제

시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제품의 어떠한 부분을 인지 대상으로 삼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 그

자체의 속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제품 속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물성

적 속성, 기능적 속성의 기술적 요소와 미적 속성, 인간 공학적 속성, 시장 속성의 인간적

요소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10). 먼저 물성적 속성(dimensional attributes)은 제품을 구성

하는 본질적인 성질과 형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화가 쉽고 제품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시된다. 기능적 속성(functional attributes)은 그 제품이 어

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성질과 요구사항으로 제품에 따라 무궁무진

하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제품과 사용자의 관계에 대한 속성으로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미적 속성(aesthetic attributes), 사용자와 제품사이의 관계와 사용자

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인간공학적 속성(ergonomic

attributes)이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속성(market attributes)은 제품의 기업적인 환경 하에

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관찰되고 분석되는 관점이다. 각 속성의 구체적인 예는 표 2.5에 나

타나 있다.

10) 박정순, 이건표, 제품속성을 기반으로 한 제품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대한 기초적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12

no.2, 1999, 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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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속성 기술적 요소 물성적 속성 길이, 무게, 크기

재료

형, 기하학적 형태

구조

사용부품

전체시스템 상에서의 위치

기능적 속성 적용된 기술

생산방식

작동 및 유지의 간편함

기능의 효율성

신뢰성

생산의 용이성, 경제성

타제품과의 연관성

부품의 정교성

기술적 수준

제품의 표준규격

인간적 요소 미적 속성 적합한 그래픽

색채, 색상

마무리

장식

형태

스타일상의 특징

스타일상의 견고성

스타일상의 유행성

정직한 재료와 생산과정의 진실성

형태에 있어서의 흥미성

포장(packaging)

상징성

친밀성

스타일상의 지속성

인간공학적 속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의 편리성

사용의 안전성

장애자에 대한 고려

사용자에 대한 적합성

쾌적성

시장속성 시장에서의 경쟁적 위치

사용자에 대한 통계학적 속성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

시장에서의 제품경향

시장동향 및 사회동향

생산자

브랜드

가격

시장에서의 소비자 반응

표 2.5 제품 속성의 분류 (박정순, 이건표, 제품속성을 기반으로 한 제품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대한

기초적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12 no.2, 1999,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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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속성이 제품 그 자체가 가지는 정보라고 한다면, 소비자 니즈는 이러한 정보가 여

러 가지 상황 변수에 영향을 받아 소비자의 인지구조 내에 구조화되어있는 것을 반영한

다. 김현정11)은 소비자 니즈 체계를 본질적 니즈, 제품 가치적 니즈, 제품 구조적 니즈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

본질적 니즈 생존확보의 니즈/ 자기확충의 니즈/자기 실현의 니즈

제품 가치적 니즈
기능적 가치/의미적 가치(미적․감각적 가치,

상징적․정보적 가치)

제품 구조적 니즈

제품속성

기능성, 안정성, 견고성, 내구성, 유지보수성, 설치용이성,

적합성, 정확성, 위생성, 편리성, 휴대성, 조작성, 사용성,

기호성, 유행성, 친근성, 교감성, 심미성, 차별성, 독창성,

희귀성, 참신성, 상징성, 신뢰성, 경제성 등

제품요소
크기․무게․용량/ 스타일․형태/ 색채/ 그래픽/

재질․마감처리/ 재료/ 레이아웃

표 2.6 니즈체계의 구성요소 (김현정, 디자인정보로서의 소비자 니즈체계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

구, 한국과학기술원 미간행 석사논문, 1998, p. 50)

본질적 니즈는 생존확보의 니즈/자기 확충의 니즈/자기 실현의 니즈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니즈로서, 제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거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려는 니즈이다.

제품 가치적 니즈는 기능적 가치/의미적 가치 등으로 구성되며, 미적․감각적인 가치에

있어서 소비자의 경험적․주관적인 욕구를 반영하거나,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등의 상

징적 욕구를 반영한다.

제품 구조적 니즈는 제품 속성이나 제품 요소 자체에 대한 니즈로써, 본질적 니즈나 제

품 가치적 니즈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니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본질적 니즈와 제품 가치적 니즈의 경우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

는 것으로서 이는 제품 자체의 속성보다는 사회적-환경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는 위에서 인용한 제품 속성 분류에 있어서 ‘시장속성’과 관련이 깊다. 구매하려는 제품이

갖는 시장에서의 경쟁적 위치나 최근의 유행, 시장과 사회의 동향,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

11) 김현정, 디자인정보로서의 소비자 니즈체계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미간행 석사논문, 1998, p.

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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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나 기업의 이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품의 구매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개인적인 호감도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욕구인 것이다.

나. 제품인지구조망 구조화 정보

네트워크 형태의 제품인지구조망은 여러 개의 유닛들이 그물망의 형태로 서로 연결되

어 있는 구조이다. 구조망 모형을 생성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

다12).

1. 일련의 프로세싱 유닛(processing units)

2. 활성화 값

3. 각 유닛의 출력 함수

4. 유닛간의 연결 패턴

5. 연결망을 통해 활성화 패턴을 따라 파급되는 규칙

6. 유닛에 새로운 값이 입력되었을 때, 기존 상태와 결합하여 새로운 활성화 수준

으로 변하는 규칙

7. 경험에 의하여 연결 패턴이 변하는 학습규칙

a) 일련의 프로세싱 유닛

일련의 프로세싱 유닛을 설정하고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구조망 구현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모델에 따라서 유닛이 의미하는 것은 형상, 문자, 단어 혹은 개념 등의 특정

한 개념적 대상이 된다. 또한 단순히 의미있는 패턴을 나타내는 추상적 요소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인지 정보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인이 하나 하나의 유닛에 대응된다.

b) 활성화 값

활성화 값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유닛이 지니게 되는 값이다. 모델에 따라서 활성화

값은 다르게 정해진다. 연속된 실수 값일 수도 있고, { -1, 0, +1 } 이나 { 1, 2, 3, 4, 5, 6,

7, 8, 9 } 와 같이 정해질 수도 있으며 이런 차이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 각 유닛의 출력 함수

12) Rumelhart, David E. & McClelland, James L.,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 Explorations in the Microstructure of

Cognition : Vol1. Foundation, the MIT Press, 1986, p. 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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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은 이웃한 유닛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상호 작용한다. 신호의 세기, 즉 이웃 유

닛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활성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활성화 값과 출력 함수 값이

같을 때에는 이 함수가 f(x) = x 인 경우이다. 하지만 활성화 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유닛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걸러주는 기능을 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

다.

d) 링크 강도

유닛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접속 패턴은 유닛간의 연결마다 주어지는 가중치

w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이웃한 유닛의 출력값에 가중치를 곱한 것이 최종 입력값으로

받아들여진다. 활성화를 촉진하는 연결의 경우 가중치는 양의 값을 가지고 활성화를 억제

하는 연결의 경우 음의 값을 갖는데, 가중치의 절대값은 연결의 강도를 의미한다. 유닛간

의 연결 패턴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e) 파급 규칙

이웃한 유닛들의 출력 함수값을 입력값으로 받아들이는 규칙. 일반적으로 이웃한 유닛

의 출력값에 가중치를 곱한 것이 최종 입력값으로 받아들여진다.

f) 활성화 규칙

유닛에 새로운 값이 입력되었을 때, 기존 상태와 결합하여 새로운 활성화 수준으로 변

하는 규칙. 외부에서 들어온 총 입력값을 기존의 활성화 값에 반영하는 함수이다. 일정 수

준을 넘지 않으면 무시하는 식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력값을 누적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g) 경험에 의하여 연결 패턴이 변하는 학습규칙

상호 연결 패턴을 바꾸는 것에는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1) 새로운 연결의 생성

2) 기존 연결의 손실

3) 기존 연결의 강도를 조정

사실상, (1), (2)의 경우는 (3)의 특별한 예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정

한 연결 강도 이상을 갖지 못하는 연결은 손실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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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구조망이 정보 처리 도구로써 쓰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구조

망 내에 input과 output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조망을 이루는 유닛간에 정보의 흐름

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제품인지구조망은 정보의 흐름보다는 구

조망이 이루고 있는 그 형태와 연결관계의 파악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출력 함수나

파급 규칙과 같은 항목은 논외로 하였다. 그 외에 구조망 모형의 요건과 제품인지구조 모

형 사이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보면, 구조망을 이루는 각각의 유닛은 제품 인지 정보와 대

응되며 활성화 값은 제품 인지 요인 별 중요도 값으로 정해지게 된다. 유닛간의 연결 패

턴은 제품인지구조망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유닛간의 링크 강도로 나타나게 된다. 활성화

규칙의 경우는 제품의 각 인지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중요도 값을 누적하여 평

균치를 취하게 되며, 학습 규칙 역시, 각 소비자들이 제품 속성을 활성화시키는 빈도를 누

적하여 일정치를 넘는 값이 취해지게 된다.

구조망 모형의 구성요소 소비자의 제품인지구조망 구성요소

프로세싱 유닛 제품 인지 정보

활성화 값 제품 인지 요인 별 중요도

유닛간의 연결 패턴 제품 인지 요인 간 연결 강도

활성화 규칙 제품 인지 요인의 중요도 산출 규칙

학습규칙 제품 인지 요인간 연결 강도 변화 규칙

표 2.7 제품인지구조망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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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도구의 구조

가. 분석도구의 정보 흐름

본 분석 도구는 소비자의 제품인지구조 분석을 위해서 크게 세 단계의 프로세스로 작

업이 수행된다. 첫 단계에서는 피실험자 정보와 제품 인지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중요 요

인 선정 및 평가 정보를 추출한다. 다음단계에서는 첫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를 토대로 제

품인지구조망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이 구조망 생성단계는 분석도구의 내부적 처리로 이

루어지는 부분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생성된 구조망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단계이다.

또한 디자이너가 제시된 제품인지구조망을 해석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품인지구조망을

구성하는 인지요인이나 요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디자이너가 요구하

는 선택사항을 토대로 구조망을 재구성하거나 분류하는 작업도 이 단계에서 행해진다. 데

이터 입력 단계와 구조망 생성단계는 피실험자 수의 증가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해지기 때

문에 마지막 단계인 구조망 해석단계는 디자이너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전 단계의 작업이 컴퓨터 상에서 자동적으로 행해짐으로써 제품인지구조망의

확대-축소를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7 분석도구의 정보흐름

40



나. 제품인지정보의 수집

제품인지정보 수집 모듈에서는 먼저 피실험자가 되는 소비자의 신상 정보를 먼저 추출

한다. 다음으로 제품인지정보 분류에 따른 상위 요인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중요하게 여기

는 순위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으며, 각 상위 요인에 속하는 제품인지요인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요인의 선별 및 선별된 요인을 대상으로 한 중요도 평가가 행해진다. 마지막으로

요인 중요도 평정을 위해 피실험자가 선정한 제품 인지 요인 전체를 대상으로 중요 요인

선정이 행해진다.

기존의 소비자 분석 방법(MDS, SD법, 설문지 작성 등)을 적용하기 위해 행해졌던 설문

기법들은 피험자로 하여금 수많은 설문 항목에 대해 모두 평가하고 답하게 함으로써 소비

자가 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단점이 있었다. 소비자가 평소에는 중요하게 생

각하지 않거나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들에게까지 답을 강요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서적 부담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에 있어서까지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중요한 제품 인지 요인을 직접 선택하고

선택된 요인에 있어서만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이러한 선택-비선택의

과정은 그 자체로 제품인지구조망 생성단계에서 정보로 쓰인다.

그림 2.8 제품 인지 정보 수집 모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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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품인지구조망의 생성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제품인지구조망을 생성하는 모듈로서, 이 부분은 분석도구 내부

의 처리과정으로 행해지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다.

제품인지구조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네트워크를 이루

게 되는 ‘유닛’이다. 유닛은 소비자가 평가한 각각의 제품 인지 요인을 의미한다. 또한 각

유닛은 자신이 나타내는 제품 인지 요인의 중요도와 이웃 유닛간의 관련도에 관한 정보를

지니게 된다. 소비자가 어떤 속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부는 유닛의 색으로 표

현된다. 중요도 수치는 각각의 피실험자가 평가한 점수와 그 유닛이 속하는 상위 요인의

중요 순위에 따른 가중치, 그리고 피실험자가 선별한 전체 제품 인지 요인을 대상으로 한

중요 요인 선정에서 선정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가중치가 모두 반영되어 정해진다.

둘째 요소인 유닛간의 링크는 이웃한 유닛간의 관련도를 나타내 준다. 링크 강도가 높

을수록 각 유닛은 서로 인접하게 된다. 소비자의 정보 입력단계에서 한 피험자가 중요하

게 여기는 속성들을 선정할 때, 그 속성 유닛들간에 링크 강도가 강해지게 되는데, 즉, 유

닛 A와 유닛 B사이에 링크 강도가 높다는 것은, 유닛 A를 제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빼

놓아선 안될 인지요인이라 여기는 사람은 유닛 B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태적 유사성이나, 정서적인 유사성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형

성하는 위계적 구조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을 가시화

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위계적 구조화가 놓치기 쉬운 소비자의 스테레오타입을 반영

하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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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제품인지구조망 생성 모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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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조망의 해석

구조망 해석단계는 제품인지구조망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주고 이를 디자인 정보로서 활

용하기 위한 분석과정을 돕는 기능을 포함한다. 본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option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다른 속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속성들은 어느 것들인가? 즉 제품 개발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속성은 무엇

인가? 둘째, 어떤 특정 속성을 선택하였을 때, 이 속성은 주위 속성들과 어떤 관계의 망을

이루고 있는가? 예를 들어, 견고한 이미지의 제품을 개발한다고 할 때, 소비자들은 견고함

만이 아닌 다른 어떤 요인이 연합적으로 부각되어 있기를 바라는가? 셋째, 소비자의 유형

에 따라 이러한 인지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를 위해 본 분석도구에서는 각 유닛간의 중요도와 주위와의 관련도를 관찰하거나 특

정 소비자 집단별 네트워크의 생성, 특정 요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생성, 중요도 중

심의 네트워크 생성 등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림 2.10 구조망 해석 모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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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제품인지 분석도구의 개발

1. 제품인지정보 수집 단계

소비자 정보 입력 단계는 제품인지구조망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

계로서, 소비자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부분과 소비자의 제품인지 정보를 수집하

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가. 소비자 정보의 입력

소비자 정보 입력 창은 실험자에 의해 구성된 질문들의 설문 형식으로 피험자에게 제

공되며 피험자는 제품 인지 요인 평가에 앞서 이 설문을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설문의

정보는 항목별로 소비자의 분류에 사용되며 이것은 소비자 프로파일을 구성하여 제품인지

구조망의 해석 단계에서 다양한 소비자 군집에 따른 제품인지구조망의 변화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1 소비자 정보 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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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품 인지 요인의 평가

제품 인지 요인의 평가는 크게 4단계로 행해진다.

1. 제품 인지 요인의 상위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 순위 결정

2. 제시되는 제품 인지 요인 풀 안에서 피험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

인을 선정

3. 2에서 선정된 각 제품 인지요인을 대상으로 피험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평가

4. 피험자 자신이 선정한 제품 인지 요인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중요 요인을 선정

그림 2.12 제품 인지 정보의 수집 과정

제품 인지 요인을 분류하는 상위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순위 결정 과정은 각 제품

인지 요인의 중요도 산출에 있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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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품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라면, 제품의 미적 속성과 기능 속성에 대해서 같은

점수로 평가하였더라도 제품의 구매에는 기능 속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2.13 상위 개념을 대상으로 한 우선순위 결정

중요 요인의 선정 단계에서는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제품 인지요인의 풀 각각에서 5

개씩을 선정토록 하였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총 25개의 중요 인지요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인지요인을 5항목으로 분류한 상태에서 중요 요인을 선정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인 중요도의 평정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가중치 가산 방식을 통해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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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중요 제품 인지 요인의 선정

피험자는 본인이 선정한 제품 인지 요인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게 된다. 7점 척도

로 행해지는 중요도 평가는 구조망 생성시에 각 유닛의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 값

으로 사용된다.

그림 2.15 선정된 요인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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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입력된 정보는 코드화되어 랜덤하게 생성된 파일 이름으로 저

장되며 다음 단계인 제품인지구조망 생성 모듈의 기본 데이터로 사용된다.

2. 제품인지구조망의 생성 단계

구조망의 생성은 앞 단계인 제품인지정보 수집 모듈에서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행해지

게 되며 실제로 구조망을 생성하는 로직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분석도구의 내부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이며 그 결과를 다음 단계인 구조망 해석 모듈로 전달하게 된다.

구조망 생성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값이 필요한데, 유닛의 중요도와 각 유닛간의 링

크 강도가 그것이다. 그리고, 구조망 해석을 위한 정보로서 관련도 값을 계산한다.

가. 유닛 중요도의 산출

유닛의 중요도는 각 제품인지요인이 소비자의 인지구조 속에 차지하게 되는 비중을 말

한다. 중요도가 큰 요인일수록 소비자의 의식 속에 가시화 되어 나타나며 쉽게 회상과 재

인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도의 산출은 우선 피험자 자신이 평가한 각 요인의 평가 점수가 큰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 피험자의 응답에 따른 가중치가 영향을 미친다. 이 가중치는 그 요인이 속한 상위

개념에 대해 피험자가 얼마나 높은 관심을 보였는가, 그리고 피험자가 평가한 인지요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중요 요인 선정에서 선정되었는가, 선정되지 못했는가의 여부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개개인의 소비자가 평가한 유닛의 중요도는 모두 합산하여 그 평균값을 취

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닛 중요도 = ∑ { ( 상위 개념 순위 점수의 가중치 ) × ( 소비자의 평가 점수 ) × (

최종선정여부 가중치 ) } / ( 총 응답자 수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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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닛간 링크 강도와 관련도의 산출

한 피험자가 제품인지요인 풀에서 25개의 요인들을 선정했을 때, 선정된 요인들 사이의

링크 강도는 강해지게 된다. 이는 한 요인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 활성화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을 연이어 활성화시키면서 연결 강도가 강해지는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험자 수를 늘려 실험하여 활성화 회수를 누적하고 그 평균값을 취하면

각 요인간의 링크 강도를 알 수 있다.

링크 강도 = ( 피험자가 링크를 활성화시킨 총 횟수 ) / ( 총 응답자 수 N )

관련도는 특정 요인이 주위 요인들과 어느 정도로 깊게 혹은 많이 관련되어 있는가를

나타내주며, 이는 해당 요인으로부터 연결되는 모든 링크들의 링크 강도를 누적함으로써

얻어진다.

3. 구조망의 해석 단계

구조망 해석 모듈은 구조망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과 구조망 구성 정보창, 소비

자 필터링 표시부, 구조망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구조망 표시창

제품인지구조망은 각 요인들이 개개의 유닛을 이루고 이 유닛들이 링크로 연결되어 있

는 형태로 제시된다. 이 때, 유닛의 중요도는 그 유닛의 밝기로 표시하여 명도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은 요인이며 소비자의 인지상 중요치 않은 요인일수록 명도가 낮아지도록 하

였다. 또한, 유닛간의 링크강도는 링크의 길이로 표시하였는데, 유닛 간의 거리가 짧을수

록 두 유닛간의 링크강도가 높은 것이다. 각 유닛은 자신이 의미하는 요인의 번호를 표시

하게 되며, 이 유닛을 클릭하면 구조망 구성 정보창에서 그 유닛의 이름과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초에 구조망이 그려지게 되면 각 유닛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계속해서 보정된 거리

50



로 구조망을 재구성하게 되며 가장 최적의 형태를 찾아낸다. 연결된 링크가 없는 요인의

경우에는 중심 구조망에서 멀어져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그림 2.16 구조망 해석 모듈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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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망 구성 정보창

구조망 구성 정보창은 핸재 보여지고 있는 제품인지구조망을 이루는 요인들의 목록과

각 요인의 중요도, 그리고 관련도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구조망 표시창에서 선택된 유닛

은 반전되어 표시됨으로써 그 유닛이 어떤 요인을 나타내는지를 표시해주고, 중요도나 관

련도 순으로 정렬하여 중요도 순위나 관련도 순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소비자 필터링 표시부

소비자 필터링 표시부에서는 현재 표시되고 있는 구조망을 이루는 소비자 군집의 정보

를 보여준다. 현재 구조망의 구성을 위해 사용된 소비자 데이터의 수, 성별, 나이, 직업 등

의 정보가 여기에 표시된다. 아래쪽의 설정 버튼을 통해 소비자 필터링 창을 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 필터링 창에서는 소비자 정보 입력창과 유사한 내용이 표시되어 구조망

을 구성할 소비자 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17 소비자 필터링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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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조망 제어부

구조망 제어부는 구조망 표시창의 하단에 위치하여 구조망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중요

도나 링크강도에 따라 구조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일정 중요도 이상

의 유닛만 표시하거나 일정 강도 이상의 링크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중요도-

링크 강도 필터링은 특정 수치 이상의 중요도나 링크 강도만을 구조망에 표시함으로써 구

조망을 단순화하고 중요 요인만을 선별하여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각 유닛들의 위치를 흩어 놓아서 구조망을 재구성하게 하는 shuffle 버튼과 마찬

가지 목적으로 유닛들의 위치를 화면 중심으로 모은 뒤 재구성하는 center버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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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사례연구

1. 목적

본 연구는 제품인지구조망 분석도구의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인지를 분석하는 것

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소비자 분석 기법과는 다

른 방향의 접근을 통해 네트워크 형태의 제품인지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디자인 발상과정

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써 가공하는 과정을 예시하여 개발된 분석도구의 효용성을 입증

하고 소비자 제품인지 분석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실험의 연구 대상은 제품의 사용 감성과 구매 감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한 제품

이 인지적인 측면과 감각적인 측면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런 두 가지 측면 외에

도 제품이 보편적으로 지니게 되는 대부분의 속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 본연의

속성에 대해 소비자의 의식에 구체화되어 자리잡고 있도록 제품 수명주기에서 성숙기에

접어든 제품이 바람직하다.

2. 실험 정보

가. 연구 대상으로서 오디오 선정의 타당성

연구 대상의 요건 오디오의 특성

인지적 측면과 감각적인 측면의

공존

기능에 따라 여러 파트로 구성되고 그에 속하는 다양한 기능

요소들의 배치와 관련하여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사용성 문

제가 부각. 가격 하락, 품목의 다양화에 따라 보급이 늘어나

면서 가전제품이면서도 개인의 감각적 취향이 구매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

대부분의 보편적 속성 포함

심미성, 기능성, 사용성, 내구성, 의미성 등 고른 제품 속성과

함께 제품 특유의 속성도 함께 내재(e.g. 음질, 가격, 제조업

체, 외관, 기능)

다양한 제품군 존재

하이엔드 제품부터 미니 컴퍼넌트까지 다양한 제품군과 그에

따른 다양한 구매층 준재. 시장규모로서 성숙기의 제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르게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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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디오 인지요인의 선정

본 사례연구에서는 오디오에 대한 제품인지구조를 네트워크 형태로 분석하기 위해서

인지구조망의 구성요소가 되는 오디오 인지요인을 먼저 선정하였다.

형태 이미지, 사용성에 관한 소비자 니즈, 제품 의미에 관한 소비자 니즈, 기본적인 제

품의 물리적 속성의 경우 오디오 제품에 관한 기존 연구13)와 제품 속성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14)를 참조하였고, 구체적인 기능 요소는 현재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오디오 제품들의

매뉴얼과 오디오 제작회사들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제품 사양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들을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 범위와 제품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표

2.8과 같이 오디오 인지요인을 선정하였다.

다. 실험 과정

1) 실험 내용

1. 소비자의 제품인지 구조를 네트워크의 형태로 도식화하고,

2. 소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을 선별해내며,

3. 각각의 중요 인지요인들이 여타의 요인들과 이루는 관계성을 살펴보며

4. 구조망 해석을 통해 제품의 인지되는 속성을 분석한다.

2) 실험 과정

1. 표본선정 : 일반인 56명 ( 남 : 35명 여 : 21명 )

2. 조사 시기 : 1999. 7. 2 ~ 7. 20

3. 자료 수집 항목 : 분석도구 구성에 따른 소비자 정보 및 제품인지요인 평가 항목

4. 자료 수집방법 :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개별 설문

13) [1] 청소년 구매 행동 및 오디오 제품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L사, 1993

[2] 김현정, 디자인정보로서의 소비자 니즈체계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미간행 석사논문, 1998

[3] 엄정식, 제품 컨셉 수립단계에서의 감성니즈 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미간행 석사논문, 1999

14) 박정순, 이건표, 제품속성을 기반으로 한 제품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대한 기초적 연구, 디자인학연구, vol.12

no.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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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이미지

스포티한

현대적인

개성적인

팬시한

곡선적인

유연한

부드러운

따뜻한

전원적인

박력있는

남성적인

금속성의

통일감있는

깔끔한

심플한

깜찍한

슬림한

아담한

첨단의

다기능의

정교한

신선한

기발한

화려한

튼튼해보이는

편리성

설치하기 쉽다

기능을 익히기 쉽다

리모콘 조작이 간단하다

리모콘이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버튼이나 다이얼의 조작이 부드럽다

불필요한 소음이 적다

작동 시에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액정 디스플레이부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다

유지, 보수, 관리가 편리하다

기본기능의 사용이 편리하다

음질의 조절이 쉽다

다양한 세부기능이 잘 배치되어 있다

잔고장이 적다

유지비가 적게 든다

위치 이동이 쉽다

테이프나 CD의 회전이 눈에 잘 보인다

배선이 단순하다

작동 상태의 확인이 쉽다

데크나 CD트레이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힌다

설명서가 이해하기 쉽다

제품 수명이 길다

어둠 속에서도 조작이 쉽다

부품의 교환, 추가가 쉽다

서라운드 스피커의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다

사용상의 위험이 적다

기능

음량 조절

CD 재생

CD 체인저

CD-테이프 복사

턴테이블

카셋트 재생

카셋트 녹음

곡 머리 재생기능

더블 데크

자동왕복

돌비 사운드

스피커

라디오 청취

라디오 채널 메모리

리모콘

고급 음질

이퀄라이져

다양한 음색 선택

고출력

서라운드 스피커

AV 연결

액정 디스플레이

마이크 믹싱

예약 기능

시계

시장속성

유명 브랜드의

신뢰가 가는 브랜드의

가격이 저렴한

가격이 비싼

할부 구입에 유리한

생활 수준에 맞는

최신 유행의

집안 환경에 잘 어울리는

내 나이에 잘 어울리는

요즘 화제가 되는

남에게 과시할 만한

전문적인 음악 감상용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유행에 상관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쉽게 구하기 힘든

A/S가 뛰어난

싫증나면 쉽게 버릴 수 있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다른 가전제품과 어울리는

기호에 맞게 개조가 가능한

물성적 속성

크기가 작은

크기가 큰

무게가 가벼운

무게가 무거운

높이가 높은

높이가 낮은

다양한 배치가 가능한

충격에 강한

구조가 간단한

구조가 복잡한

조작부가 적은

조작부가 많은

여러 파트로 이루어진

일체형의

단순한 색상의

다양한 색상의

그래픽요소가 많은

그래픽요소가 적은

장식장이 달린

금속 질감의

나무 질감의

플라스틱 질감의

광택 질감의

고운 질감의

거친 질감의

표 2.8 오디오의 제품인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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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제품인지구조망 분석에 앞서, 실험을 통해 나타난 제품인지요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

은 요인과 관련도가 높은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인명 중요도

심플한 4.41

현대적인 4.4

고급 음질 4.16

개성적인 3.86

잔고장이 적다 3.71

크기가 작은 3.5

신뢰가 가는 브랜드의 3.49

다양한 배치가 가능한 3.24

불필요한 소음이 적다 3.21

깔끔한 2.94

첨단의 2.79

기능을 익히기 쉽다 2.76

리모콘 조작이 간단하다 2.75

조작부가 적은 2.7

기본기능의 사용이 편리하다 2.65

그래픽요소가 적은 2.64

고출력 2.59

스피커 2.46

CD-테이프 복사 2.29

표 2.9 중요도가 높은 요인 목록

요인명 관련도
신뢰가 가는 브랜드의 17.14

현대적인 15.43

크기가 작은 15.43

다양한 배치가 가능한 15.43

그래픽요소가 적은 15.43

심플한 13.71

고급 음질 13.71

개성적인 13.71

잔고장이 적다 13.71

조작부가 적은 13.71

불필요한 소음이 적다 12

깔끔한 12

첨단의 10.29

기능을 익히기 쉽다 10.29

리모콘 조작이 간단하다 10.29

기본기능의 사용이 편리하다 10.29

고출력 10.29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10.29

스피커 8.57

표 2.10 관련도가 높은 요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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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심플한’, ‘현대적인’, ‘개성적인’ 등과 같은 형태 이미지 요인에

대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뢰가 가는 브랜드의 오디오’

라는 요인의 경우 중요성도 높은 편이며, 관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대

부분의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신뢰성을 오디오 구매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고려 사항으

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생성된 제품인지구조망을 중요도-링크강도 필터링을 통해 중요

요인만으로 표시하여 중요 요인 9개를 추출하였다.

(a) 중요도2 - 링크강도0.2 이상 (b) 중요도3 - 링크강도 0.4 이상

그림 2.18 중요도-링크 필터링

중요도 3, 링크 강도 0.4 이상의 요인으로 제품인지구조망을 압축시켰을 때, 선별된 요

인은 다음과 같다.

요인 번호 요인 명 중요도 관련도

2

3

15

31

38

66

77

101

107

현대적인

개성적인

심플한

불 필요한 소음이 적다

잔 고장이 적다

고급 음질

신뢰가 가는 브랜드의

크기가 작은

다양한 배치가 가능한

4.40

3.86

4.41

3.21

3.71

4.16

3.49

3.50

3.24

15.43

13.71

13.71

12.00

13.71

13.71

17.14

15.43

15.43

표 2.11 중요 요인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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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의 (b)를 보면 ‘신뢰가 가는 브랜드의’라는 요인과 ‘크기가 작은’ 이라는 요인

을 중심으로 그 외 중요 요인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신뢰가 가는 브랜드의’

요인의 경우 대부분의 중요요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었다. ‘신뢰..’ 요인과 직접 연결

되지 않은 요인 15 ‘심플한’의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잔 고장이 적은’ 등의 요인과 연결

이 되어 있었는데, 이는 심플한 오디오를 떠올릴 때, 크기가 작고, 그러면서도 잔 고장이

적은 제품을 연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잔 고장이 적은 오디오라면, ‘신뢰가

가는 브랜드의 제품이어야 하며, 불필요한 소음이 적고, 크기가 작으며 심플해야 한다고

소비자는 인지하고 있었다.

중요도 순위가 매우 높은 요인 중의 하나인 ‘현대적인’ 요인의 경우, 구조망의 중요도

수준을 낮춤으로써 주위 연결 요소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그림 2.19). ‘현대적

인’ 요인을 중심으로 ‘91.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111. 조작부가 적은’, ‘118. 그래

픽 요소가 적은’ 등의 요인이 연결되어 있고, 다시 ‘118.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요인은 요인 ‘14. 깔끔한’과 연결되어 있어서, 현대적인 느낌이라는 추상적 형태 이미지가

조작부나 그래픽 요소가 적은 단순한 형태이면서도 이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물리적 속성이나 가치관에 관한 니즈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

다. 또한 ‘107. 다양한 배치가 가능한’이라는 속성은 ‘19. 첨단의’라는 느낌과 관련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19 중요도 2 - 링크강도 0.4 이상의 제품인지구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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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소비자는 오디오에 대해,

1. 현대적이고, 심플한 형태의 제품을 선호하며,

2. 브랜드의 신뢰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고,

3. 이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으로는 소음이 적거나, 잔고장이 적으며, 크기가 작으면서도

다양한 배치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함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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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토의

본 제품인지 분석도구의 장점은 소비자가 제품 속성이나 제품의 형태 이미지, 소비자

니즈 등을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그것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한 요인이 다른 어떤 요인들과 연결되어 있는가에 관한 정보는 추

상적인 개념들을 주위에 연결된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구현 방향을 설정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현대적인’ 이라는 요인을 조작부나 그래픽

요소가 적은 단순한 형태이면서도 이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

체적인 물리적 속성이나 가치관에 관한 니즈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럼으로써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소비자가 실제로 그 개념에 관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디자이너가 막연한 이미지나, 추상적인 느낌을 제품에 반영하고자 할

때, 제품인지구조망을 살펴봄으로써 그 구현 방안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반

대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러한 아이디어가 소비자 감성의

어떠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인가에 관한 예측을 도와줄 수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보완점을 제시해보면, 우선 제품 인지요인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

드라인 제시가 뒤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제품을 평가하기 위한 제품인지요인을 결정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각 제품의 특성이나, 소구 대상, 제품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러한 차이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제품간의

구조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통되는 인지요인의 의미 변화를 관찰하거나, 피험자 수의

증가 혹은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구조망의 변화를 관찰하여 일정한 흐름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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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 청각 감성 중심의 조형화 정보 시스템 구축

제 1 절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마크 오클리(Mark Oakley)는 그의 책 ‘Design Management’(1990) 서문에서 디자인이

경쟁시장에서 주된 성공의 견인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품 가치의 변화 양

상을 이야기하였다. “그들(비평가들)은 2차대전 이후의 물자부족으로부터 진행된 점진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당시는 물자부족으로 인해 잘 디자인된 제품이나 그렇지 않은

제품이나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대와 1970년대를 지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자 제품의 가격, 운반속도, 그리고 기본적 품질에 경쟁의 초점이 맞추어졌

다. 오늘날 많은 대다수의 기업들은 가격, 품질, 내구성, 그리고 신뢰성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게 하는 주된 차별점들로서 외

관, 다양성, 그리고 특성과 같은 디자인 결정요인으로 귀결된다.”1) 즉 소비자가 생각하는

제품의 가치가 일반적 도구로서 보편적 가치기준에서 판단되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심미적

인 차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은 더 이상 제품 개발 프로세

스 상에서 부수적으로 전개되는 한 과정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제품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

하고 시장에서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하나로서 그 영역을 고정

하고 있다.

디자인이 제품 성공의 견인차로서 큰 역할을 한 예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Apple)사의 아이맥(iMac)을 예로 들 수 있다.

1) Mark Oakley, Design and design management, Blackwell Reference, 1990,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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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아이맥(iMac)의 매출액 추이

1990년대 초반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사로 떠올랐던 애플의 매킨토시

(Machintosh) 컴퓨터가 개발 경쟁에 밀려 최근 미국내 개발사별 시장 점유율이 5%전후로

떨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을 적용한 아이맥의 등장으로 단 몇 개월만에 시

장점유율이 1998년 11월에 약 10%로 올랐다. 96-97년의 2년동안 18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

던 애플사는 스티브 잡스의 복귀 후부터 흑자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97년 4/4분기에 4700

만 달러였던 이윤이 아이맥 발표후인 1년 후 98년 4/4분기에는 1억2천 3백만 달러로 늘었

고, 총 매출은 1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은 컴퓨터 산업계의 일반적인 평균보다

두세배 정도 많은 것이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제품은 성공은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구현

되었고 결국 제품의 성공은 비관적이었던 회사의 미래를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바꾸어

놓았다.2)

물론 모든 제품들이 다 이런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절대 다수의 제품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그 존재조차 인식되지 못한 채 출시와 동시에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

기도 한다.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복합적 요인으로 그러한 결과

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애플사의 예와는 정반대로 제품의 다른 요소보다 디자인의 부정적

측면 때문에 제품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보다 실패한

제품이 월등히 많다고 가정한다면 디자인의 성공여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최근 디자인을 제품개발 초기 단계에서 소비자의 시점으로 그 성

공여부를 미리 판단하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소비자의 취

향과 그 변화 패턴을 파악, 즉 소비자의 감성적 차원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2) 전자신문 1999년 4월 13일자, ‘스티브잡스 애플 회장직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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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

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점차 현실

화되고 있는 동시공학의 개발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바라는 바를 정

확하게 초기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매력적인 제품의 구현뿐 아니라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도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적 개발기간

컨셉

디자인

개발

테스트

평가모델

생산

아이디어

[ 동시공학적 개발 프로세스 ]

절약시간

그림 3.2, 동시공학적 제품 개발 프로세스, Tim Jones, New Product Development, 1997,

pp. 69-73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평가와 예측 시스템은 디자인의 본질적 성격과 확립되지 못한

측정 방법으로 인해 시행 주체와 방법에 따라서 결과와 해석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디자인에 대한 인식 유형은 시각적 미감에 기초하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인 심미적 취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한다면 객관화된

정보로 일반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적절한 형태의 결과를 산출하거나 제품 개발 방

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데이터(Data)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그 중요성

에 비해 어려운 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불리한 점 때문에 기존에 선행되고 있는 연구들

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타 분야에서 평가 기법으로 정립된 방법

을 차용해서 진행하고 있다. 마케팅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 조사 방법과 인지 심리학

과 산업공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간공학이나 감성공학관련 방법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들 분야의 기법들은 많은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통계기법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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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마케팅의 소비자 조사기법들의 경우 결과의 정량성과 객관성에서 다른 분야의 접근

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신제품 개발 전략 수립에 목표를 두고 있는 이들 기법들은

특정 소비자 계층의 조사를 통해서 시장 전체의 현황과 그 흐름을 추상적인 형태로 일반

화시켜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지침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는 좀 다른 차원

에서 접근하고 있는 인간공학이나 감성공학 관련 방법들은 인간의 생리적 반응을 일정한

정보의 형태로 치환하여 그 반응 패턴(Pattern)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심리적 상태

를 예측하는 구체적이고 특성화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조

사를 위해서 이처럼 상이한 유형의 관련 방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디자인이 그만큼 복합적

정보를 다루고 있고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 조사에서 활용되

는 구체적 방법과 추상적 방법의 혼용은 디자인 조사가 지향하는 이상적 결과가 예측되었

지만 점차 그 활용 경과에 따라 그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객관적이고 정량적 결과를 목표로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어야 함에는 별다른 이

견이 없다고 하겠다. 다만 활용측면에서 적절성이나 새로운 대안의 필요와 같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문제점 몇 가지를 디자이너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수량화 방법에 대한 디자이너의 친숙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마케팅에서

활용되는 시장 조사기법들을 활용한 디자인 조사 방법의 경우 대다수 디자이너들이 활용

된 방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므로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결과에 대한 해석 역시 이러한 이유로 일방적 차원의 전달로 그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구체적 공학적 기법의 경우 친숙성의 문제뿐 아니라 특정화된 측면의 결과만을

강조한다고 하는 점이다. 즉 복합적인 디자인 특성과는 달리 특정한 구체적 결과가 전체

를 대표하는 적용의 범위에 대해 오류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셋째로 정량적 평가가 지니는 정보의 함축성 역시 디자이너가 활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풍부한 경험과 자극을 통해 진행되는 디자인 과정과는 달리 이들

방법은 특정한 대표 결과만을 강조하여 제시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디자인 해석과정

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방법들 대부분이 디자이너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개발되었기 때

문에 디자이너의 본질적 측면을 상당부분 고려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이다. 디자이너가 습

득하고 사용하는 데에는 물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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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친절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제시한 문제점들

이 모든 문제점 및 측면들을 고려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디자인 관련 조사과정에서 일정

부분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점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점들을 일부 개선하면서 제품 개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소

비자의 니즈 중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감성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방법을 효율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흔히 회자되고 있는 감성에 대해서 의미 규정을 위해 정서 일반과 감성 일반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의미에서 소비자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 밝혀보고자 하

였다. 폭넓은 정서의 개념 속에 감성을 포함할 수 있는지 혹은 정서와 감성이 일치되는

개념인지 살펴보았고 정서와 관련한 모형들이 어떻게 구성되며 이 모형들이 소비자와 디

자이너간 교환되는 감성적 정보들의 처리와 이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대하여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소비자를 사용자 측면에서 이해한 후 제품 개발에 활용되는 사용자의 감성과

디자인과의 관계를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감성정보를 일종

의 매체(Media)로 인식하여 디자인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제

기하고 그 관계를 문헌을 통해 파악하였다.

셋째, 이러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사용자의 감성이 어떠한 매체로 표현될 수 있으며 디

자이너에게 어떠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매체의 종류를 살펴보고 각 매

체가 지닌 특성을 기존 문헌을 통해 정리하였다.

넷째, 감성과 매체의 관련성이 적절한 개연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분석기법

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 적용을 통해 살펴보았다. 감성의 체계를 이해하고 각 체계에

따른 매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과 통계적 기법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정량화

하고자 하였다.

이후, 사용자와 디자이너간 감성전달에 효율적인 매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리된 매

체를 통해 사용자의 감성을 직접적으로 디자이너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형태와 전달

방법을 이해하고 매체의 효율성을 설문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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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향후 이러한 데이터가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다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완성된 도구로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특히 디지

털(Digital) 매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네트워크(Network)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

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 실제적 활용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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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감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정서의 개념과 이해

본 장에서 감성3)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에 앞서 정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한

국어에서 정서가 감성보다 포괄적 의미를 갖는 언어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정서와 감성에

대한 구별은 많은 학자들과 이론을 통해서 같은 개념일 수도 혹은 상, 하위의 층위적 개

념일수도 있다고 많은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만큼 인간의 내적 특질의 총괄적 표현인

정서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폭넓고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뜻한

다. 흔히 정서라고 하면 공포, 분노, 후회, 당황, 슬픔, 기쁨, 우울, 혐오, 시기, 질투, 연민

등 모든 감정적 유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서의 본질 혹은 본

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일종의 감각인지, 인식현상인지, 특수한 감정의 의식

상태인지, 아니면 특정 신체적 반응이나 행동의 유형인지 더 나아가 그 복합체인지 아직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4)

그러나 많은 연구 특히 심리학과 철학을 위시한 인문학 중심의 연구에서 인간의 내적

기제를 대체적으로 정서라는 용어로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감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미 규정을 위해서 정의를 포괄하는 정서 일반에 대해

제 이론들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서의 정의(Definition of Emotion)

정서에 대한 정의를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정서와 같

은 정신 작용에 대한 개념 정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나 다른 철학 종주국으로부터 시도되

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서란 개념

이 인간의 내면에 분명히 일정한 작용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서를 설명하는 추상적인 인식 모형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정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러 학자들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난해한 질문으로 이

3) 감성(感性)이라는 표현은 디자인 분야와 공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디자인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는 미적인 감수성과 관련한 내적 인식 혹은 반응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감성의 의미를 미적인 감수성 혹은 미감(美感)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4) 정대현 외, 감성의 철학, 민음사, 1996,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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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고 있다. 철학이나 심리학을 위시한 대부분의 학문 분야에서 많은 과학자들에게 커다

란 두통거리였으며 다양하게 개념을 정립하고자 혹은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들 역시 뚜렷

한 성과 없이 진행되었다.5) 20세기초까지 정서는 감정(Affect, Feeling, Gefuhl(독))과 동일

한 것으로 또는 혼동되어 사용되었다. 감정이란 용어는 여러 다른 용어들 예컨대 불안, 분

노, 사랑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일정한 범주로 분류하고 통합할 필요가 생기게 되

었다. 현재 정서(Emotion, Gemutsbewegung(독))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

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정서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

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 정서가 갖는 강한 주관

적 경험 가운데 하나는 행위 충동으로서 환경과의 특정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미국 심리학자인 제임스 (James)가 <정서란 무엇인가>라는 질

문을 제기한 이래, 그리고 분트가 정서의 구성 요소를 <차원>으로 거론한 이래, 신경학자

및 여러 분야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정서이론이 구축되었다. 이 이론들에서 사용되는 연

구 방법들은 순수하게 직관적인 이해(예: 감정이입)로부터 주관적 경험에 대한 체계적 연

구 및 정서적 행동의 생리적 변화에 관한 정확한 양적 기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6) 따

라서 정서의 정의는 다양한 분야의 개념 정의를 고찰한 후 일정한 개념 영역을 규정하는

차원에서 정의를 지울 수 있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중심 개념인 감성 역시 적정한 개념

정의를 빌어 그 차이를 밝히는 차원에서 정의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a) 진화론적 관점의 정서개념

정서에 대한 외현적, 내현적 관점에서 공통되는 중요한 요소는 정서는 주관적인 감정으

로 진화론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 물론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정서를 내적인 감정 관

련 요소로 파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한정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런 특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에 근거한 반응들을 파악하고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고 개념화하는 차원에서 정서를 규정하고 있다. 정서 개념을 규정지

으려는 시도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만큼 그 외현적인 반응을 파악하고 정

5) Kleinginna, P.R., & Kleinginna, A.M., A categorized list of emotion definitions with suggestions for a consensual

definition. Motivation and Emotion, 5, 1981, pp. 345-379

6) 김경희, 정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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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방향 또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정신 진화론적 차원에서 파악하는 정서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존재한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다. 다윈의 자연도태 개념은 모든 존재하는 종의

특징은 생존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정서적 행동을 포함하는 동물의 행동이

나 형태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에서 정서는 각 유기체의 생활에서

순응적으로 기능하는 방법에 대한 동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생활에 순응적으로 기능하는

방법이란 달리 표현한다면 순응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스콧 (Scott)7)은 각 종에서 인식되

는 여러 가지 순응적 행동을 섭식행동, 피난처 추구행동, 도망칠 때나 싸울 때 나타나는

괴로운 행동, 성적 행동, 보호하고 보호받는 행동, 배설 행동, 모방 행동 및 조사

(Investigation)행동 등이다. 플라칙 (Plutchik)8) 역시 계통 발생적 수준에서 발현되는 기본

순응 반응의 몇 가지를 도망, 회피, 숨는 것, 죽은 척하는 것 등의 보호 반응과 할퀴고 물

고 때리는 파괴반응, 그리고 구애하고 짝짓고 알을 낳는 등의 생산반응으로 분류했다.

이상과 같이 정신 진화론적 차원에서 정의하는 정서개념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발생되

는 모든 반응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생존의 차원에서 발생되는 생리적인 행동까지

정서반응의 결과로 인식함으로 정서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생물학에서는 정서를 행동을 동기화시키거나 촉진시키는 기제로 간주한다. 정서를

정의하기 위해 사회생물학자들은 정서의 생리학적 지시자(Indicator)를 찾아내고 인간의 내

성이 이러한 지시자들과 상관을 나타내는지에 타당성을 연구하고 이러한 지시자들이 신뢰

롭게 정서의 감정을 나타내는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생리적 지시자들을 정서 표현의 정의

로서 규정짓는 방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칙(Plutchik)은 정서는 의

식적 무의식적 의사 결정 과정의 결과이다. 정서는 인간 감정을 순응적으로 변화시키는

외적 사상(事象)에서 유래한다. 즉 정서는 잘 순응하도록 인간의 행동 변화를 준비시키는

내적 동기자이다라고 정의하였다.9)

결과적으로 진화론적 차원에서 언급하는 정서의 개념은 인간과 동물을 포괄하는 생명

체가 진화하면서 획득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순응적 정서반응의 외현적 표현과 내현적 동

기라는 관점에서 정서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현적 관점의 정서는 표출적

행동이나 내적인 동인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인 생리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내현적

7) Scott, J.P., Animal behavior,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김경희(1995), 위의 책에서 재인용, p.28

8) Plutchik, R., Kellerman, H., & Contd, H. R., A Structural theory of ego defenses. In C. E. Izard(ed.), Emotions,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New York : Plenum, 1979

9) 김경희(1995), 위의 책, pp.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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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는 외부적 표출행동의 원인이 되는 생리적 내적 동기로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 철학적 관점의 정서의 개념

정서라는 용어는 ‘감정’, ‘감성’, ‘각각’ 등의 용어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이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서는 첫째, ‘연

민’, ‘공포’, ‘수치’처럼 특정 정서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문맥에 따라 주관의 한시적 정신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문맥에서는 주관의 특정 시점에서의 정신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주관의 성향이나 경향성 혹은 성격적 특징을 지칭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포’라는 용어를 본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뱀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할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공포감을 느끼는

정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의 뱀에

대한 정서적 성향이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정 사람의 특

정 행위에 대해 특정 시점에 시기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자

신의 형제에 대해 평생동안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관의 성향이나 성

격을 지칭하는 의미의 정서일 수도 있고 특정 시점의 주관의 정신상태 즉 오늘날의 심리

철학에서 ‘정신적 조건’이나 상태라고 부르는 의미의 정서일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정서를 공포, 연민, 수치 등의 극도로 다양한 정서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통일성을

지닌 정신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로티 (A. Rorty)10)와 같은 철학자는

“정서들은 자연적 집합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다른 철학자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서로 간주하는 다양한 정신 현상들 간에는 하나의 정신 현상의 유형을 구성

하기에 충분한 공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다. 이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철학적 논란은 특정

개별적 정서 유형이 정서의 범주에 속하는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다. 솔로몬 (Solomon)11)

이 분류하는 정서의 목록에는 무관심, 신앙, 의무, 우정 등이 포함되지만 길버트 라일

(Gilbert Ryle)12)의 목록에는 애국심, 이해심, 허영심, 등도 정서의 일종으로 포함하고 있

다. 즉 어떤 정신상태를 정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각 철학자들이 개입한 이론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0) A. Rorty ed., Explaining Emotions, Berkeley: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80, p.1.

11) R. Solomon, The passions, New York:Doubledday, 1977, pp.280-371.

12) Gilbert Ryle, The Concept of Mind, New York:Harper & Row, 1949, p.85., 정대현 외(1996), 위의 책에서 재인용,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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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철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정서의 개념은 포괄적 감정의 상위 개념으로서 특정한 시

점에서는 정신상태까지도 포함하는 행동적 조건에 반대하는 내적 조건의 총체적 반영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사변적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c) 인지심리 차원의 정서 개념

심리학에서는 크게 기억, 지각, 사고, 정서, 인지의 과정을 별개의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

해서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하고 있다. 특히 정서와 인지가 관련성이 인식되므

로 이후 정서를 다루는 심리학자들이 인지심리학의 개념과 이론을 받아들여서 정서의 결

정자로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을 내성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13) 따라서 대체적으로 심

리학의 정서이론은 정서라는 용어의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현상들을 산출하는 기제와

과정들을 규명하려고 시도한다.

심리학의 제 분야 중에서 가장 정서의 특질과 관련이 높은 인지심리학에서 정서는 특

정한 내적/외적 변인들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유전적으로 결정되거나 습득된 동기적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4) 정서는 기분

(Mood)에 비해서 뚜렷한 유발자극이 선행하고 자각할 수 있는 경험적, 생리적 반응들이

나타나며 지속시간이 몇 초에서 몇 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진행 중이던 행동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속성이 있다.15) 그러나, 기분이 은근히 좋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행복

감이라는 정서로 발전할 수도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지난 뒤에 계속 불쾌한 기

분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서와 기분이 어떤 차원에서 뚜렷이 구별되는지를 정

의하기란 쉽지 않다.

대체적으로 인지심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서의 개념 정의는 기분과 정서를 같

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인지작용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

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생물학이나 철학에서처럼 포괄적 내적 상태로 이해하기보다는 앞

서 정의된 것처럼 정보로서 자극에 대한 일정한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획득된 성향이

라고 이해하고 있다. 달리 말한다면 정서의 구성요소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정보처리라는

13) 김경희(1996), 위의 책, p. 47

14) Carlson, J. G. 7 Hatfield, E. (1992). Psychology of emotion. Fort Worth, FL : Harcourt Brace Jovanovich., 이정모

외, 인지심리학, 학지사, 1999, p. 429, 재인용

15) Ekman, P., Moods, emotions, and traits. In P. Ekman & R. J. Davidson(Eds.), The nature of emotion : Fundamental

question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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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계속 설명이 되겠지만 정서를 일정한 정보처리 구조를

가진 기분의 복합체로 이해하여 모형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d) 구성주의 관점의 정서 개념

정서의 구성주의 이론은 정서를 인간에 국한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정서를 인

간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을 개념화하려고 시도한다. 구성주의에서는 정서를 여러

가지 현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증후군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역할로서, 그리고

수동성으로 정서를 개념화하고 있다. 증후군으로서 정서는 생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함축

적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가정을 하며 또한 정서에는 개인이 따라야 할 사회적으로 주

어진 일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수동성으로서 정서는 행동이 아니라 변화나 행동

을 강요받는 수동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성주의자들은 정서 역할의 관여와 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을 동기, 이전경험, 능력 그리고 상황적 변인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서

는 다른 행동의 동기로서 취급되었지만 구성주의에서는 정서자체가 동기화 되었다고 본

다. 또한 정서는 이전 경험을 통해서 획득된다. 자아발달과 인지발달과 함께 정서발달이

이루어지며 성인이 되면 정서적 반응은 언어적 중재 없이도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정서

반응의 개인차를 능력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성격 특질은 정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이외에도 정서적 반응은 물리적, 사회적 장

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16)

e) 정신분석적 정서 개념

정신분석에서는 정서를 복잡한 정신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쾌, 불 쾌의 감각 및 이 두

가지 정서의 혼합 및 사고, 기억과 원망들을 혼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이러한

생각과 감각이 정서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나. 정서 모형

특히 인지심리학과 관련하여 정서의 효과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모형들이 있는데 이

16) 김경희(1995), 위의 책, pp. 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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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들이 정서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서의 효과를 포괄적

으로 설명해 주는 이론은 아직 없고 특정 이론은 정서의 일부 한정된 기능에 대해서만 타

당한 설명만을 제공해 준다. 이들 이론은 정보의 처리 형태에 따라 정보적 이론, 도식적

이론, 동기적 이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정서 점화모형

이 모델은 정서의 자동적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서상태

가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가정한다. 바우어 (Bower)는

인간의 기억 의미망구조 속에 유쾌하거나 불쾌한 정서마디가 자리잡고 있고 어떤 기분이

경험되면 그것과 연결된 다른 마디들에 정서의 효과가 확산된다고 주장한다.17) 따라서 유

쾌한 기분은 과거의 기분 좋았던 경험과 연결되었거나 또는 유쾌한 의미를 가진 사고나

심상들을 잇따라 활성화시키고 그것들은 다시 현재의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에 영향을 준

다. 즉, 기분은 정보가 처리되고 세상이 이해되는데 영향을 주는 맥락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3.3. 정서 점화모형

그러나 이 모델의 한계점은 잘 설명해 줄 수 없는 현상이 있다는 것과 정서마디가 가

지는 표상의 문제이다. 정서마디가 단순히 정서의 표상이라면 기분을 직접 느낄 때나 기

분을 생각할 때에 똑같이 그 정서 마디를 활성화시켜 판단과 기억에 똑같은 효과를 미쳐

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게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17) Bower, G. H.,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981,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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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정보로서의 기분모형

이 모델은 기분을 현재의 상황에 판단을 내릴 때 활용되는 의식적 정보의 역할을 한다

고 가정한다. 잘 정의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행을 평가할 때 통상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두 따져서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수행을 보고 일어난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즉 현재의 기분이 지금 상황에 대한 나의 입장을 가늠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기분을 초래한 것은 다른 원인 때문인

데 지금 눈앞에 있는 판단 대상이 그 기분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여 잘못 귀인

(Mis-attribute)시키기도 한다.

그림 3.4. 정보로서 기분 모형

기분을 의식적 판단의 정보로 활용하는 이 모델은 사람들이 통제되고 의식적인 방식으

로 기분 정보를 처리하여 명료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잘 적용되지만 기분이 어

떻게 약호화되고 저장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뚜렷한 가정을 하지 않으며 기분의 직접적

이고 비의식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

c) 정서 주입 모형(Affect Infusion Model)

포가스 (Forgas)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정보처리 양상이 달라진다고 가정하는

정서주입모형을 제안하였다.18) 네 가지 정보처리 양상, 친근하고 잘 훈련된 문제에는 이미

만들어진 답을 쉽게 산출하는 직접접근(Direct Access) 방식,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에는

동기화된 처리 방식,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지름길을 사용하는 발견적 처리 방식, 그리고

18) Fogas, J. P., Emotion in social judgments: Review and a new affect infusion model(AIM). Psychological Bulletin,

117, 1995,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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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고 꼼꼼하게 대안들을 살펴보는 체계적 처리방식 등이 모델에 사용되었다.

그림 3.5. Forgas(1995)의 정서 주입모형

이 모델은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네 가지 차원에 구분하고 각각 정보의 특성을 규정하

여 다른 처리기제를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포괄적 설명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

존에 일면적 상황에 대한 설명 모델의 통합적 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d) 인지 하위체계 상호작용 모형

ICS 모델의 특징은 정서를 포괄하는 인간의 인지 기능을 설명하는 점이다. 청각, 시각,

신체-상태의 독립된 하위의 인지체계들이 특정한 정보를 처리하여 명제적 하위체계

(Propositional Subsystem)와 내포적 하위체계(Implicational Subsystem)로 실행적 기능과

정보가 통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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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ICS 모형 구조; Teasdale, J. D. & Barnard, P. J.,

Affect, cognition and change. Hove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3)

이 모델에서 설명하는 기분의 효과는 쾌, 불쾌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포적 하

위체계에 의해 야기된 구체적인 표상과 전체 인지체계의 처리 형상에 달려 있다. 정서 자

체나 정서의 의식적 표상이 기분 효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 양상이 그 원인이

됨을 제시한다. 다소 추상적인 차원의 모델이며 구체적인 세부 원리들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2. 감성의 이해

감성이란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정대현은 감성이라는 말은 18, 19세기 이른바 마음의

능력 (Faculty)에 대한 철학과 심리학에서 사용되던 용어이다라고 정의한다.19) 통상 유럽

철학적인 문맥에서 ‘감성 (Sinnlichkeit(독))'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감각을 매개로 하여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된다.20) 다시 말해 감성은 감정의 능력 (Faculty of

Feeling)으로서 특정 감정 예컨대, 통증, 쾌감, 공포감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마

음의 능력을 뜻한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정신 현상의 근본적인 유형을 구분하

는 철학자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칸트일 것이다. 주지하듯 칸트는 인간의 정신현상의

19) 정대현 외, 감성의 철학, 민음사, 1996, pp. 24-25

20) 막스 뮐러, 알로이스 할더, 강성위 옮김, 철학 소사전, 이문출판사, 198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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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유형을 세 가지, 즉 사유작용(또는 ’현시 (Presentation)'), 감성 (Feeling), 그리고 의

지작용 (Willing)으로 구분한다.21) 따라서 우리는 ‘감성’이라는 마음의 능력은 정의상 ‘감

정’, 즉 의식적으로 느껴진 경험의 성질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소산이라고 간주해야 한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 소비자와 감성

우선 소비자 차원에서 대상의 특성과 디자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는

감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까지 소비자와 관련하여 감성을 이해할 경우에는 니즈

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감성관련 니즈와 그렇지 않은 니즈로 나누는 것이 일

반적이었으나 니즈와 감성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분류하므로 이해의 범위와 개념이 지나

치게 포괄적인 경향이 있어 파악하거나 개념화하는데 어려운 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감성을 니즈와 구분하여 감성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Customer)라는 명칭은 경제행위 중 구매행위의 주체로서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기도 하지만 단순 소비행위의 주체(Consumer)로서 혹은 제품의 최종 사용자(User)의 의미

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를 이해하고 그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제

품의 생산 주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행위

의 주체로서 행위에 대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이해와 함께 인간으로서 근원적 특질에 대

한 이해도 병행되고 있다. 특히 디자인과 관련될 경우 외형적인 행동에 대한 분석보다는

내면적 특질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특질은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욕구와 관련한 제 이론들이 소비자

를 이해하는 추상적 모델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특히 니즈(Needs)라

특성화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인 모형이 아브라함 마슬로우(Abraham Maslow)의 욕구 이론

(Hierarchy of Needs)이다. 스탠리 브라운(Stanley A. Brown)은 그의 책 ‘What Customers

Value Most'에서 마슬로우의 모형과 소비자 니즈의 제 단계를 다음과 같이 비교한바 있

다.22)

21) T. Abbot ed., On the Relation of the Faculies of Human Mind to the Moral Laws, in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ason and Other Works(London:longman, 1909), pp. 265-269, 정대현 외(1996), 위의 책에서 재 인용, p.25

22) Stanley A. Brown, What Customers Value Most, John Wiley & Sons Canada Limited, 1995,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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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욕구 모델에 따른 니즈 단계

위 모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응한 제품에 대한 니즈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

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제품 전략 수립이나 비즈니스(Business) 전략 수립 시에는 위

와 같은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될지 모르나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인

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니즈보다 구체화된 감성에 대한 분류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

다.

나. 감성의 개념

감성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감성에 대한

이해 및 분류 역시 선진국에서 먼저 시도되었으며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Kansei Engineering'이라는 표현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1986년 마쯔

다 자동차의 요꼬하마 연구소와 히로시마 대학의 ‘나가마찌’ 교수를 시발로 디자인과 폭넓

은 관계를 가지며 연구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감성공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는 않지만 Man-Machine Interface, Human Interface라는 개념으로 인간공학의 범주에서

연구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G7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Human Sensibility Ergonomics'라

고 정하여 연구하고 있다.23)

감성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되고 연구되고 있다. 심리학적 관점과 공학

적 관점이다. 심리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감성은 감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

23) 이순요, 양선모 공저, 가상현실형 감성공학, 청문각, 1997,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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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성 또는 정서(Emotion)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차원에 중점을 두고 정의되고 있다.24) 반면에 공학적 관점에서 이해

되는 감성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감각,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 야기되는 고

도의 심리적 체험으로 쾌적감, 고급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정의되며 복합적인 심리상

태를 구분하면 보다 적극적인 정서상태(기쁨이나 즐거움) 또는 소극적인 정서상태(혐오,

후회, 분노) 등을 수반하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25)

감성에 대해 단일한 형태의 개념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무모할 수

있다.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실체에 대한 개념화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

고 연구자의 시각과 그 배경에 따라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감성에 대한 직접적 설명이나 설명보다는 감성과 관련되

어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외부 현상을 중심으로 그 속성을 규정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

들을 볼 수 있다. 바이론 리브스와 클리포드 내스(Byron Reeves & Clifford Nass)의 감성

의 속성과 구조에 대한 설명 역시 감성의 이해에 대한 간접적 시도의 예를 잘 보여준다.

그 두 연구자의 연구의 경우 감성(Emotion)에서 환기 혹은 자극(Arousal)과 결합 수가

(Valence)가 기본적인 두 차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두 차원의 가치는 서로 독립적이며

한 차원의 가치를 통해 다른 차원의 가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꽃, 귀여

운 아기와 에로틱한 감정은 모두 긍정적인 결합수가를 가지지만 서로는 상반된 자극 수준

을 가진다. 좀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든다면 장례절차라는 개념과 절단된 신체라는 개념

은 모두 부정적 결합수가 즉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지만 단지 신체절단이라는 개념만 뚜렷

한 자극을 가짐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26) 이처럼 감성을 명확한 단일 개념으로 이해하

기보다는 아직까지 경험적 연구를 통한 외부의 현상을 유추해서 그 구조와 발생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바라보는 감성의 개념 역시 이들의 연구처럼 명확한 단일 개념을 규정하

여 진행하기는 제한의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 감성을 주로 디자이너

와 소비자와 관련이 있는 차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성에 대한 개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정서의 경우 인간의 감정과 주변

의 내적 반응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이해가 있었지만 소비자와 디자이너 중심

의 감성의 경우 양자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에 국한하여 살펴볼 수 있는 특수성이

24) 김경희, 정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6, P.17

25)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감성측정 및 평가기술개발, 과학기술처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1995, P.3

26) Byron Reeves & Clifford Nass, The media equ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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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자극이 주변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극에 대해 연구되

어지는 반면 디자인과 관련한 연구의 경우 제품이 자극으로 제공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감

성과 이의 발현 과정을 살피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시각은 본 연구의

시각과도 일치하며 그 연구 과정을 위한 감성에 대한 개념 규정 역시 제한된 의미의 감성

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앞서 논의에서 정서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감성 역시 구조

적 혹은 과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로 정의에 관한 시각의 분류가 가능하며 감성의 기

능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구조와 관련한 개념정의 시각의

분류는 우선 신경 생리학적 과정에 초점을 맞춘 시각과 두 번째는 감성에 의해 발현되는

표현 혹은 감성적 행동을 초점을 둔 시각, 세 번째로 주관적 경험과 관련지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감성의 기능과 관련한 구분으로 우선 적응적 혹은 분열적 영향

에 관점을 둔 시각 다음으로 생리학적 동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에 주안점을 둔 관점,

마지막으로 감성과 기타 다른 심리학적 과정을 구분하는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27)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의 시각이 있지만 디자인 관련 감성의 연구와 활용의 용이

성을 고려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Emotion으로 표현되는 포괄적인 정서 혹은 감

성관련 단어를 감성의 구조적 시각 차원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감성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

혹은 표현과 연관지어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후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을 결정하고 연구에서 목적하고 있는 디자인 관련 도구개발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

다.

27) http://www.eb.com, Encyclopaedia Britannica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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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커뮤니케이션과 감성

1.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시장경제를 논할 때면 의례 무한경쟁이라는 말로 시장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경쟁의 심화는 결국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유도되어 각 대상자는 정보

의 교환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정보의 교환 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성

공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고도 대중소비사회, 고도 정보사회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현대는 결국 사회 내에서 발생되는 커뮤니케이션의 폭과 깊이에 따라 사회전반의 상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 기업활동의 토대가 되는 시장의 상황까지도 결정한다고 할 수 있

다.

추상적 차원에서 시장에서 발생되는 경제행위를 조망한다면 소비자와 생산자, 디자이너

와 생산자, 소비자와 디자이너 모두 일정 영역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화의 첨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쟁이 심화될수록 생산자와의 커

뮤니케이션 관계보다는 디자이너와 소비자간의 커뮤니케이션 관계 즉 더욱 세부적이고 집

중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해짐을 시장에서 성공하는 많은 제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디자인과 소비자를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와 객체로 가정하여 관계를 설정하는 것

은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크리펜도프와 버터(K.

Krippendorf and R. Butter)는 디자인을 기호생성 과정으로 이해하여 특정한 메시지

(Message)를 생산한다고 보았다. 이 모형에 의하면 디자이너를 메시지의 생산자로 가정하

여 디자이너의 제반 환경, 배경, 능력 및 어휘, 관찰결과, 의도, 조건 등의 요소에 따라서

특정한 문법을 지닌 디자인 결과물인 메시지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소비자가 수신자의 입

장에서 배경, 이해력 및 어휘, 효과, 조건, 요구 등의 요소에 따라서 특정한 형태의 정보로

이해함을 도식화하고 있다. 물론 메시지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디자이너와 소비자로 규정

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역으로 이 두 주체의 역할이 바뀌어서 소비자가 메시지의 생산

자가 되고 디자이너가 이의 수신자가 되어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면 곧 소비자의 니즈 파

악 모형이 된다고 하겠다. 이 모델은 디자인을 단순화하여 묘사하였지만 실제로는 더 많

은 영향 요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와 디자이너를 커뮤니케이션 관계의 주체와 객체 혹은 그

역으로 가정하여 이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형태와 디자인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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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형태에서 중요한 중심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감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 한다.

그림 3.8,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출처 : K. Krinppendorff and R. Butter, Product Semantics, Innovation, 1984. Spring, pp.4-9.

가. 성립 요건과 기능

디자인을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 의미와 구체적 의미로 나

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 의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매개를 통한 의미의 전달이라

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매게는 커뮤니케이션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매개를 형성

하기 위해서는 일방에서 일정한 형태의 표시가 있고 이의 타자가 표시된 매개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이 표시의 의지유무에 따라 자연적인 표시와 인위적인 표시

로 구분되기도 한다.28)

이 표시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정한 기능을 갖는다. ‘신호기능’과 ‘상징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호기능은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했을 때 일정한 반

응을 유도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상징기능은 역시 모든 참여자들의 이해하는 관습의

토대 위에서 기능할 수 있다. 상징기능은 추상적인 실체를 이해하도록 기능한다. 참여자들

의 경험이 시간 축에 따라 축적되고 확산됨으로 일정한 영역 내에서 공동의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징으로 통하는 표시의 의미는 언제나 고정되어 있지 않

28) 이정춘,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 나남출판, 1990,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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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즉 상징의 의미는 언제나 시간,

공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표시의 제 기능은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형식적으로 표시를

발생하고 수렴하는 구조는 언제나 형성될 수 있지만 신호와 상징이 참여자 영역 내에서

매개된 의미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경우에만 커뮤니케이션이 성

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구성요소와 유형

특히 인위적인 표시는 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인위적인 표시의

대표적인 예로 언어를 들 수 있는데 인위적인 표시의 기능이 커뮤니케이션을 특성화시킨

다. 인위적인 표시는 신호기능과 상징기능을 갖는데 기호학에서는 이 인위적인 표시를 포

괄해서 기호로 이해하기도 한다.29)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입각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 본다면 이 인

위적인 표시를 기호 즉 디자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모

형이나 기호학적 의미 모형은 주로 언어적 표현과 관계되어 확립된 이론이기는 하나 그

의미의 표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디자인 모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호학에 관련

한 모형에는 소쉬르(Saussure, Ferdinand de)가 가정 선구적이며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

다. 소쉬르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총체로 정의하여 외부세계에 의한 기표와 마음이라고

하는 내부 세계가 공급하는 기의, 세 번째로 이 둘의 합성되어 표상의 세계에 편입되는

기호로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김경용(1994)은 이 세가지 요소의 관계를 종합해서 다

음과 같은 모형으로 도식화하고 있다.

29) 이정춘(1990), 위의 책,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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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소쉬르의 기호 의미작용 모형,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30.

저자요약.

소쉬르 이외에도 유사한 의미이론이 형성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물리학자, 수학자이

며 철학자인 퍼스(Charles S. Pierce)는 기호와 물체 그리고 해석체라는 구조를 통해 의미

형성의 과정을 묘사하였다. 퍼스는 기호는 물체를 대표하지만 그와 동시에 특정한 관념적

개념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기호는 자기 이외의 어떤 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데 퍼스의 모형에서는 물체(Object)로 나타나고 있다. 기호가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해

석체를 통해야만 하는데 이 해석체는 해석자나 기호의 사용자가 아닌 기호에 의해 일어나

는 어떤 정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30)

그림 3.10, 퍼스의 기호의 삼부모형

특히 퍼스의 모형의 경우 기호를 디자인으로 이해한다면 물체를 제품으로 그리고 해석

30)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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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그 사이를 매개하는 감성으로 확대하여 이해한다면 디자인과 감성의 역할을 일정부

분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의미작용 주체인 기호를 디자인과 감성의 일부 복합

체로 이해한다면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곧 디자인과 감성으로 구체화

하여 이해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다양한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위의 경우처럼 포

괄적이고 추상적 시점 즉 메시지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언어 뿐 아닌 모든 대상체를

매개로 인정하는 모형이 있는 반면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시점에서 언어적 의사전달의 과

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까지 다양하다. 라스웰(Lasswell)의 모형에서 본다면 송신자, 동기,

채널, 메시지, 수용자, 효과라고 하는 구성요소들을 토대로 누가(Who), 어떤 경로로(In

which Channel), 어떤 내용으로(Says what), 누구에게(To whom), 어떤 의도를 가지고

(with what effects) 등으로 구성요소들을 구분하여 이해하기도 한다.31) 이러한 모형은 극

단적으로 추상화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그 유형이 극히 일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성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학자 나름대로 모형의 특성을 규정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는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의 모형과 같은 메시지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개체로 구분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모형의 유형에 구애됨 없이 모형의 의미적 확대를 통해서

디자인 프로세스 혹은 디자인과 감성이 이 모형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

다. 특히 감성의 경우 메시지에 수반하는 의미 해석체로 퍼스의 모형을 통해 이해한다면

그 중요한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2.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감성

디자인을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이해할 때 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관련 감성 정보에 대

한 수집 역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응용을 통해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커뮤니케

이션 매체가 지니는 정보 소통의 광범위함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제품의

디자인과 닿는 면이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는 흔히 인쇄매체, 방송매체, 뉴 미디어(New

Media) / 멀티미디어(Multi Media)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기본적으로 촉각이나 후각 혹은 공감각을 제외한 언어, 시각, 그리고 청각 정보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일상적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매체이므로 대단히 익숙하고 별도

31) 이정춘(1996), 위의 책,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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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유아를 대상으로 내적 상태를 외부로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연구에서 살펴본다면 매체

와 관련한 감성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 처음

출생시에는 생리적인 감정을 얼굴 표정과 소리로서 표현한다. 웃음을 비롯한 다양한 얼굴

의 표정을 통해서 고통, 관심, 혐오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달만 더 지나

면 사회적인 내적 상태 즉 감성을 역시 얼굴 표정과 소리로서 표현하게 된다. 이를 주로

수용하는 대상일 경우 이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 두 개월을 더 지나게

되면 두려움을 표현하게 되며 사 개월이 더 지나면 수치감을 그리고 2년 정도 경과하면

죄의식까지 표현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32)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본다면 언어 이외의

매체를 통해서도 감성을 전달하는데 효율성을 갖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기존 감성연구에서 특히 디자인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에서는 위의 모든 매체

형태를 이용하기보다는 언어정보와 시각정보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언어정보의

활용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시장조사 기법이 대부분 언

어정보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사 방법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상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포괄적 전략을 세우는데는 매우 유용하지만

디자인과 관련한 감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다소 정보의 질과 양이 부족하고 디자

이너가 디자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게 된다.

다음은 감성관련 연구에서 사용되는 언어, 시각, 청각 정보33)에 대한 특성에 대해 살펴보

겠다.

가. 언어 매체

언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의미전달을

언어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언어의 의미분절을 단어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은 평균적으로 성인이 되기까지 습득하는 단어의 수는 약 5만 개로 추

정되고 있다. 물론 어휘량의 추정에 사용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추정 어휘량은 조

사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5만이라는 숫자는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된 것이다. 기타

32) http://www.eb.com, Role of expressions in communicating internal status.

33) 본래 청각 정보의 형식은 무척 광범위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청각 정보를 고려하기에는 한

계가 있어 음악 정보에 국한하여 청각 관련 감성을 평가하는 매체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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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들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얻어졌기 때문에 한국인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의 어휘량

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획득된 어휘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심성어

휘집(Mental Lexicon) 또는 어휘기억(Lexical Memory)라고 불리는 지식 축적의 형태로 저

장된다.

a) 언어 인지 모형

이러한 언어는 일정한 계통을 통해서 서로 인지되고 획득되는데 두 가지의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나는 자율적 모형(Modular Model, 혹은 단위 모형)과 상호작용적 모형

(Interactive Model)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자율적 모형

자율적 모형에서는 문장 이해과정은 몇 개의 하위모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각각의 모

듈은 다른 모듈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정보처리 방식을 가진다. 모듈간의 관계는 계층적

이지만 상위모듈이 하위모듈의 처리를 간섭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포스터 (Forster)가

제안한 문장 이해모형에서는 단어처리기, 통사처리기, 의미처리기의 3개의 모듈이 있다.34)

그림 3.11, 문장이해과정의 자율적 모형(Forster, 1979)

여기서 단어인지는 단어처리기에 의해 수행되며 단어간의 문법적 관계에 대한 처리는

통사처리가, 그리고 문장 전체의 의미의 해석은 의미처리기에 의해 이루어진다. 각 모듈은

하위 모듈로부터의 입력을 받지만 하위 모듈의 처리를 지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따라

서 여기서 정보처리의 흐름은 일방향적이다.

② 상호작용적 모형

자율적 모형에 대립하는 것이 상호작용적 모형이다. 여기서 문장이해는 여러 하위 처리

34) Forster, K. I., Levels of Processing and the structure of the language processor. In W. E. Cooper & E.

Walker(Eds.), Sentence processing : Psycholinguistic studies presented to Merrill Garrett.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aite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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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들의 동시 병렬적인 작업과 이들간의 광범위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35) 하위

처리기들은 처리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음운처리기, 단어처리기, 통사처리기, 의미처리

기 등이 존재한다. 여기서 상호작용이란 어떤 처리기가 그보다 하위처리기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을 뿐만 아니라 상위처리기로부터 오는 정보도 입력받고 있으며 이것이 처리에 즉

시 반영된다는 것이다. 즉, 여기서 정보처리의 흐름은 양방향적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단

어처리는 상위처리기들로부터 제공되는 통사 정보 및 의미 정보 등에 의해 좌우된다.36)

그림 3.12, 문장이해과정의 상호작용적 모형

b) 언어의 의미전달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공통적인 의미처리 구조를 가지는 언어지만 때에 따라서

는 그 의미를 놓고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일례를 든다면 2차 대전 끝 무렵에 연합

군 측에서 일본에게 항복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측에서는 ‘무시하다’ 혹은 ‘잠

시 언급을 피하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모꾸사츠”라는 말로 회답했다. 일본측에서는

회답을 보류하고 토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자 했다. 그런데 연합군측에서는 이 말을 항복

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폭탄투하로 전쟁을 마감했다.37)

이 예에서 보듯이 언어는 늘 사용하는 가장 간단한 의미전달 수단이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모호한 의미전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감성 평가에서 주된 도구로

사용되는 언어 평가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모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

35) Rumelhart, D. E. (1977). Toward and interactive model of reading. In S. Dormic(Ed.), Attention and Performance VI.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36) 이정모 외(1999), 위의 책, pp.266-274

37) Richard F. Taflinger, Taking advantage the power of words : advertising tricks of the trade, http://www.

wsu.edu:8080/~tafilinge /wor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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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언어는 일반적으로 외연적 (denotative) 언어와 함축적 (내포적, connotative) 인 언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외연적 언어는 주로 명사와 같이 분명한 지시 대상이 있거나 뜻

이 명확하게 정의되는 언어를 의미한다. 반면에 함축적 언어는 형용사나 부사처럼 추상적

대상을 나타내거나 속어처럼 이중적 의미를 지닌 말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 함축적

언어가 감성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감성평가에서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는 주로 형용사이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의미에 있어서 함축성을 지니고 있

다.

언어를 다른 차원에서 분류한다면 구체(Concrete) 언어와 퍼지(fuzzy)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언어는 외연적 언어와 비슷하게 구체적 지시체(Referents)가 있는 경우이다. 반

면에 퍼지언어는 추상적 사실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퍼지언어는 함축적 언어와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함축성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정의될

수 있다. 감성평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함축 혹은 퍼지언어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듣는

대상에 따라서 각기 달리 해석될 수 있다.38)

이러한 언어의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Client)간의 대화는 주로

구어를 통해서 진행되며 다시 언어적 정보들이 시각적 정보로 해석되는 과정이 디자인 프

로세스 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로손 (Lawson)39) 의 최근 사례연구에서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간의 대화 중에서 이러한 점이 목격되었음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디자인에 관한 최근연구에서 구어 정보들이 초기 스케치 상에서 간략한 단어들로 최초로

실체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체화는 언어 단계에서 평가되고 설명

되어지며 시각적 형태로 수정되어진다. 이후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간에 이해가 확대되고

만족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반복적으

로 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의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40) 즉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최초의 디자인 구체화는 언어 정보 교환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그만큼 의미의 정확

한 전달이 효율적 프로세스 구현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시각 매체

38) Richard F. Taflinger, 위의 자료

39) Lawson, B., Design in mind, Butterworth-Heinemann, Oxford, 1994

40) A. Tomes, C. Oates, & P. Armstrong, Talking design : negotiating the verbal-visual translation, Design Studies, 19,

1998,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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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 청각 정보의 경우 매체가 가진 정보의 양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로 인간의 처

리 속성과 연관지어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범위한 정보의 양만큼 인간은 시각정

보에 의존하게 된다. 통상 70%의 정보가 시각 매체를 통해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양적인

측면 때문에 시각 정보 특히 영상을 포함한 그래픽(Graphic)정보의 경우 인간의 인지 모

델에 근거해 특성을 분류하게 된다.

a) 시각 기제를 통한 인지구조

시각기제를 통한 인지모델은 지각(Perception)과 기억(Memory)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13, 인간 정보처리 모델

(출처 : Christopher D. Wickens, Engineering Psychology and Human Performance,

HarperCollins, 1992, p.17)

언어 매체와 비해 시각 매체는 비 선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아날로그(analog)적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정확성에서 시각 커뮤니케이션은 지시내용이 애매 모

호하고 허용량이 너무 커서 의미를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유동적이어서 보

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으나 반면에 전달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의미

가 풍부한 유동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41)

41) Tachikawa Keiji 저, 한국 전자통신 연구소 역,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한국 전자통신 연구소, 1994, PP.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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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각 매체의 속성

시각매체와 정보전달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리학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연구되었다. 특

히 기억과 관련하여 시각관련 정보와 문자 또는 음성 중심의 정보를 단독으로 혹은 복합

적으로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시각 매체와 언어 매체간의

정보양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매체가 정보의 완벽한 전달을 위해서 효과

가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시각 매체 특히 그림 혹은 사진의 효과에 대해 연구가 다년간 진행

되었다. 언어 정보에 그림 정보 함께 제시하므로 언어정보의 독립적 제시보다 기억이 향

상됨을 보고하였다.42) 연상 기억에 대한 연구에서 기억의 정교화로 성공적으로 연속적 연

상수행(paired associate performance)이 수반됨을 나타내고 있다43). 비록 기억 향상술

(mnemonics)이 늦게 발전하였지만 완전한 사진과 같은 시각 암시의 제시는 기억력에 도

움을 주었다44). 그림 암시는 기억의 생각을 자극하고 생각은 심상에 대한 생성물을 보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5). 정신의 정교화(elaboration)는 따라서 이미지 제시에 의해

자극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심리학 관련 연구에서는 아이들과 관련해서 연령의 차이에 따라 언어정보에 기초

한 시각 정보 처리가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들의 발견들이 유용한 것은 듣

는 것에 대한 이해가 보는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가 아이들의 독해력 차이에서 오

는 영향을 배제하고 기억에 대한 그림의 효과에 대해 실험되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문장에서 그림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레빈 (Levin)은 그림들은 다양한 이해와

기억의 수준을 생산하는 문장들과 상호반응하며 문장으로부터 도출되었지만 효과는 그 이

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46) 부차적인 증거로 글과 관련해서 그려진 그림들은 관련없이 그

42) Kee, Daniel W., Terece S. Bell, and Beryl R. Davis(1981),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Effects of Presentation

Mode on the Storage and Retrieval of Noun Pairs in Children's Recognition Memory, Child Development, 52(March), pp.

268-279, M. Carole Macklin (1994), The Impact of Audiovisual Information on Children's Product-related Recal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1, 재인용, pp. 154-155

43) Pressley, Michael (1982), Elaboration and Memor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April), pp. 296-309.;

Rohwer, William D., Jr. (1973), Elaboration and Learn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ed. Hayne W. Reese, New York: Academic Press, pp. 1-57.

44) Pressley, Michael, John G. Borkowski, and Carla J. Johnson (1987), The Development of Good Strategy Use :

Imagery and Related Mnemonic Strategies, in Imagery and Related Mnemonic Processes : Theories, Individual

Differences, and Applications, ed. Mark Mcdaniel and Michael Pressley, New York: Springer, pp. 274-297.

45) Kieras, David (1978), Beyond Pictures and Words: Alternative Information Processing Models for Imagery Effects in

Verbal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85(may), pp. 532-34, M. Carole(1994), 재인용, p. 155

46) Levin, Joel R.(1989), A Transfer-appropriate-processing Perspective of Pictures in Prose, in Knowledge Acquisition

from Text and Pictures, ed. Heinz Mande and Joel R. Levin, New York: Elsevier, pp. 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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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그림들과 달리 학생들의 기억과 회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7) 결과적으

로 그림들은 문자보다 더 구체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기억 자취(memory trace)를 제공한다

고 할 수 있다.

프리슬리와 밀러 (Pressley and Miller)는 초기의 연구에서는 그림의 영향에 대한 연구

가 문장의 뜻과 완전히 중복된다고 여겨지는 그림들에 중심을 두어 진행되었지만 그와 같

은 중복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최근에 덜 완전하게 묘사된 그림들의 효과에 대

해 연구되었고 이들 부분적으로 묘사된 그림들은 묘사되지 않은 부분만큼 전달을 하지 못

하였지만(Rohwer) 부분적 그림의 형태에서 맥락적 예를 제공함으로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것맨 (Guttman) 등은 부분적 그림을 통한 암시는 잃어버린

정보를 위해 또한 정교화와 회상의 촉진을 위해 이미지 생성을 매개한다고 하였다.48) 이

들 연구에서 완벽한 그림은 심상을 부여하며 부분적 그림들은 심상을 도출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들 모두 정신의 정교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다. 청각 매체

청각적 자극은 일반적으로 직접적 반응을 유도한다. 물론 시각 매체에 비해서는 정보

전달의 양이 적을 수 있지만 같은 유형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상보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청각 매체는 물리적으로 몇 가지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종류와 성격을 다르게 나눌 수 있지만 골드스타인

Goldstein의 경우에는 청각 매체의 구성요소를 크기(Loudness), 음조(Pitch), 위치

(Localization), 음색(Timbre)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크기는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개념

적으로 진동수가 일정하고 진폭을 증가시키면 크기가 커진다. 음조는 음의 높낮이라고 할

수 있다. 위치는 음원의 공간과 관련된 발생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음색은 음이 가지고 있

는 고유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49) 물론 물리적으로 분석한다면 보다 복잡한 구조로 분

석이 가능할 것이다.

감성과 관련해서 청각 매체에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매체

47) Levie, W. Howard and Richard Lentz (1982), Effects of Test Illustrations: A Review of Research,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30(Winter), pp. 195-232, Gary J. Anglin, and Russell N. Carney (1987), On

Empirically Validating Functions of Pictures in Prose, in The Psychology of Illustration, Vol.1, ed. Dale M. Willows and

Harvey A. Houghton, New York:Springer, pp. 51-85, M. Carole Macklin(1994), 재인용, p. 155

48) Guttman, Joseph, Joel R. Levin, and Michael Pressley (1977), Pictures, Partial Pictures, and Young Children's Oral

Prose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October), pp. 473-480

49) E. Bruce Goldstein, Sensation and Perception, ITP, 1996, 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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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가장 대표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음악과 같은 경우 나름의 문법을 가지고 의미를 생

산하면서 일상적 표현에서 말하는 이성적 차원보다 감성적 차원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음악 역시 생물학적 기능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언어와 다른 점은 문화

의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에 익숙하다는 점이다.50)

a) 음악의 구성요소

위에서 골드스타인 (Goldstein)의 청각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인

간공학적 관점에서 청각 매체를 이해하여 물리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분류는 고든 (Gordon)51)의 분류로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음악과 인간의

감정 혹은 감성과 관계를 살피면서 분류하였다.

① 시간(Time)

음악은 시간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음악에 사용되는 모든 소재는 시간의

길이 여하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음악구성에 사용되는

몇몇 요소들은 음악 전체의 성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리듬, 템포, 구절 등이 시간과 관련한 요소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리듬과 템포가

음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세부 요소와 인간의 감정 혹은 감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세부요소의 차이로 인해서 전체 음악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도 음악과 관련하여 어떤 요소들이 음악의

전체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간관련 요소들의 특성과 그 연구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 관련 요소들의 간략한 정의를 내린다면 리듬은 노래에서 비트(beats, 이하 박자)또

는 노트(note, 이하 음표)에 주어진 액센트(accents, 이하 강세)의 패턴(Pattern)이다. 템포

(Tempo)는 리듬이 진행되는 속도 혹은 비율이다. 구절법(phrasing)은 구절이 점유하고있는

리듬의 주기(Period)와 비교해 음표가 소리내는 시간의 길이이다. 예를 들어 스타카토

(Staccato) 음표는 단지 한 소절의 작은 부분동안 소리내지만 레가토(Legato)음표는 다음

음표의 소리까지 유지된다.52)이상의 요소들은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개념의

50) Manfred Clynes Ed. Music, mind, and brain-The neuropsychology of music, Plenum Press, 1982, P.1

51) Gordon C. BrunerⅡ, Music, Mood, and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October, 1990, pp.94-100

52) Gordon C. Bruner (1990), 위의책,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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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고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간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템포, 리듬, 구절(Phrase)을 중심으로 음악과 감정의 관련

을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3.14, 시간관련 세부속성

템포(Tempo)에 대해서 다년간 연구했던 학자들은 대체로 모든 빠른 음악은 사람들로

하여금 느린 음악에 비해서 행복하거나 기쁜 느낌을 가지도록 함을 발견하였다.53) 특히

해브너 Hevner54)는 느린 템포(Tempi)는 평온하고 서정적이거나 고독한 느낌을 사람들이

표현하도록 하는 반면에 빠른 템포는 흥겹고 유쾌한 종류의 감정을 유발한다는 연구를 발

표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 템포의 빠르기에 따라서 감정이 고조되거나 이완되는 상태는

일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들 연구가 음악의 빠르기와 감정간에 긍정적 관계를 연구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반면

에 빠르기와 감정의 관계가 유일한 것은 아니라는 다른 연구들이 또한 발표되었다. 대체

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빠르기인 70에서 110BPM의 템포에서 역 U자형의 선호곡선이 나타

나는데 이 선호곡선의 의미는 같은 선호 템포의 범위내일지라도 내용에 따라 변하는 경향

53) Gundlach, Ralph H. (1932), A Quantitative Analysis of Indian Music,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4(January),

pp. 133-145.; Rigg, Melvin G. (1940), Speed as a Determiner of Musical Mood,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7

(November), pp. 566-571.; Scherer, Klaus R. and James S. Oshinsky (1977), Cue Utilization in Emotion Attribution From

Auditory Stimuli, Motivation and Emotion, 1(December), pp. 331-346.; Swanwick, Keith (1973), Musical Cognitive and

Aesthetic Response, Psychology of Music, 1(June), pp. 7-13.; Watson, K. Brantley (1942),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Musical Meanings, Psychological Monographs, 54(2), pp. 1-43.; Wedin, Lage (1972), A Multidimensional Study of

Perceptual Emotional Qualities in Music,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13(4), pp. 241-257., Gordon(1990), 재인용,

p. 94

54) Hevner, Kate(1935), The Affective Character of the Major and Minor Modes in Musc,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5(January), pp.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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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음악의 빠르기는 음악의 전체적인 느낌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음악 장르만큼 선호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55)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앞의 연구에서처럼 빠르기와 감정의 변화가 일관되

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장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장르의 음악에서는 빠르

기의 변화가 그다지 크게 감정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 시간요소의 리듬과 관련한 측면의 시험이 있었는데 해브너 Hevner(1936)

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의 대부분이 꽉 짜인 리듬은 신성하고 심각하고 그리고 강건하다라

고 평가하였고 반면에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리듬은 좀 더 행복하고 활동적이며 그리고

꿈같은 느낌을 나타낸다고 평가하였다. 건들래쉬 Gundlach56)는 부드러운 리듬의 음악은

밝거나 활동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불규칙적인 리듬의 음악은 권위적이거나 기고만장

(exaltation)하게 여겨진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리듬을 다른 요소와 독립된

요소로 분리하여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리듬의 차이가 뚜렷한 음악을 소재로 사용하여 진

행된 실험의 경우에서 리듬 역시 감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 요소의 또 다른 측면인 구절(Phrase)과 관련하여 웨딘 Wedin은 음악의 활동 차원

의 다양성의 대부분은 구절에 의해 설명됨을 발견했다. 특별히 매우 강하게 연주되는 스

타카토 음표가 가득한 음악은 생기, 활력 그리고 동요의 인상을 준다. 반대의 경우, 레가

토(legato)음악은 좀더 평화롭고, 점잖거나 몽환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됨을 연구하였

다.57)

템포, 리듬, 구절의 세 가지 시간관련 요소는 감정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지만 유발하는 감정의 종류는 약간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템포,

리듬, 구절의 순서로 음악과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특성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② 음조(Pitch)

55) Dowling, W. Jay and Dane L. Harwood (1986), Music Cognition, Orlando, FL: Academic Press, Inc.; Fraisse, Paul

(1982), Rhythm and Tempo, in The Psychology of Music, Diana Deutsch, ed. New York: Academic Press, Inc., pp.

149-180.; Holbrook, Morris B. (1983), Using a Structural Model of Halo Effect to Assess Perceputal Distortion Due to

Affective Overton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September), pp. 247-252.; Konecni, Vladmimir J. (1982), Social

Interaction and Musical Preference, in The Psychology of Music, Dianna Deutsch, ed. New York: Academic Press, Inc.,

pp. 497-516. Gordon(1990), 재인용, pp. 95-96.

56) Gundlach, Ralph H. (1935), Factors Determining the Characterization of Musical Phrases,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7 (October), pp. 624-643., Gordon(1990), 재인용, p. 96.

57) Wedin, Lage (1972), pp.2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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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조와 관련한 요소 역시 선율(melody)과 조성(mode) 그리고 화음(Harmony)의 세 가

지 세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세부 요소를 간략히 정의한다면 선율(melody)은

어떤 노래에 걸쳐 발생되는 음표의 연속이다. 선율의 변화들은 올라가거나(Up in pitch)

내려올(Down in pitch) 수 있다. 하나의 음표의 반복이 가능한 것처럼 음조의 도약(Leaps

in pitch) 역시 가능하다. 선율은 일곱 개의 알파벳과 샤프(#)나 플랫(flat;b)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조에서 연주될 수 있다. 조성(mode)은 음표의 연속을 나타내는데 노래 음색의 실

체라 할 수 있는 오름순 음조의(ascending pitch)의 음계(scale)내에서 배열된다. 어떤 조에

서든 몇몇 음계는 가능한데 현대 서양음악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장조(major)와 단조

(minor)이다. 만일 선율을 시간에 따라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수평적이라고 한다면 하모니(

Harmony, 화음)는 수직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모니는 협화음(Consonant)이거나 불협화음

(Dissonant)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음표와 코드(chords)가 유쾌한(agreeable) 주

관적 반응을 생산하는 반면 후자는 불쾌한 반응을 유발하는 소리를 지칭한다.58)

그림 3.15, 음조관련 세부속성

음조와 감정의 반응에 대해서는 건들래쉬 (Gundlach), 헤브너 (Hevner), 릭 (Rigg)과 왓

슨 (Watson)에 의해 주로 조사, 연구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음조와 행복감의 인식이 강

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빠른 음조의 음악은 좀더 흥분되거나 행복한 감정을

유발하는 반면에 느린 음조의 음악은 슬픈 감정을 유발함이 인지되었다.

헤브너 (Hevner)와 슈어러 (Scherer)의 두 연구에서는 조성과 관련해서 서양 문화의 음

악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생각인 장조의 음악은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만들고

58) Gordon C. BrunerⅡ (1990),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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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단조의 음악은 반대의 감정을 유발하거나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실험을 통해 연구

했다. 결과는 물론 전통적 생각이 유의함을 나타냈다. 단조의 음악은 구슬프고 때로는 화

나며 신비스런 인식적 특질을 갖는 반면 장조의 음악은 행복하고 밝고 또는 쾌활한 인식

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59)

헤브너 (Hevner), 왓슨 (Watson), 웨딘 (Wedin)은 화음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표현반

응이 나타나는가 하는 화음의 경향을 연구했다. 일반적으로 화음을 이루는 음악은 쾌활하

고 행복하거나 고요하게 묘사 반응되었다. 반면에 불협화음들이 구성된 음악은 동요하거

나 불길한(ominous) 또는 슬프게 사람들에게 인지됨을 밝히고 있다.60)

음조와 관련한 또 다른 두 가지 세부특성은 선율의 방향과 음의 범위이다. 헤브너

(Hevner)는 오름 선율은 위엄있는 느낌이거나 장중하게 보여지고 반대로 내림 선율은 상

쾌하거나 쾌활하게 보여졌다. 음 범위에 대한 발견점들은 한 옥타브 이상의 초대 범위의

작곡은 좀더 밝게 인식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반대로 작은 옥타브의 범위는 더 음산하게

인지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61)

③ 음감(Texture)

음감과 관련한 음악의 속성은 좀 더 세부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음에 대

한 감각으로는 자세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감과 관련한 감성관련 연구는 전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음감에 대해 세부 속성을 살펴보고 간략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시간과 음조 관련 세부 속성들은 음악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인 반면 음감은 음악에 있

어서 색깔(color)과 미적 풍부함을 제공한다. 음색(Timbre)62)은 음악의 감의 한 부분이고

한 악기가 내는 소리가 다른 악기가 내는 소리와 다르게 나타나는 음정(Tone)63)의 독특함

을 지칭한다. 합주(Orchestration)64)는 이들 음악적 작업에서 복합적 감(texture)의 구조를

생산하는 다양한 악기들의 독특한 음을 하나로 엮는 예술이다. 마지막으로 크기(Volume)

역시 음악의 감에 기여한다. 크기는 어떤 음표의 악절을 다른 악절보다 크게 하기 위해

59) Hevner (1935), pp. 103-118.; Scherer and Oshinsky (1977), pp. 331-346.

60) Wedin, Lage (1972), pp. 241-257.

61) Gundlash, Ralph H. (1935), pp. 624-632.

62) 음질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63) 사전적 번역으로 음색으로도 가능하다.

64) Instrumentation으로도 쓰이며 연주로 번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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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전체 단가(a whole song)를 다른 것들보다 크게 하기 위해 하나의 음표를 주변의 다

른 음들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림 3.16, 음감관련 세부속성

음악의 감에 대한 연구는 음조나 시간 관련 특성들에 비해 덜 연구되었다. 어쨌든 합주

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초기 연구들에서는 금관악기들은 의기 양양하거나 괴상

한 특성으로 표현되는 선율을 전달하고 목관악기는 불편하거나 슬픈 느낌을 표현하는 선

율을 전달하고 피아노의 선율들은 밝거나 고요하게 인식되고 현악기 소리는 즐거운 특성

들과 연상이 되어 표현됨을 발견하였다.65) 키니어 (Kinnear) 와 반 스톤 (Van Stone)은 목

관악기의 경우 자주 묘한 느낌의 생각을 표현되어 지는 반면에 금관악기는 심각하고 장엄

한 느낌으로 표현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현악기의 음악은 어떤 특정한 분위기를 전하지

는 않았지만 다양한 분위기를 표현하는데는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66)

볼륨(Volume)에 대해서는 음조의 다른 요소와는 달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들래쉬 (Gundlach)67)는 큰 볼륨의 음악이 의기양양하거나 활력있게 묘사됨을 발견하였

고 반면에 볼륨이 낮은 부드러운 곡들은 섬세하거나 고요하게 판단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왓슨 (Watson)68)역시 볼륨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볼륨이 큰 노래들은 흥분되거나 행복하게

특징지어짐을 발견하였고 볼륨이 작은 부드러운 곡들은 평화롭거나 심각하게 인식됨을 발

65) Gundlash, Ralph H. (1935), PP. 133-145

66) Kinnear, Joan K. (1959), The Effects of Instrumental Tone Quality Upon Mood Response to Mus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Florida State University.; Van Stone, Joan K. (1960), The Effects of Instrumental Tone Quality Upon

Mood Response to Music, in Music Therapy 1959, Erwin H. Schneider, ed. Lawrence, KS:Allen Press., Gordon(1990),

재인용, p. 98.

67) Gundlach, Ralph H. (1932), pp. 133-145.

68) Watson, K. Brantley (1942), p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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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였다.

이제까지 음악의 다양한 속성에 대해 살펴본바 음악의 주요 속성인 시간, 음조, 음색의

특성을 통해서 음악이 감성에 강한 영향을 미침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시간, 음조의

속성은 전체 음악의 영향 중에서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고 각 세부 속성의 여하에

따라서 감성의 영향 정도를 조정하거나 방향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악과 관

련하여 그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음악을 하나의 정보로서 인식하여

보편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문법의 활용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서 감성을 전달하는데 청각매체 중에서 음악이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이해

할 수 있었으며 좀더 발전하여 음악의 제 요소와 좀 더 세부적인 감성의 연결도 가능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가설의 설정

가. 시각 매체의 의미 정교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속성이 감성의 전달에 혹은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시

각 매체와 청각 매체 그리고 언어 매체 모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시각 매체의 경우 언어 매체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하여 기억이 용이하게 하거나 오

랜 시간 기억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었고 완전하지 않은 시각 매체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프리슬리와 밀러 (Pressley and

Miller)는 초기의 연구에서처럼 혹은 것맨 (Guttman) 등의 그림을 통한 암시처럼69) 충분히

유추하거나 심상의 도출을 통해서 언어 정보의 이해에 정교화를 꾀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

다.

이러한 시각 매체와 언어 매체간의 특성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리차드 태플링거

(Richard F. Taflinger)70)의 지적처럼 언어 정보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특히 형용사와 같은

퍼지 언어 (Fuzzy Words)를 통해 의미를 전달할 경우 모호함을 가중시켜 의미의 왜곡을

69) Guttman, Joseph, Joel R. Levin, and Michael Pressley, Pictures, Partial Pictures, and Young Children's Oral Prose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October), 1977, pp.473-480.

70) Richard F. Taflinger, Taking advantage the power of words : advertising tricks of the trade, http://www.

wsu.edu:8080/~tafilinge /word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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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따라서 시각 매체의 의미의 정교화 기능을 통해서 의미

왜곡의 측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설 1 : 언어 매체 혹은 언어적 정보와 시각 매체 혹은 시각적 정보의 동시 사용

혹은 복합 사용을 통해서 언어정보가 가지는 모호성을 줄이고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의 전달을 정교화(elaboration)71) 할 수 있을 것이다.

1) 감성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감성형용사의 모호(Fuzzy)한 측면을 시각 정보를 활용,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감성형용사 단독 제시의 경우와 시각 매체와 복합 제시의 경우에 시각 매체 복합 제

시시 연상의 범위가 축소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시, 청각 매체의 의미 정교화

문헌연구를 통해서 음악의 구조와 속성이 인간의 감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음악의

세부 속성에 따라서 감성의 표출 방향 또한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드스타인 (Goldstein) 의 경우에는 음악의 속성을 크기(Loudness), 음조(Pitch), 위치

(Localization), 음색(Timbre) 이라고 하는 음향을 포괄하는 청각 매체의 속성으로 분류하였

지만72) 고든 (Gordon)73)의 경우 감성과 관련한 음악에 초점을 맞추어 시간(Time), 음조

(Pitch), 음감(Texture)의 세가지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고든의 분류가 본 연구에서 유

용하게 활용되는 것은 음악을 인간의 감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가정하여

그 상관관계를 고찰하였고 더욱이 세가지 속성을 음악적 표현 방법과 연관지어 더 세분화

하여 시간을 템포(Tempo), 리듬(Rhythm), 구절(Phrase)로 음조를 선율(melody), 조성

(mode), 화음(Harmony)으로 음감을 음색(Timbre), 합주(Orchestration), 크기(Volume)로 실

증적 연구를 통해서 규정하였다.

앞서 시각 매체의 특성이 의미의 정교화라고 한다면 청각 매체 특히 음악의 경우에 9

가지 세부 속성의 조정을 통해서 감성의 미세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감성 전달 혹은

파악의 정교화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의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감성 평가에서 감성형용사

71) 정교화라 번역한 Elaboration의 구체적 의미를 연상 범위의 축소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감성 형용사의 경우 사고모델

(Mental model)의 구조에 따라서 다른 감성이지만 같은 언어로 표현되는 사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연상의 범

위를 좁히는 작용을 정교화라 정하고 이후 사례연구를 통해서 구체적 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2) E. Bruce Goldstein(1996), Sensation and Perception, ITP, p. 340.

73) Gordon C. BrunerⅡ(1990), Music, Mood, and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October, pp. 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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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각 매체 그리고 청각 매체인 음악을 활용하여 의미의 정교화, 감성 전달의 정교화를

일정한 영역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가설 2 : 언어 정보와 시각 매체를 통해 의미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다면 커뮤니케

이션 상에서 청각 매체 특히 음악의 활용을 통해서 감성의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 언어 정보와 시각 매체의 활용을 통해서 언어 정보가 가지는 의미 영역의 정교화가

가능하다면 청각 매체, 음악의 활용을 통해서 언어 정보 특히 감성형용사의 의미 영역이

보다 정교화해 질 것이다.

2) 이의 확인을 위해 실험을 통해 청각 매체인 음악의 복합 활용으로 연상 범위의 축

소74)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74) 연상 범위의 축소는 의미 전달 프로세스에 있어서 의미의 손실 혹은 정보의 손실을 의미하기 보다는 정보 생산자의

정확한 정보 특히 감성을 전달함에 있어서 핵심적 정보만을 전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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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례연구

본 실험은 이미 지적된 기존 감성평가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디자이너 입장

에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평가도구 설계를 위한 기초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디

자이너와 친숙성, 지나친 공학적 구체성, 정량적 정보의 함축성, 해석과 활용의 불친절함

등 지나치게 정량적 수법에 의존하는 기존의 감성평가 방법은 디자이너의 속성과 일정한

정도 차이가 있음을 이미 논의한바 있다.

일차적으로 언어중심의 평가와 결과 도출은 언어매체의 특성과 같이 해석상 폭넓은 허

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감성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시각적 혹은 기타 이미지 중

심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형상화하는 디자인 작업의 속성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에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 물론 본 실험에서 목표하고자 하는 디자이너 중심의 감성 평가

방법의 개선안 모색이 전혀 다른 새로운 기법과 수법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

던 통계적 수법과 같은 정량적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단,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통계적 수법에서 진행되던 해석방법을 탈피하여 디자인 작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디자

이너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해석 시스템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모든 데이터 수집은 설문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대체적으로 설문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문항의 난이도와 전체 문항 수에 따라 결과의 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질문 문항을 최소한으로 줄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미지와 관계된 설문의

경우 통상 주관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거나 질문에 대한 저항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를 대

비해 각각 다른 환경에서 진행하기보다는 같은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양하고 구사하기 힘든 기법들을 활용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

되고 결과의 신뢰도가 검증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법을 활용하였다. 고전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굿 (C .E. Osgood)의 의미분별 척도법(SD, Semantic Differential Metho

d)75)과 기초적 통계적 수법인 요인분석법 및 다차원 척도 분석법(MDS, Multi

Dimensional Scaling)76)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및 분류하였다.

75) Charles E. Osgood, G. J. Suci, & P. H. Tannenbaum, The measurement of meaning, 1975, pp. 11-33

76)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이란 대상들에 대한 유사성자료나 대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속성들에 대한 자

료를 가지고 이를 대응일치분석과 같이 하나의 지각도에 나타내는 한 방법이다. 다차원척도법은 두 대상간에 유사성 또는

속성에 대한 값들의 척도가 서열자료 또는 등간자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응일치분석방법과 차이가 난다., 김충

련, SAS라는 통계상자, 1993, p.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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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연구의 설계

가. 연구 목적과 절차

(a) 사용자의 감성을 조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우선 제품의 이

미지(사진)에 조사 대상자(subject)를 노출시켜 형용사를 연상 도출하도록 하였다.

(b) 같은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형용사에 대해 관련 이미지(사진, 동영

상...)를 세 가지 범주(일반 제품, 패션, 음악)로 연상을 통해 추가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c) 이상을 통해 제시된 제품에 대한 형용사, 제품, 패션, 음악에 대한 단어들을 조사대

상자 별로 정리하였다.

(d) 조사 대상자들이 제시한 형용사, 제품, 패션, 음악에 대한 단어들 중 평가 제품 이

미지와 관련이 높은 단어를 산출하기 위해 제시된 형용사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관련성 높은 일부 형용사와 이에 해당하는 제품, 패션, 음악에 대한 단어를 선정하였다.

(e)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형용사와 각 이미지간 점수를 부여하여 관계를 설정한 후

제품, 패션, 음악을 실제 데이터로 치환하였다.

(f)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시, 청각 매체를 중심으로한 감성평가 방법의 효율성을 반대

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연상의 범위를 비교함으로 검증하였다.

(g)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 감성 조사와 연상 이미지 추론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구현을 모색하였다.

나. 실험의 개요

a) 개 요

① 표본선정

선호도 조사 : 산업디자인 전공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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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상조사 : 음악전공 20명, 의상디자인 전공 7명, 산업디자인 전공 12명

SD조사 : 산업디자인 전공 25명

이미지 연상 범위 조사 : 산업디자인 전공 6명, 총 110명

② 조사시기

1999. 5.1 ~ 6. 10

③ 자료 수집항목

인구통계변수 : 나이, 성별, 전공

제품 선호도

연상이미지 : 감성형용사, 연상이미지 쌍

의미분별 척도 : 자극별 감성 형용사 쌍

④ 자료 수집방법

사진 및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개별 / 집단 면접

⑤ 분석방법

다차원 척도법

요인분석법

단순 비교분석

⑥ 평가척도

Non-metric : 명목척도

11점 의미차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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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평가 제품 선정

감성평가 대상물로 mp3 파일77) 형태의 음악을 재생하는 가상 전자제품(Virtual

Machine)인 윈 앰프(Winamp, V. 2.10) 의 Skin(제품의 표면 그래픽)을 선정하였다. 최근

컴퓨터 기반에서 기능하는 가상 전자제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Winamp 프

로그램은 실제 사용되는 제품인 오디오제품 형태적으로 유사하며 음악 재생 등과 같은 기

능 구현이 완벽하다. 또한 오디오와 같이 실시간 재생 및 동작(Interaction)구현이 동일하고

같은 기능과 사용 방식 내에서 다양한 제품의 외관을 스킨(Skin)의 형태로 수 천가지 선정

이 가능하다. 전문 컴퓨터 사용자 및 일반인이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스킨

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의 주된 평가 요소인 시각과 청각 이미지 중심의 감성 평가에 적절

한 평가 대상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컴퓨터 상에서 구현되는 제품이니 만큼 동시에 복수

의 사람들이 평가받을 수 있는 진행상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예측되어 평가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c) 평가 제품의 구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윈 앰프의 경우 일반 오디오 제품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다.

① 앰프(Amplifier) : mp3 플레이의 기본 구성요소로 실제 오디오의 프리앰프와 같은

재생, 정지 및 노래선택 등과 같은 기능을 함

② 이퀄라이저(Equalizer) : 실제 오디오 제품의 이퀄라이저와 같은 기능

③ 플레이 리스트(Play-list) : 실제 오디오 제품에는 없는 기능으로 컴퓨터 상에서 구현

되기 위해 어떤 음악 파일들이 플레이되고 있는지 곡목을 표시하는 기능을 함.

77) MP3는 MPEG1에서 규정한 고음질 오디오 압축기술의 하나로 CD음반에 가까운 음질을 유지하면서 일반 CD의 50배

로 압축, 「양질다수」의 음악을 복제해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음반CD를 PC의 CD롬 드라이브에 넣고 수록곡들을 추출

해낸 다음 한번에 1백30 ~ 1백 50곡까지 MP3기술로 압축시킨 후 PC통신을 통해 전송하면 이용자들은 많은 곡을 다운로

딩 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컴퓨터 이용자들이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MP3기술을 이용해 다수

의 음악곡을 인코딩, PC통신의 공개자료방 및 동호회를 통해 배포함으로써 음악저작물의 불법복제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전자신문, 1997,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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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윈 앰프(Winamp) 프로그램의 구성

d) 평가 제품의 특징

컴퓨터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mp3 파일 플레이어로 가장 대중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

다. 실제 오디오제품과 같은 인터페이스(Interface)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지적으로 사용법

을 익히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www.winamp.com 및 여러 사이트(Site)에서 무료로 다운

로드(Download)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오디오 제품 형태 그래픽인 스킨(Skin)을 바꾸어

취향에 맞는 제품을 구성할 수 있어 사용자의 감성을 폭넓게 파악하는데 다른 제품에 비

해 장점을 가진다.

2. 자극 집단(Stimuli Pool) 구성

본 실험의 목적은 한 제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감성 이미지를 도출하여 시각

및 청각적 이미지로 치환, 효율적 감성 파악 및 이미지 추론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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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감성 이미지 획득을 위해서 실험에서 사용되는 자극의 선정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자극인 실험 대상 제품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특히 종류에서 다양

함을 보유하여 특정한 감성에 치우치지 않는 대표적 감성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미지 느낌이 중복되지 않으며 다양한 요소를 갖춘 자극을 선정하기 위해서 컨조인트

(Conjoint) 분석78)에서 사용되는 카드 구성 방식을 사용하였다. 우선 제품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 속성을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통해서 정하고 제품의 이미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선별하여 각 속성별 수준을 직교디자인(Orthogonal design)을 통해 예상되

는 대안의 종류를 구성하였다.

가. 속성(Attribute) 및 수준의 선정

a) 속성

대안을 구성하기 위해 윈 앰프 프로그램의 스킨 구성요소 중 전체적인 형태와 이미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한 KAIST 산업디자인 전공 대학원생을 중

심으로 논의하여 중요 속성을 7가지로 파악하였다. 프로그램이 컴퓨터 상에서 구현되는

제품이므로 모든 구성요소는 시각적 느낌과 절대적 상관이 있으며 전체 예상되는 대상의

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품의 특성을 대표적인 범주로 분류하여 속성을 선정하였다.

속성기호 A B C D E F G H

속성
질감

(Texture)

Amp LCD

면적

Amp 버튼

칼라 대비

Play List

버튼 크기

전체 버튼

레이아웃

전체 panel

밝기
색조

Frame

형태

표 3.1, 1차 자극 선정을 위한 속성

b) 수준

컨조인트 분석의 절차79)에 따라 각 속성에 대해 수준이 선형(Linear)과 비선형

78)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이란 대상들의 선호도 등수자료(Rank data)나 선호점수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이 어떠한 속성이고 속성값(Attribute Value) 중에 어떠한 값들을 더 좋아하는지를

알아내고자 할 때 사용한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신제품개발, 가격전략, 시장 세분화전략, 광고전략, 유통전략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충련(1993), 위의 책, p.563

79) 김충련(1993), 위의 책, p.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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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을 선정하여 속성별로 2~3단계의 수준으로 정하였다.

속성기호 A B C D E F G H

속성별

수준

meta

lic

plasti

c

grap

hical

face-

all

parti

al
high

norm

al
low big

norm

al
smallclose

inter

val
high

norm

al
low

war

m

neutr

al
cool

recta

ngul

ar

semi

-rect

angu

lar

변수값 0 1 2 0 1 0 1 2 0 1 0 1 2 0 1 2 0 1 2 0 1

표 3.2, 속성별 수준

나. 대안 도출

위의 속성별 수준을 토대로 모든 대안을 조사할 경우 35 X 23 가 되어 1,896개의 대안

이 나오게 되므로 직교디자인(Orthogonal Design)을 방법을 통하여 대안을 적절한 수로

줄이고자 하였다.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총 대안 중 27개의 대안을 도출하였다. 도

출된 대안을 윈 앰프 스킨 사이트에서 획득한 50여개의 스킨 풀(Pool)과 대비하여 유사한

속성의 스킨을 선정할 수 있었고 특히 위의 27개 대안 중 4개의 스킨을 보충하여 최종적

으로 31개의 대안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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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URE LCD

PANEL

BUT

COLOR

BUT

SIZE

BUT

ARRAY

BRIGHT COL

TEMP

FRAME CARD_

.00 .00 1.00 1.00 .00 1.00 1.00 1.00 1

1.00 .00 .00 2.00 .00 .00 2.00 .00 2

2.00 .00 .00 1.00 1.00 .00 1.00 1.00 3

.00 .00 2.00 .00 1.00 1.00 2.00 1.00 4

2.00 .00 .00 2.00 1.00 2.00 1.00 .00 5

.00 .00 2.00 1.00 1.00 .00 2.00 .00 6

1.00 .00 2.00 2.00 .00 1.00 1.00 .00 7

.00 .00 .00 1.00 .00 2.00 .00 .00 8

1.00 .00 1.00 .00 1.00 1.00 .00 .00 9

2.00 1.00 2.00 .00 .00 2.00 .00 .00 10

.00 1.00 1.00 2.00 .00 .00 1.00 .00 11

1.00 .00 2.00 .00 .00 .00 1.00 .00 12

2.00 .00 2.00 2.00 .00 .00 .00 1.00 13

1.00 1.00 2.00 1.00 .00 2.00 1.00 1.00 14

1.00 .00 1.00 2.00 1.00 2.00 .00 1.00 15

2.00 .00 1.00 1.00 .00 2.00 2.00 .00 16

1.00 1.00 .00 1.00 .00 1.00 2.00 .00 17

1.00 1.00 1.00 1.00 1.00 .00 .00 .00 18

.00 1.00 .00 2.00 .00 1.00 .00 1.00 19

2.00 1.00 1.00 .00 .00 .00 2.00 1.00 20

.00 .00 1.00 .00 .00 2.00 1.00 .00 21

2.00 .00 2.00 1.00 .00 1.00 .00 .00 22

2.00 1.00 .00 .00 1.00 1.00 1.00 .00 23

1.00 .00 .00 .00 .00 2.00 2.00 1.00 24

.00 1.00 2.00 2.00 1.00 2.00 2.00 .00 25

.00 .00 .00 .00 .00 .00 .00 .00 26

2.00 .00 1.00 2.00 .00 1.00 2.00 .00 27

표 3.3, 직교 디자인(Orthogonal Design)을 통해 도출된 대안

위 대안 선정의 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31장의 윈 앰프 스킨을 선정하였

다.

다. 자극 선정

이후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감성이미지 도출을 위해서는 평가 대상물이 다양한

감성을 유발하는 요소를 갖추어야 함으로 감성 이미지가 중복되지 않는 평가대상물을 선

정하기 위해 31개의 자극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이후 다차원 척도 분석(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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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0)을 통해 나타난 인지 지도(Perceptual Map)를 토대로 13개의 평가 대상물을 선정하였

다.

a) 개요

각각의 자극에 대한 선호도는 서면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 대상은 KAIST 산업

디자인과 대학원/학부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설문 대상자들은 컬러 출력된 31개의 윈

앰프 스킨을 동시에 검토하고 11점 만점으로 각 샘플에 대하여 선호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sas 프로그램이 이용되었으며 최

종 인지지도는 결과에 근거하여 이미지 중심으로 다시 제작되었다.

b) 선호도 평가

설문은 일대일 면접을 통해 자극에 대한 선호도를 기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대상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메트릭(Non-metric) 척도81)인 명목척도로 평가하도

록 하였다. 통상 입력자료의 형태가 달라도 자료가 처리되는 기본원리는 비슷하며 그 결

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응답자들로부터 얻기 쉬운 자료인 비메트릭 형태의 척도가 사용된

다.

80) 다차원 척도법의 종류 : 다차원 척도법은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가 등수에 관한 자료인 경우에는 정성적인 데

이터 다차원척도법과 데이터가 등간 척도 이상의 리커트 타입 형태인 정량적인 데이터 다차원 척도법으로 나뉜다. 또한 데

이터에 대한 지각도를 그리는데 있어 단순히 대상물간의 관계만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형태와 대상물과 이를 설명하는 속

성 또는 응답자들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KYST, SYSTAT의 MDS는 단순히 대상물만을 그래프로 나타

낸다. MD:REF와 같은 형태는 대표적 대상물과 이를 설명하는 속성 또는 응답자들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이라

고 볼 수 있으며 PREFMAP은 대상물과 이상적인 대상물의 속성들을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낸다., 김충련(1993), 위의 책,

p.552

81) 척도에는 메트릭(Metric) 척도로 등간, 비율척도가 있으며 비메트릭(Non-metric) 척도로 서열, 명목척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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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S

1

S

11

S

21

S

31

S

2

S

12

S

22

S

3

S

13

S

23

S

4

S

14

S

24

S

5

S

15

S

25

S

6

S

16

S

26

S

7

S

17

S

27

S

8

S

18

S

28

S

9

S

19

S

29

S

10

S

20

S

30

1 7 7 8 7 9 8 9 9 6 9 8 5 8 4 5 9 5 3 7 4 5 5 9 4 7 7 8 10 11 7 8

2 8 10 3 5 11 9 10 8 4 2 5 7 6 4 6 10 7 4 1 11 6 1 11 7 10 9 2 7 5 4 3

3 8 8 5 5 6 3 3 9 6 6 7 8 7 4 9 6 7 4 4 2 6 9 7 3 2 5 2 3 1 1 6

4 10 6 11 11 2 10 11 1 3 5 6 2 8 3 2 11 2 7 9 8 4 11 10 4 6 3 2 2 1 1 4

5 4 5 3 5 4 5 3 5 4 4 5 2 4 5 4 6 4 6 2 2 8 5 7 5 6 7 7 6 4 3 4

6 6 4 9 4 6 7 7 7 8 1 6 7 6 6 11 8 5 4 4 8 9 4 10 7 6 8 9 8 8 6 8

7 6 8 5 6 7 6 6 7 8 6 9 8 9 8 7 5 7 6 8 3 9 7 9 10 9 9 6 10 10 9 8

8 3 4 6 5 5 2 3 9 8 7 7 9 8 4 10 7 8 7 4 3 5 2 9 4 4 8 7 6 8 4 6

9 7 7 10 8 7 6 8 7 5 8 6 8 9 6 9 8 7 9 7 5 10 9 11 8 9 8 9 8 9 8 8

10 8 9 6 10 3 4 8 5 7 4 7 5 8 9 11 10 9 3 7 9 8 5 10 5 9 6 3 6 4 5 6

11 3 7 5 3 11 6 5 10 7 2 9 8 8 10 1 6 7 3 7 1 2 1 5 8 7 8 4 6 11 5 9

12 9 9 7 10 10 9 11 6 5 6 11 10 11 11 10 9 8 8 10 1 7 8 11 7 6 5 9 7 9 6 11

13 9 7 5 5 8 7 1 5 7 5 10 6 11 10 8 9 10 8 10 1 10 5 11 10 9 7 11 9 8 5 8

14 9 8 7 8 7 8 9 8 8 7 8 7 9 9 10 8 9 10 10 7 10 9 11 7 8 8 7 7 11 7 7

15 7 5 11 9 9 6 3 6 3 4 5 8 5 5 9 11 4 11 2 10 6 1 8 6 5 10 9 2 7 11 4

16 11 4 8 10 8 2 3 1 1 4 3 2 7 2 11 2 2 8 2 1 2 3 7 2 8 3 10 4 2 2 8

17 10 7 9 9 5 7 10 2 6 7 8 4 6 7 5 10 3 5 11 9 3 4 10 3 8 4 7 3 1 2 5

18 4 3 3 4 7 3 6 9 7 5 10 10 11 10 10 1 9 7 8 6 4 1 9 7 7 6 5 6 4 3 5

19 9 7 3 7 7 7 3 5 9 4 3 6 5 3 10 1 3 2 5 2 10 1 11 5 8 5 5 7 8 3 8

20 6 4 2 3 7 5 1 5 1 1 7 2 3 3 3 2 7 3 2 1 3 9 2 1 1 1 8 2 3 2 1

21 8 9 6 8 8 7 5 7 6 7 6 10 10 9 7 5 9 7 8 6 7 5 5 8 7 7 8 7 11 9 7

22 8 7 9 6 6 6 6 8 8 11 8 10 8 7 8 5 7 9 6 5 5 10 8 8 8 7 7 8 9 8 8

23 3 7 9 7 6 5 4 7 3 2 8 9 7 7 9 6 7 8 3 4 5 3 9 9 7 7 8 6 10 10 7

24 7 5 8 9 6 8 7 3 7 8 6 6 9 6 9 10 6 8 9 8 6 9 9 5 8 5 10 8 3 4 7

25 8 3 8 6 3 4 7 3 4 6 3 4 4 4 7 7 5 8 4 7 5 10 6 5 3 4 8 5 5 6 3

26 4 8 7 8 9 5 6 7 7 4 5 9 9 8 10 8 10 10 6 5 7 6 7 3 5 6 10 7 6 7 7

27 8 6 11 9 7 10 10 8 7 9 7 6 5 5 11 5 4 3 4 3 5 9 8 4 4 4 7 7 8 3 3

28 3 4 5 3 4 6 4 3 3 3 5 3 3 3 8 7 3 4 3 3 4 3 5 3 4 3 3 3 3 3 3

29 4 6 9 6 8 7 8 7 5 4 5 9 7 5 10 9 6 5 5 9 7 3 8 7 7 5 3 5 8 6 6

30 6 8 5 7 7 8 4 9 8 6 9 9 10 8 4 1 8 7 8 1 6 3 7 7 6 5 3 4 5 4 7

표 3.4, 11점 명목척도의 선호도 결과

c) MDS 분석

적합도를 나타내는 S 스트레스 값을 산출하는데는 영 (Young)의 S-Stress 공식 1이 사

용되었으며 표본수가 자극에 비해 다소 적은 이유로 인해서 스트레스 값이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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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ation S-stress Improvement

1 .37531

2 .32176 .05355

3 .31400 .00776

4 .31329 .00071

For matrix Stress = .23971 RSQ = .73295

표 3.5, 분석의 적합도 스트레스 값

설문 대상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개인신상 및 사이코그래픽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

함으로 요인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으나 본 분석의 목적이 감성 이미지도출을 위한 종합

적 요소의 자극을 선별하는 것이므로 인지지도상에 포지셔닝(Positioning) 하는 것으로 제

한하며 그래프의 차원82) 역시 2개로 제한하였다.

82) 축의 개수는 대상물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Shiffman, Reynolds, & Young(1981)은 대상물이 12개인 경우 2개, 18

개인 경우 3개 정도의 축이 적절하다고 한다. 반면에 Kruskal and Wish(1978)는 대상물이 9개인 경우 2개, 13개인 경우 3

개, 17개인 경우 4개의 축이 적절하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축에 대한 설명력이 적절한데서 그 차원의 개수를

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2차원 이상일 경우는 해석이 어렵다., 김충련(1993), 위의 책, pp.5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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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us No. Name 요인 1 요인 2

1 SKIN1 1.3203 .8107

2 SKIN11 -.1373 -.1652

3 SKIN21 1.3699 .7093

4 SKIN31 1.0825 .6756

5 SKIN2 -1.0660 .6198

6 SKIN12 .6957 -.4376

7 SKIN22 1.6224 -.5747

8 SKIN3 -1.4696 -.5427

9 SKIN13 -.5963 -.6747

10 SKIN23 .5507 -1.2921

11 SKIN4 -.7391 -.0353

12 SKIN14 -1.2539 .0582

13 SKIN24 -.6615 .7088

14 SKIN5 -.9240 -.4170

15 SKIN15 -.2385 2.3410

16 SKIN25 1.8065 .6376

17 SKIN6 -1.4690 -.5984

18 SKIN16 .4047 .7937

19 SKIN26 .3279 -1.2147

20 SKIN7 2.1903 -1.5086

21 SKIN17 -.3113 .1258

22 SKIN27 2.0723 -1.5874

23 SKIN8 .2685 1.8427

24 SKIN18 -.6871 -.5455

25 SKIN28 .0124 .3138

26 SKIN9 -.5000 -.1310

27 SKIN19 -.0433 1.5318

28 SKIN29 -.4919 -.2091

29 SKIN10 -1.8194 -.1924

30 SKIN20 -.7407 -1.2109

31 SKIN30 -.5753 .1685

표 3.6, 자극과 설문 대상자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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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선호도 기준의 인지지도(Perceptual Map)

위의 포지셔닝 맵을 근거로 각 자극의 거리가 일정한 범위에 있는 스킨을 중심으로 중

복성을 최대한 피하는 최종 자극 13개를 선정하였다.

No. 1 2 3 4 5 6 7

자극

카드

No. 8 9 10 11 12 13

자극

카드

표 3.7, 감성 형용사 도출을 위한 최종 선정 평가 대상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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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청각 감성 이미지 도출

최종적으로 인지지도상에서 서로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13개의 윈 앰프

스킨 (Winamp Skin)을 대상으로 감성 이미지 형용사를 낱말 형태 혹은 짧은 문장의 형태

로 설문을 통해 도출하였다. 용어 선정의 정확성과 그 감성 표현의 세밀함을 보장하기 위

하여 본 실험에서는 대상의 선정을 일반인 중심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

진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특정한 이미지 자극이 주어졌을 경우 짧은 시간에 해당 자극이 보유하고 있는 감성 유

발 요소를 파악하고 이의 감성 유발 효과를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 집단을 모색

하였는데 시각관련 매체의 연상을 위한 집단의 경우 시각 매체에 대한 다양한 자극의 경

험과 일정한 판단 기준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을 전

공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각각 개인으로부터 설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청각 매체에

대한 경우 음악을 포함하는 음과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에 자극 경험이 있고 세밀한 부분

까지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개개인으로부터 각 자극에

해당하는 감성 이미지 연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과의 표현은 연상되는 감성 이미지를 자극을 일정시간 혹은 자신이 충분하다고 여겨

지는 시간 이상 살펴본 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제시되었다.

그림 3.32, 시, 청각 감성 이미지 도출 및 연상범위 검증 실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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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성 형용사 및 시, 청각 이미지 도출

평가 자극인 윈 앰프 스킨에 대해서 연상되는 느낌을 형용사 형태로 적도록 하였다. 설

문의 대부분이 연상을 통해 이미지를 도출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사람

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났다. 또한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

에 따라서 다소 차이나는 답변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상이미지 도출 설문은 설문 대상자의 전공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

다. 윈 앰프 스킨에 대한 느낌을 형용사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은 동일하였으며 이후 느낌

과 부합하는 다른 연상 이미지는 음악전공 학생들의 경우 음악관련 이미지, 의상을 전공

하는 학생들에게는 의상관련 이미지를 요구하였고 산업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제품 및 기타관련 이미지를 연상 기입하도록 요구하였다. 일반인과 달리 전공하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연상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답변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a) 음악관련 형용사 및 연상 음(음악)

음악관련 형용사와 연상 음악에 대한 실험에서 13장의 자극을 통해서 총 128쌍의 감성

형용사와 연상음악이 도출되었다. 1차 단순 집계를 통해서 반복되는 쌍을 제거하고 같은

감성형용사에 연상된 다른 음악 이미지들을 종합하여 각 자극별로 정리하였다. 일부 감성

형용사의 경우 각기 다른 자극 하에서 같은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전혀

다른 성격의 음악이 연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감성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언어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다른 성격의 음악 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도출 이미지들은 전체 이미지 구조에 있어서 일종의 노이즈로 작용

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공통된 감성이미지와 연상음악 이미지로 구분

할 필요가 생기게 되어 이후 요인분석을 통해 각 자극별로 공통된 감성이미지와 연상 음

악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에서는 설문 실험을 통해서 도출된 감성이미지와

연상 음악 이미지를 중복된 쌍을 제거하여 각 자극별로 구분하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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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용사 - 연상 음악 이미지 (05. 18 설문- 목원대학교 음악교육학과 / 충남대학교 음악학과)

1

옛날의-축음기 음, 아코디언, 판튀는 전축음 / 굵은-꽉찬 소리나는 올간 / 고급스런-김광민 piano 앨범 /

쓸쓸한-브람스 교향곡 / 빠른비트-박자만 / 기계적, 따뜻한-리릭소프라노 부드럽고 여린 / 화하고 반짝이는-낭만파적

부드럽고 아름답지만 장식적 멜로디, 베토벤 월광 / 맛있겠다-초콜렛 먹는 소리 / 세련된-스트링, 현악기 /

멀미나는-오보에 소리 같으면서 강렬하지 않은 /

2

단순한, 기계적인 / 자동차, 딱딱한-금강경 / 촌스러운-설운도 / 현대적,세련된-일정한 마디 반복, 반음계 멜로디 /

어둡고 차가운-슈베르트 마왕, 바리톤 음색 / 단순, 차갑고, 어둡고, 슬픈, 이지적, 미래지향적-웅장, 냉정한 레가토

형식보다 스케일이 큰 음악, 베토벤 / 어둡다-Church organ / 권위적-관악기 튜바의 낮은음역 / 딱딱하다-스네어

드럼처럼 딱딱하고 촘촘한 소리 /

3

보라색, 슬픔-느린 단조의 클라리넷 음악 / 밍밍한-벨 / 혼란스런-에릭사티 검노페디 / 신비스런, 모호한,

공격적인-바그너 “탄호이저” 중 노래의 전당, 발퀴레, 차이코프스키, 말러 장엄함, 스트라빈스키 / 안개속-특수음향 /

혼란, 산만한-헤비메탈 / 매혹적인, 신비한-고전파 선율, 폭이큰 웅장한 / 예쁘다-Flute / 차가운, 투명한-브라스 계열

/ 청명한-심포닉 밴드의 청명한 소리 /

4

장난스럽다-처음 바이올린 합주음“낑낑” / 부드러운, 밀크티 같은-파이프 올간 / 단순한-옹알이 / 단순한-도리안 선법

/ 애수적-단조형태 / 낯선 고전적-그레고리안 단성음악 / 화려한, 낯선-고대 단성성가, 특이한 느낌 /

수학적이다-연필로 글씨 쓰는 소리 / 현대적-트럼펫 뮤트 소리 / 막막한-트럼펫 뮤트 /

5

부드럽다-베토벤의 Spring Sonata / 리오를 주도하는-박자,조성에 관계없이 “훵”한 음악 / 안정적인-변화가 많은

베토벤 “폭풍” / 단정한-정재형 solo 앨범 / 안정적, 정교-화성학, 바하 / 당신을 위한-소절을 되풀이 하면서

사운드가 첨가 / 신비롭다-하프 / 고급스런-플룻 / 편안한-목관5중주나 바이올린 듀엣같은 /

6

신세계 교향곡 / 화려한, 혼란스런-헤비메탈, Rock / 굉장한 사운드-Rock / 원시적인-북, 장고 / 너저분한-튜닝조율 /

화려-신디사이저 / 웃기는 리듬-변박과 펑크 / 복잡한-정글 분위기(코끼리) / 유감적인-반음계적 스케일 /

심난한-비음정의 현악기 울림 /

7

부드러운, 온화한-고향의 봄 /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현 반주와 플롯소리 / 조용하고 차분하고-4/4박의 규칙적인

피아노 독주 / 고전파(모짜르트, 하이든)의 현악 4중주 / 적막한-트럼펫 / 어두운-베토벤‘운명’ / 발라드-가요적인 4/4

계통의 무난한 / 어두운-독일가곡풍 / 계산적이다-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 어두운-콘트라 베이스의 째즈 스타일 /

어두운-베이스톤 목관악기, 단조선율의 저음 /

8

조용하고 서정적-오보에 / 힘차고 격동적인-오케스트라 합주 / 가벼운, 부드러운-가벼운 스케일의 곡 /

조용한-베리오의 “발레의 정령” a-minor / 안정감-전원교향곡, 현악 4중주 / 정확한- / 섬찟한, 차가운-오페라

나비부인 마지막 자결장면 / 단순 강렬-라흐마니노프 / 축제용-화려하면서 폭죽소리 같은 / 어두운-첼로 /

깨끗하다-은색(금속치는 소리) 띵띵 / 현대적-브라스 게열 / 어울리면서 튀는-현악기와 클라리넷 솔로, 오보에 솔로

/

9
예쁘다-캐스터네츠 / 현대적-12음열 / 타악기 음악-순수한 타악기음 / 원목적이다-나무 베는 소리 / 따뜻한-오보에 /

복잡한-현대곡 합주

10

환하다, 밝다-플룻 / 재미있다-만화주제가 / 간단한-1-4-5음악, 동용, 마림바 악기 / 규칙적인-“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술” 동요리듬, 규칙적 이동 / 복잡하다-바르톡 “중국의 이상한 관리”부분의 건달 등장장면 / 만화적-만화주제곡

/ 공포, 스릴-비/바람소리, 고질라 / 따뜻함-병아리 소리(삐약) / 눈에 거슬리는-피아노 비화성음 /

부담스런-합주상에서 중음이 빠진듯한 /

11

투명한-그레고리안 Chant(멀리서 들리는 희미한 음) / 답답한, 재미없는, “잠수함”같은-아이들 북치는 소리 / 물,

차가운-리빙 라스베가스 / 흐릿한-드뷔시, 인상주의 / 작은- 작은비트 / 답답한- / 투명하다-비커 끓는 액체 /

어지러운-Horn의 음색 / 청명하면서 무거운-첼로나 바순의 고음 /

12

어두운, 무거운-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 느낌이 강한(펄프픽션)-현대음악 / 어둡다, 답답하다-리스트 헝가리 랩소디

“집시 멜로디”부분의 카덴자 / 사이버 세계-컴 시작음 / 특이한 색깔-존케이지 전위음악 / 밀레니엄-전자음,

영화음악 ‘조금 기하학적인’ / 사랑스런-쇼팽 녹턴,양상곡 / 애매한 / 차가운-사이버적인 /

공상적이다-관악기들(트롬본, 튜바) / 신비로운-하프 스케일 / 갈증이 풀리는 듯 시원한-트럼펫 듀엣, SF 영화의

웅장하면서 시원한 느낌/

13

밝다, 가볍다(Green) / 풀, 생생함-제 8요일 주인공 비맞는 장면 음악 / 편안한-모짜르트 / 강한, 흥격운-엘비스,

세잇단음표, 강한비트 / 화려한,튀는-바이올린 / 안정적-플룻소리 / 촌스럽다-농촌, 풀베는 소리 / 미지적인-클라리넷

스타카토 / 막힌 듯 하지만 답답하지 않은-비올라와 호른 소리같은 /

표 3.8, 감성 형용사와 연상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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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품관련 형용사 및 연상 제품

제품관련 감성 형용사 및 연상 이미지의 경우 연상 영역이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연상 음악 이미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상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감성형용사를 같은 자극 내에서 제거하고

연상 이미지를 대립시켜 13개의 자극에 해당하는 형용사-연상 이미지 쌍을 구할 수 있었

다. 연상되는 이미지의 연상 범위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설문대상을 산업디자인을 전공

하는 학생들로 구성했는데 위의 실험에서 추측처럼 같은 감성 형용사에서 얻어지는 연상

되는 경험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연상되는 이미지 역사 다양하게 나옴을 알 수 있

었다.

본 제품 연상 실험에서도 이미지 연상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각 자극별로 도출된 감성 형용사를 기초로 하여 SD 평가 스케일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는 실험 대상이 제시한 감성형용사와 연상 이미지의 쌍

을 중복을 피하여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120



번호 형용사 - 연상 제품 이미지 (05. 24 설문- KAIST 산업디자인과 4년, 석사생)

1

첨단의,차가운,바랜-Fossil / 구리빛의,오래된-가죽,황주전자 / 전투적인-포크레인 / 따뜻한-파나소닉 미니컴포넌트 /

따뜻한-고급형 TV / 단정-바이올린 / 클래식-친근한 / 고전적인,낭만적인-/ 칙칙한-아카데미 트로피 /

부드러운,전통적인- / 따뜻한,딱딱한-소니,인켈 / 만화같은-오락화면(동급생) /

2

Formal,깍아지른-Kenwood / 어두운,무거운-검은오디오 / 아기자기한,산만한-Sony 스포츠용 카세트,이어폰 /

모던한-캔우드 카오디오 / 모던한,날카로운-대우 탱크 TV / 단정치 못한-검은구슬 / 괴기스런-드라큐라 /

복고풍의-째즈바의 CDP / 중후한-캔우드 오디오 / 다기능의-캔우드 버튼많은 오디오 / 간결한,차가운-파나소닉,

내쇼날 / 적당한-캔우드 /

3

유치한-Philips(오디오 드랜드) / 우중충한-선글라스 / 현란한,사이버적인- / 어두운-세가 게임용 고글 /

어색한,중간온도-대우 솔로 / 화려한-뾰족구두 / 화려한-미스테리 / 환상적인,강한- / 시원한-파이널 판타지 /

고독한-전기기타(fender) / 몽환적인,복잡한-LG,삼성 / 신비로운-티뷰론 /

4

간결한-Philip Alessi Line / 일률적인-모노칼라LCD / 촌스런,딱딱한-옛날 금성냉장고 / 깔끔한,재밌는-Frog design

제품 / 답답한,눅눅한-삼성 Yepp / 허전한-예비군 / 답답한-연기 / 침착한,평면적인-다마고치 / 촌스러운-파워포인트 /

기계적인-애플 2 디스플레이, 레고블럭 / 평면적인,간결한-Sonitony,태광 / 답답한-필립스(커피메이커 시리즈) /

5

산뜻한,멋진-JVC 오디오 / 샤프한-메탈느낌 오디오 / 깨끗한-소니 MD player,삼성 Yepp / 깔끔한,고급스런-고급형

미니컴포넌트 / 모던한,조금 시원한-LG TV / 단아-Guess 시계 / 간결한-심플 / 얌전한,차분한-옛날 오디오(알미늄

재질) / 금속성,날카로운-B&O 오디오, 바우어 M25 / 고급스러운-단순 형태의 오디오 / 단순한,밋밋한-내쇼날 /

찬-알미늄 /

6

현란한,까다로운-Jean Paul Gautier / 요란한,오락적인-스타크래프트 / 산만한-군복,어린이용 오락기기,장난감 /

징그러운-바리깡 / 유치한,혼잡스런,조잡한-삼성프린터,매직스테이션 / 오락스런-장난감 / 즐거운-마법의 성 /

기괴한-스타그래프트 / 조잡한-파나소닉 스포츠용 워크맨 / 징그러운,생물적인-스타크, 에이리언,H.R. 기거 /

유희적인,복잡한-소니 밀리터리 플레이어 / 생기있는-카키색 Jeep /

7

함축적인,숨어있는-카시오 계산기 / 어두운,무거운-벼루 / 답답한-헤드폰,썬글라스 / 어두운-고급형 카오디오 /

어두운-Acer 컴 / 침침한-디지틀 / 허전한-행성 / 말끔한,약한- / 답답한-오래된 오디오(인켈) / 첨단의-키트(전격

Z작전) / 단순한-평면적인-파나소닉, 소니 / 광택나는-하이그로시 부엌가구 /

8

정돈된,실제적인-Marantz 오디오 / 촌스런-알미늄 샤시 / 밝다,깨끗하다-면도기 / 심플한,고급스런-인켈 고급오디오 /

날카로운,세련된-인켈 오디오 / 간단한-강한 / 간단한-모던(실버) / 깔끔한,간단한-알미늄 오디오 / 구닥다리-독수리

오형제 / 고급스러운,모던한- / 차가운,딱딱한-파나소닉,샤프 / 시대에 뒤떨어진-옛날 오디오 /

9

답답한-아남 / 자극적인,산만한-베네통 / 유치하다-멤피스 책장 / 복고적-중고앰프 / 세련되지

못한,안어울리는,조잡한-그렌저 카오디오 / 부자연스런-허풍선 / 조잡한-허풍 / 나이든-카오디오 /

거들먹거리는,젠체하는-뉴 그랜저 / 전통적인-나무로 만든 담배케이스 / 평면적인,탁한-Sonitony, 태광 / 화려한-EF

소나타 /

10

희화적인,만화같은-nike / 재미있는-바트심슨 / 딱딱한-비행기 조종적 계기판 / 깔끔한,밝은-전자시계,CDP /

조잡한,안어울리는-삼성 개구리 카세트 / 이국적-그림책 / 칙칙한-발전기(차단기) / 완고한,확실한-까만테를 두른

홈페이지 / 유치한-My first sony / 스포티한-방수 워크맨 / 부자연스런,단순한-내쇼날,아이와 / 단순한-어린이용 퍼즐

/

11

답답한,어두운-Panasonic CDP / 맹한,희미한-의료기 LCD / 재밌는-삼성 키보드 / 미래적인-LG전자렌지 /

답답한-삼성쥬서기 / 혼탁한-연못 / 어눌한-요괴 / 침울한-미래적 SF / 뿌연,탁한-잠수함 계기판 /

첨단의,신비로운-X-file / 환상적인,차가운-파나소닉,소니 / 꽉막힌-삶은 달걀 /

12

멋을 낸,복잡한-아이와 / 차가운,무거운-B&O 오디오 / 신비로운- / 차가운,미래적인-삼성 오디오 비젼 /

시원한,어두운-LG 아하프리 / 강한-스페이스 / 신비로운-폭발 / 혼란스러운- / 첨단적인-K2 flight / 무거운-삼성

SCH-110핸드폰 / 따뜻한,간결한-샤프,소니 / 호감가는-매트릭스(영화) /

13

말끔한,Cool-JVC 오디오 / 눈에 띄는-윈도우 Media Player / 투박한,딱딱한-브라운 커피메이커 /

미래적인-소니워크맨 / 답답한,더운-대우 탱크 세탁기 / 조직적인-인텔리 / 체계적인-화려한 척 /

수줍은,얌전한-로봇만화의 엑스트라 로봇 / 현란한-Street Hockey, Zero 턱 / 값싼-싸구려 조립식 로봇 /

부자연스런,탁한-인켈,태광 / 밝은-조PD 캐릭터 /

표 3.9, 감성형용사와 제품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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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의상관련 형용사 및 연상 의상 브랜드

의상 이미지의 경우 의상이 가진 특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품 이미지 연상보다 특성

이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 통계분석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기 전의 결과들은

다른 감성이미지에서 같은 의상을 연상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설문 대상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공 대학생들로 정하였는데 결과

의 경우 일부 감성 형용사의 경우 연상이미지가 변별력을 잃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총 91개의 감성이미지-연상 의상 이미지쌍을 얻을 수 있었으며 마찬

가지로 각 자극별 요인분석을 통해서 최대한의 공통 이미지를 얻기 위해 시도하였다.

번호 형용사 - 연상 패션 이미지 (05. 24 설문-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1
도시적-소비에트 / 거칠다,남성적-밀리터리룩,유나이티드 워커스 / 부드럽다-고급 브랜드 / 건장한-남성미를 강조한

캐주얼,정장 / 복고적-촌스러우면서도 세련된 / 황실같은-데무 / 화려한-오브제 / 고급스런-타임 /

2
너무 어둡다-쿠기 / 깔끔하다,차갑다-스톰 / 칙칙한-닉스 / 오래된 느낌,평범-라피도 / 칙칙한,낡아보이는(오래된

느낌에서)-버버리,닥스 / 차가운-베스띠벨리 /

3
촌스럽다-양양밍 / 신비스럽다-니켄리쯔, 양야밍 / 도시적-쿠기 / 환상적-소재면에서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옷 / 로맨틱-신시아 로리 / 분위기 있는-신드롬 / 신비로운-얌야밍 /

4
단순,재미없다,촌스럽다 / 클래식하다-구제스타일,쉐인 / 촌스런-단정하고 깔끔한 형태 / 촌스럽다-저가 시장상품 /

마음에 들지않는-/ 선명하지 못한,촌스런-베네통 / 답답한-롤롤 /

5
깔끔하다,세련된,시원한-아나카프리 / 현대적,감각적-이사이 미야케 / 갑갑한-sports replay / 현대적-심플하고

모던한 / 고급스런-시스템 / 고급스런-마인 / 도시적인-이디엄,조이너스,꼼빠니야 /

6
사이버틱한-알렉산더 맥퀸 / 남성적,강한-제임스딘 / 화려한-storm(화려한 티셔츠) / 화려한-화려한 중년

고가브랜드 / 정글에 온 느낌-터프한 남자들의 옷 / 조잡한(컬트적)-쇼비즈 / 우울,답답한-키라라 /

7
답답,막힌느낌,차분함-아주머니 의상 / 깔끔,정결-데무,베이직한 스타일 / 갑갑하고 어두운-중년브랜드 /

깔끔한-심플라인의 단순 모던한 / 고급스런-무크 / 세련된 느낌-미샤 / 귀족적-베스띠벨리,비아트,오브제 /

8
정적임-opt / 모던,깔끔-5005 식스티 / 경쾌한-애녹 / 고전적- / 공식처럼 느껴진-MZ(구 마르조) / 깔끔한-Time /

화려한,정열적인-오브제

9
칙칙한,자동차 내부-storm / 산만,화려-옵트,XIX / 동화적,맑고,밝은-cutti / 중후한-남성정장,고전적 / 구색이 맞지

않는 것 같은-CC클럽 / 단순한-키이스 / 역동적인-베네통 /

10
만화적인-롤롤,지지배 / 화려함,거침-파코라반 / 귀여운느낌-lollol(롤롤) / 만화적-귀엽고 유아적인 / 어두운 가운데

느껴지는 활동감-스포츠 리플레이 / 장난감 같은-예스비 / 귀엽고,발랄한-샐리,톰보이,야,스포츠리플레이

11
지지배, 유동성,활동적-쌈지 / 강하고 모던한-페레진,켈빈클라인 / 신비스런-미샤 / 몽상적-/ 안정됨-클럽 모나코 /

탁한-윈 / 평온,차분한-마루,베이직 /

12
촌스런-니켄리쯔 / 감각적,강한-키라라 / 인공적,사이버적-system jean / 사이버적-깔끔하고 미래지향적 / 사이버적

느낌-쿠기 / 우울한,냉소적인-키라라 / 차가운-영우 /

13
눈부심,세련된-텔레그라프 / 활동적-헤드,나이키 / 산뜻한-zizibe(지지배) / 유치한-눈에 튀면서 촌스럽고 유리한 /

산뜻하면서 차분, 귀여운-지지배 / 화사한-롤롤 / 따뜻한-비키,on and on

표 3.10, 감성형용사와 의복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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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성 이미지 분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 감성 이미지 형용사와 연상 이미지를 각각의 평가 대상물 카드

에 대해대표 이미지와 수반된 연상 이미지를 분류하고자 하였다. 형용사를 관련 형용사로

묶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평가 대상 카드별로 연상된 형용사를

모두 쌍으로 만들어 각각의 형용사에 대해 7점 척도로 관련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특히

각 요인별로 양의 방향으로 강한 관련성을 가지는 형용사를 선정하여 각 요인에 대해 높

은 설명력을 부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설명력이 70% 이상인 요인 3개를 중심으로 범주별 이미지를 분류하여

각각의 이미지가 공통의 형용사 이미지로 설명되도록 하였다. 이 분류과정은 최종 시각,

청각 매체의 감성 평가 효율성 실험에서 각 범주별 이미지가 감성 평가에 어느 정도 설명

의 정확성을 갖는지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a) 요인분석 결과

각각의 형용사 쌍은 각기 자극에 대해 도출된 연상 형용사를 기초로 설계된 SD 형용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형용사 쌍이 자극으로부터 추출된 형용사이므로 그 관련 정도

가 일부 형용사를 제외하고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형용사로부터 도출된

요인이 대체로 높은 설명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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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요인1 요인2 요인3

거친 - 거칠지 않은 95 * -27 -14 0.995

차가운 - 차갑지 않은 88 * 30 18 0.8968

남성적인 - 남성적이지 않은 86 * -16 18 0.7976

따뜻한 - 따뜻하지 않은 -81 * 40 * 41 * 0.9842

부드러운 - 부드럽지 않은 -88 * 30 24 0.922

맛있는 - 맛있지 않은 -95 * 1 17 0.9315

기계적인 - 기계적이지 않은 16 92 * -28 0.9504

첨단의 - 첨단적이지 않은 9 89 * -4 0.8891

도시적인 - 도시적이지 않은 -29 89 * 35 0.9987

단정한 - 단정하지 않은 -50 * 80 * 32 0.9924

만화같은 - 만화같지 않은 -51 * -63 * 54 * 0.9481

복고적인 - 복고적이지 않은 51 * -68 * 28 0.8009

오래된 - 오래되지 않은 54 * -77 * 2 0.8909

멀리나는 - 멀미나지 않은 10 -81 * -46 * 0.8777

옛것의 - 옛것이지 않은 28 -88 * 21 0.8969

고급스런 - 고급스럽지 않은 -1 14 98 * 0.9801

화사한 - 화사하지 않은 18 -14 97 * 0.9929

빠른 - 빠르지 않은 -20 37 87 * 0.9338

세련된 - 세련되지 않은 -19 4 84 * 0.7577

반짝이는 - 반짝이지 않은 55 * -28 65 * 0.8034

칙칙한 - 칙칙하지 않은 35 23 -86 * 0.915

쓸쓸한 - 쓸쓸하지 않은 15 -13 -6 0.043

화려한 - 화려하지 않은 8 2 31 0.1641

클래식한 - 클래식하지 않은 47 * 6 34 0.3725

건장한 - 건장하지 않은 65 * -33 14 0.551

아이겐 값(eigen value) 10.6808 7.1214 4.9875 22.7897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4272 0.2849 0.1995 0.9116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4272 0.7121 0.9116

표 3.11, 자극 1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위의 자극 1에 대한 분석과 아래의 자극 2의 결과에서 보듯 모든 자극에 대한 요인의

설명력이 전체적으로 90%를 상위하는 높은 수치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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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요인1 요인2 요인3

기계적인 - 기계적이지 않은 96 * -18 -1 0.9516

딱딱한 - 딱딱하지 않은 90 * -20 35 0.9775

적당한 - 적당하지 않은 85 * -39 36 0.9984

깔끔한 - 깔끔하지 않은 77 * 39 -20 0.7884

단순한 - 단순하지 않은 71 * 9 39 0.6636

현대적인 - 현대적이지 않은 -66 * 19 52 * 0.7399

산만한 - 산만하지 않은 -81 * -2 -51 * 0.91

칙칙한 - 칙칙하지 않은 -82 * 29 -45 * 0.9639

오래된 - 오래되지 않은 -99 * -17 1 0.9996

무거운 - 무겁지 않은 -17 96 * 12 0.9676

어두운 - 어둡지 않은 0 94 * 13 0.9039

권위적인 - 권위적이지 않은 -26 87 * -38 0.9744

차가운 - 차갑지 않은 24 86 * 31 0.8911

중후한 - 중후하지 않은 -30 84 * -13 0.8151

낡아보이는 - 낡아보이지 않은 50 * 78 * -1 0.8556

깍아지른 - 깍아지지 않은 22 70 * 67 * 0.9919

괴기스런 - 괴기스럽지 않은 -63 * 65 * 23 0.8775

평범한 - 평범하지 않은 23 -96 * -11 0.9856

모던한 - 모던하지 않은 24 9 96 * 0.9919

미래적인 - 미래적이지 않은 22 -4 88 * 0.8236

슬픈 - 슬프지 않은 -19 46 * 85 * 0.9831

이지적인 - 이지적이지 않은 41 * -38 83 * 0.9919

날카로운 - 날카롭지 않은 -14 60 * 79 * 0.9991

세련된 - 세련되지 않은 60 * -5 69 * 0.8479

아기자기한 - 아기자기하지 않은 29 -33 16 0.2256

촌스러운 - 촌스럽지 않은 -18 16 -13 0.0784

아이겐 값(eigen value) 10.2801 8.5522 3.9707 22.803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3954 0.3289 0.1527 0.8770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3954 0.7243 0.8770

표 3.12, 자극 2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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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요인1 요인2 요인3

로맨틱한 - 로맨틱하지 않은 100 * 7 3 0.9996

투명한 - 투명하지 않은 97 * 13 -1 0.9516

환상적인 - 환상적이지 않은 97 * 12 20 0.9879

사이버적인 - 사이버적이지 않은 96 * 1 7 0.9324

신비로운 - 신비롭지 않은 95 * 8 28 0.9975

분위기 있는 - 분위기 있지않은 92 * 29 -13 0.9516

시원한 - 시원하지 않은 92 * 32 7 0.9516

도시적인 - 도시적이지 않은 81 * 49 * -7 0.9039

차가운 - 차갑지 않은 80 * 12 59 * 0.9964

매혹적인 - 매혹적이지 않은 79 * 21 -8 0.6751

청명한 - 청명하지 않은 73 * 63 * -17 0.96

슬픈 - 슬프지 않은 63 * 44 * -26 0.6636

맹맹한 - 맹맹하지 않은 -84 * -3 -26 0.7696

모호한 - 모호하지 않은 -86 * 16 2 0.7696

어두운 - 어둡지 않은 5 97 * 4 0.9471

예쁜 - 예쁘지 않은 30 89 * -34 1.00

우중충한 - 우중충하지 않은 26 83 * 43 * 0.9471

공격적인 - 공격적이지 않은 3 -78 * 54 * 0.8911

현란한 - 현란하지 않은 -2 -14 99 * 0.9984

화려한 - 화려하지 않은 20 -13 97 * 0.99

산만한 - 산만하지 않은 -6 -66 * 69 * 0.91

혼란한 - 혼란하지 않은 -6 -66 * 69 * 0.91

유치한 - 유치하지 않은 -30 -65 * 66 * 0.9471

중간온도의 - 중간온도가 아닌 -37 -14 -90 * 0.9676

어색한 - 어색하지 않은 -34 -26 14 0.2079

촌스런 - 촌스럽지 않은 -34 -40 * 25 0.3439

아이겐 값(eigen value) 13.6997 7.3909 2.6183 23.7089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5269 0.2843 0.1007 0.9119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5269 0.8112 0.9119

표 3.13, 자극 3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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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요인1 요인2 요인3

화려한 - 화려하지 않은 98 * -15 0 0.9856

재미있는 - 재미있지 않은 95 * -19 -15 0.9711

낯선 - 낯설지 않은 85 * 20 9 0.7696

장난스런 - 장난스럽지 않은 83 * 21 -39 0.8775

현대적인 - 현대적이지 않은 75 * -9 -65 * 0.9984

허전한 - 허전하지 않은 75 * 18 44 * 0.7791

클래식한 - 클래식하지 않은 62 * 50 * 6 0.64

간결한 - 간결하지 않은 -69 * -66 * -6 0.9159

답답한 - 답답하지 않은 -83 * -21 39 0.8775

딱딱한 - 딱딱하지 않은 -13 93 * 17 0.9039

깔끔한 - 깔끔하지 않은 -32 92 * -16 0.9804

애수적인 - 애수적이지 않은 41 * 88 * -13 0.9639

선명한 - 선명하지 않은 48 * 86 * -19 0.9984

고전적인 - 고전적이지 않은 -2 -98 * 20 0.9984

촌스러운 - 촌스럽지 않은 -5 -15 97 * 0.9744

일률적인 - 일률적이지 않은 -12 36 92 * 0.9964

수학적인 - 수학적이지 않은 11 -54 * 79 * 0.9375

단순한 - 단순하지 않은 -12 67 * 72 * 0.9856

밀크티같은 - 밀크티같지 않은 -32 -55 * 71 * 0.9039

마음에 드는 - 마음에 들지 않는 8 42 * -90 * 0.9936

막막한 - 막막하지 않은 -15 -24 -20 0.1164

눅눅한 - 눅눅하지 않은 -11 -3 53 * 0.2944

아이겐 값(eigen value) 9.4576 5.3294 4.6722 19.4592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4299 0.2422 0.2124 0.8845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4299 0.6721 0.8845

표 3.14, 자극 4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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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요인1 요인2 요인3

부드러운 - 부드럽지 않은 98 * 5 8 0.9744

도시적인 - 도시적이지 않은 98 * 5 8 0.9744

편안한 - 편안하지 않은 95 * 24 -15 0.9919

신비로운 - 신비롭지 않은 87 * 12 45 * 0.9831

단아한 - 단아하지 않은 87 * -22 38 0.9516

고급스런 - 고급스럽지 않은 87 * 34 33 0.9804

감각적인 - 감각적이지 않은 79 * 46 * -10 0.84

세련된 - 세련되지 않은 78 * 45 * 42 * 0.9856

멋진 - 멋지지 않은 74 * 63 * 10 0.96

시원한 - 시원하지 않은 67 * -56 * -47 * 0.9879

단정한 - 단정하지 않은 61 * -45 * 60 * 0.9375

차가운 - 차갑지 않은 -66 * -57 * -10 0.7791

모던한 - 모던하지 않은 17 96 * 21 0.9936

깔끔한 - 깔끔하지 않은 -18 96 * -14 0.9676

고급스러운 - 고급스럽지 않은 30 94 * -10 0.99

깨끗한 - 깨끗하지 않은 3 82 * 7 0.6751

고급스런 - 고급스럽지 않은 46 * 70 * 50 * 0.9471

산뜻한 - 산뜻하지 않은 67 * 69 * 3 0.9324

현대적인 - 현대적이지 않은 53 * 62 * 57 * 0.9936

심플한 - 심플하지 않은 6 1 99 * 0.9744

갑갑한 - 갑갑하지 않은 6 1 99 * 0.9744

샤프한 - 샤프하지 않은 39 43 * 80 * 0.9856

날카로운 - 날카롭지 않은 -17 -65 * 72 * 0.9744

정교한 - 정교하지 않은 69 * 10 71 * 0.9984

안정적인 - 안정적이지 않은 25 -17 25 0.1536

간결한 - 간결하지 않은 0 0 0 0

아이겐 값(eigen value) 13.4167 5.7543 3.9908 23.1618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5367 0.2302 0.1596 0.9265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5367 0.7668 0.9265

표 3.15, 자극 5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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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요인1 요인2 요인3

혼잡스런 - 혼잡스럽지 않은 99 * 3 -15 0.9936

까다로운 - 까다롭지 않은 98 * 6 19 0.9975

사이버적인 - 사이버적이지 않은 91 * -16 33 0.9711

징그러운 - 징그럽지 않은 89 * 26 37 0.9991

너저분한 - 너저분하지 않은 89 * 39 19 0.9831

원시적인 - 원시적이지 않은 88 * 37 -5 0.9216

남성적인 - 남성적이지 않은 87 * 43 * 21 0.9804

복잡한 - 복잡하지 않은 86 * 25 8 0.8064

조잡한 - 조잡하지 않은 52 * 80 * 24 0.9711

유치한 - 유치하지 않은 59 * 80 * -1 0.9975

오락적인 - 오락적이지 않은 18 76 * 61 * 0.9804

요란한 - 요란하지 않은 18 76 * 61 * 0.9804

생기있는 - 생기있지 않은 -6 -99 * -1 0.9919

즐거운 - 즐겁지 않은 -17 -1 96 * 0.9516

현란한 - 현란하지 않은 8 41 * 90 * 0.9936

강한 - 강하지 않은 45 -16 86 * 0.9639

화려한 - 화려하지 않은 23 23 71 * 0.6156

웃기는 - 웃기지 않는 39 45 * 69 * 0.8236

컬트적인 - 컬트적이지 않는 53 * 57 * 62 * 0.9964

요란한 - 요란하지 않는 1 -7 -2 0

우울한 - 우울하지 않은 5 -56 * 11 0.3276

심난한 - 심난하지 않은 9 -33 51 * 0.3759

답답한 - 답답하지 않은 60 * 38 -17 0.5239

아이겐 값(eigen value) 12.2661 4.5593 4.0680 20.8934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5333 0.1982 0.1769 0.9084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5333 0.7315 0.9084

표 3.16, 자극 6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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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
요인1 요인2 요인3

계산적인 - 계산적이지 않은 97 * 6 4 0.9516

부드러운 - 부드럽지 않은 94 * -13 8 0.8976

세련된 - 세련되지 않은 83 * -30 43 * 0.9639

적막한 - 적막하지 않은 -66 * 27 -53 * 0.7884

숨어있는 - 숨어있지 않은 -82 * 40 41 * 0.9964

답답한 - 답답하지 않은 -23 97 * 4 0.99

침침한 - 침침하지 않은 -26 96 * -4 0.9879

막힌듯한 - 막히지 않은듯한 15 96 * -20 0.9775

허전한 - 허전하지 않은 -57 * 78 * -1 0.9216

무거운 - 무겁지 않은 -56 * 62 * 49 * 0.9375

광택나는 - 광택나지 않는 -18 14 97 * 0.9951

정결한 - 정결하지 않은 17 -33 81 * 0.7884

어두운 - 어둡지 않은 4 59 * 80 * 0.99

깔끔한 - 깔끔하지 않은 33 -32 75 * 0.7696

귀족적인 - 귀족적이지 않은 70 * -13 70 * 0.9975

고급스런 - 고급스럽지 않은 49 * -51 * 59 * 0.8479

편안한 - 편안하지 않은 -13 6 22 0.0591

차분한 - 차분하지 않은 -48 * 39 -51 * 0.64

조용한 - 조용하지 않은 -27 -4 -11 0.0784

함축적인 - 함축적이지 않은 0 0 0 0

차분한 - 차분하지 않은 0 0 0 0

아이겐 값(eigen value) 8.8222 5.0720 2.5761 16.4703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4643 0.2669 0.1356 0.8669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4643 0.7313 0.8669

표 3.17, 자극 7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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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요인1 요인2 요인3

고급스런 - 고급스럽지 않은 99 * 4 -16 0.9964

시플한 - 심플하지 않은 97 * 20 11 0.9975

세련된 - 세련되지 않은 96 * -23 -18 0.9996

현대적인 - 현대적이지 않은 89 * 11 36 0.9424

모던한 - 모던하지 않은 83 * 7 20 0.7399

정확한 - 정확하지 않은 78 * 28 -54 * 0.9775

정렬적인 - 정렬적이지 않은 71 * -35 -60 * 0.9984

촌스런 - 촌스럽지 않은 -79 * 61 * 0 0.9975

구식의 - 구식이지 않은 -96 * -22 13 0.9879

안정적인 - 안정적이지 않은 21 97 * -10 0.9996

가벼운 - 가볍지 않은 -22 95 * 14 0.9711

부드러운 - 부드럽지 않은 24 93 * 6 0.9216

조용한 - 조용하지 않은 16 92 * -26 0.9324

고전적인 - 고전적이지 않은 -51 * 86 * 5 0.9991

정적인 - 정적이지 않은 -47 * 79 * -33 0.9516

깨끗한 - 깨끗하지 않은 56 * 72 * -40 0.9984

깔끔한 - 깔끔하지 않은 56 * 72 * -40 0.9984

단순한 - 단순하지 않은 49 * 67 * 24 0.75

튀는 - 튀지 않는 -3 -70 * 69 * 0.9676

섬짓한 - 섬짓하지 않은 -7 17 98 * 0.9996

경쾌한 - 경쾌하지 않은 -8 -11 96 * 0.9471

날카로운 - 날카롭지 않은 13 -15 94 * 0.9159

힘찬 - 힘차지 않은 -34 3 89 * 0.91

격동적인 - 격동적이지 않은 -47 * -27 81 * 0.9471

어두운 - 어둡지 않은 -2 -67 * 74 * 0.9996

화려한 - 화려하지 않은 25 -40 * 73 * 0.7599

공식같은 - 공식같지 않은 -54 * -3 -83 * 0.9775

실제적인 - 실제적이지 않은 -24 -25 17 0.1536

차가운 - 차갑지 않은 37 -11 23 0.19

정돈된 - 정돈되지 않은 23 36 -17 0.2079

강렬한 - 강렬하지 않은 -54 * 3 -12 0.3111

밝은 - 밝지 않은 57 * 0 -10 0.3276

서정적인 - 서정적이지 않은 13 59 * 4 0.36

아이겐 값(eigen value) 12.0065 9.1541 7.0424 28.203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3638 0.2774 0.2134 0.8546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3638 0.6412 0.8546

표 3.18, 자극 8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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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요인1 요인2 요인3

따뜻한 - 따뜻하지 않은 94 * -19 27 0.9831

조잡한 - 조잡하지 않은 94 * -19 27 0.9831

복잡한 - 복잡하지 않은 91 * -12 30 0.9216

젠체하는 - 젠체하지 않는 83 * -7 29 0.7696

맑은 - 맑지 않은 -73 * 58 * -16 0.8911

현대적인 - 현대적이지 않은 -83 * 7 -29 0.7696

예쁜 - 예쁘지 않은 -83 * -4 38 0.84

단순한 - 단순하지 않은 -85 * 45 * -22 0.9744

어울리는 - 어울리지 않는 -40 * 91 * 1 0.9951

칙칙한 - 칙칙하지 않은 -19 88 * 27 0.8844

거들먹거리는 - 거들먹거리지 않는 60 * 79 * -9 0.9879

답답한 - 답답하지 않은 -2 73 * -60 * 0.8844

중후한 - 중후하지 않은 -65 * 71 * 12 0.9324

산만한 - 산만하지 않은 57 * -62 * 53 * 0.9964

역동적인 - 역동적이지 않은 26 4 95 * 0.9744

자극적인 - 자극적이지 않은 15 12 95 * 0.9424

화려한 - 화려하지 않은 21 -12 87 * 0.8151

밝은 - 밝지 않은 1 -16 -8 0.0396

동화적인 - 동화적이지 않은 40 -49 * 53 * 0.6864

복고적인 - 복고적이지 않은 50 * 5 22 0.2944

아이겐 값(eigen value) 10.8259 4.1147 3.1208 18.0614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5413 0.2057 0.1560 0.9031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5413 0.7470 0.9031

표 3.19, 자극 9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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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요인1 요인2 요인3

발랄한 - 발랄하지 않은 98 * 5 8 0.9744

귀여운 - 귀엽지 않은 98 * 5 8 0.9744

따뜻한 - 따뜻하지 않은 95 * 24 -15 0.9919

복잡한 - 복잡하지 않은 87 * 12 45 * 0.9831

칙칙한 - 칙칙하지 않은 87 * -22 38 0.9516

공포적인 - 공포적이지 않은 87 * 34 33 0.9804

화려한 - 화려하지 않은 79 * 46 * -10 0.84

유치한 - 유치하지 않은 78 * 45 * 42 * 0.9856

재미있는 - 재미있지 않은 74 * 63 * 10 0.96

이국적인 - 이국적이지 않은 67 * -56 * -47 * 0.9879

간단한 - 간단하지 않은 61 * -45 * 60 * 0.9375

눈에 거슬리는 - 눈에 거슬지지 않는 -66 * -57 * -10 0.7791

어울리는 - 어울리지 않는 17 96 * 21 0.9936

밝은 - 밝지 않은 -18 96 * -14 0.9676

조잡한 - 조잡하지 않은 30 94 * -10 0.99

깔끔한 - 깔끔하지 않은 3 82 * 7 0.6751

활동적인 - 활동적이지 않은 46 * 70 * 50 * 0.9471

회화같은 - 회화같지 않은 67 * 69 * 3 0.9324

만화적인 - 만화적이지 않은 53 * 62 * 57 * 0.9936

귀여운 - 귀엽지 않은 6 1 99 * 0.9744

거친 - 거칠지 않은 6 1 99 * 0.9744

딱딱한 - 딱딱하지 않은 39 43 * 80 * 0.9856

부담스런 - 부담스럽지 않은 -17 -65 * 72 * 0.9744

규칙적인 - 규칙적이지 않은 69 * 10 71 * 0.9984

환한 - 환하지 않은 25 -17 25 0.1536

단순한 - 단순하지 않은 0 0 0 0

아이겐 값(eigen value) 13.4167 5.7543 3.9908 23.1615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5367 0.2302 0.1596 0.9265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5367 0.7668 0.9265

표 3.20, 자극 10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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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
요인1 요인2 요인3

모던한 - 모던하지 않은 92 * 18 30 0.9711

차가운 - 차갑지 않은 90 * 21 -31 0.9559

재미있는 - 재미있지 않은 90 * 21 -31 0.9559

투명한 - 투명하지 않은 90 * 36 -24 0.9936

활동적인 - 활동적이지 않은 86 * 22 -27 0.8556

차분한 - 차분하지 않은 61 * 50 * -52 * 0.8911

꽉막힌 - 꽉막히지 않은 -76 * 54 * 30 0.96

작은 - 작지 않은 -76 * 17 -46 * 0.8151

재미없는 - 재미없지 않은 -82 * 29 49 * 0.99

답답한 - 답답하지 않은 -92 * 15 -7 0.8775

흐릿한 - 흐릿하지 않은 -6 94 * 19 0.9271

어눌한 - 어눌하지 않은 -6 94 * 19 0.9271

신비스런 - 신비스럽지 않은 24 92 * 29 1.00

어지러운 - 어지럽지 않은 35 91 * -21 0.9984

강한 - 강하지 않은 37 82 * -43 * 0.9975

어두운 - 어둡지 않은 -35 80 * 5 0.7599

탁한 - 탁하지 않은 -18 9 98 * 0.9936

맹한 - 맹하지 않은 -46 * -15 86 * 0.9744

희미한 - 희미하지 않은 -46 * -15 86 * 0.9744

몽상적인 - 몽상적이지 않은 -7 46 * 86 * 0.9471

뿌연 - 뿌옇지 않은 44 * 34 83 * 0.9996

혼탁한 - 혼탁하지 않은 -3 60 * 65 * 0.7884

평온한 - 평온하지 않은 -19 -44 * -9 0.2431

유동적인 - 유동적이지 않은 -5 -20 68 * 0.4959

아이겐 값(eigen value) 9.7956 7.6358 4.3517 21.7831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4082 0.3182 0.1813 0.9076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4082 0.7263 0.9076

표 3.21, 자극 11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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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요인1 요인2 요인3

복잡한 - 복잡하지 않은 94 * 10 29 0.9744

신비로운 - 신비롭지 않은 89 * 7 -38 0.9375

사이버적인 - 사이버적이지 않은 88 * 42 * 11 0.9676

미래적인 - 미래적이지 않은 87 * -2 -31 0.8556

첨단적인 - 첨단적이지 않은 85 * 23 -47 * 0.9996

특이한 - 특이하지 않은 83 * 20 38 0.8704

냉소적인 - 냉소적이지 않은 -85 * -23 47 * 0.9996

애매한 - 애매하지 않은 -93 * 27 -6 0.9471

인공적인 - 인공적이지 않은 -4 97 * -14 0.9639

우울한 - 우울하지 않은 30 85 * 31 0.91

어두운 - 우둡지 않은 -3 77 * 2 0.5904

사랑스런 - 사랑스럽지 않은 7 77 * -58 * 0.9324

감각적인 - 감각적이지 않은 62 * 66 * -42 * 0.9936

무거운 - 무겁지 않은 57 * 65 * -31 0.8479

강한 - 강하지 않은 -26 17 91 * 0.9271

멋을 낸 - 멋을 내지 않은 37 -11 89 * 0.9424

답답한 - 답답하지 않은 23 40 * -86 * 0.9559

차가운 - 차갑지 않은 24 5 13 0.0784

공상적인 - 공상적이지 않은 -24 2 63 * 0.4524

무거운 - 무겁지 않은 45 * 38 -49 * 0.5904

촌스런 - 촌스럽지 않은 -34 -48 * 5 0.3439

호감가는 - 호감가지 않는 35 -29 -33 0.3276

시원한 - 시원하지 않은 0 0 0 0

아이겐 값(eigen value) 10.2054 5.6485 4.2154 20.0693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4639 0.2567 0.1916 0.9122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4639 0.7206 0.9122

표 3.22, 자극 12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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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전후 Factor Loading 변수의 설명정도

Communalities요인1 요인2 요인3

유치한 - 유치하지 않은 100 * 1 0 0.9984

더운 - 덥지않은 95 * -22 21 0.9991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89 * -29 -34 0.9984

따뜻한 - 따뜻하지 않은 84 * -26 48 * 0.9975

화사한 - 화사하지 않은 66 * -9 61 * 0.8064

미래적인 - 미래적이지 않은 -76 * -29 39 0.8151

세련된 - 세련되지 않은 -76 * 22 56 * 0.9375

체계적인 - 체계적이지 않은 -78 * -9 -24 0.6864

말끔한 - 말끔하지 않은 -83 * -42 * 3 0.8631

흥겨운 - 흥겹지 않은 -84 * -49 * -2 0.9424

차분한 - 차분하지 않은 -88 * 19 24 0.8775

딱딱한 - 딱딱하지 않은 -3 99 * -12 1.00

투박한 - 투박하지 않은 -3 99 * -12 1.00

촌스러운 - 촌스럽지 않은 -17 97 * 19 0.9991

현란한 - 현란하지 않은 20 86 * 40 * 0.9424

강한 - 강하지 않은 -65 * 73 * -14 0.9676

편안한 - 편안하지 않은 -63 * -69 * 36 0.9991

귀여운 - 귀엽지 않은 -15 -84 * 46 * 0.9424

미지적인 - 미지적이지 않은 9 25 96 * 0.9964

답답한 - 답답하지 않은 39 16 -90 * 0.9951

안정적인 - 안정적이지 않은 -36 -14 14 0.1719

활동적인 - 활동적이지 않은 25 7 34 0.19

밝은 - 밝지 않은 15 36 -49 * 0.3916

조직적인 - 조직적이지 않은 -29 48 * -30 0.4071

산뜻한 - 산뜻하지 않은 -23 -48 * 52 * 0.5511

눈부신 - 눈부시지 않은 -2 64 * 40 * 0.5775

가벼운 - 가볍지 않은 0 0 0 0

아이겐 값(eigen value) 10.7677 8.5943 5.7582 25.1202

총 표본분산에 대한 비율 0.3713 0.2964 0.1986 0.8662

총 표본분산에 대한 누적비율 0.3713 0.6677 0.8662

표 3.23, 자극 13번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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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요인별 감성 이미지

위의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자극에 해당하는 요인 3개를 분류하고 이후 각 요인

에 해당하는 감성 형용사를 분류하였다. 감성 형용사와 관련한 연상 이미지를 음악, 패션,

제품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시, 청각 매체 중심의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일부 자극에 요

인에 따라서는 해당하는 연상 이미지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나타

나고 있다. 요인별 감성 이미지 분류표는 별도 참조하였다.

분류를 통하여 도출된 연상 이미지들은 실제 이미지로 치환하여 이후 진행된 시, 청각

매체의 감성 평가 및 전달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실험의 기초로 활용되었다. 연상 이미지

어를 실제 이미지로 치환하는 작업은 참고 자료( 책, 인터넷, 음악 CD 등)를 참고로 컴퓨

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음악의 경우에는 CD의 음악을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Wave 파일의 형태로 추출되었고 패션이나 제품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자료를 스

캔하여 추출하였다. 각각의 이미지 분류와 실제 이미지 치환 결과는 별도 첨부하였다.

c) 시, 청각 이미지 선정

감성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중심의 감성 이미지 평가 방법과 대안적으로 개발, 사

용되고 있는 시각 매체 혹은 청각 매체를 이용한 평가 방법간의 정확성 및 효용성을 알아

보기 위해 임의로 선정된 2개 카드의 언어 이미지와 시, 청각 이미지간의 연상 평가간 중

복성을 검토함으로 시, 청각 이미지 중심 평가방법의 효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예로 선정된 2개 카드에 대해서 언어 정보로 도출된 형용사 관련 감성 이미지에

대해서 실제 사진자료 및 음악자료로 치환을 하였다. 사진 자료의 경우 실제 제품을 이용

하지 않고 해당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진자료를 이용하였다. 음악 자료의 경우 CD에 수록

된 음악을 컴퓨터를 이용해 일부를 발췌하여 Wave 형태의 파일로 변환 저장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서 실험이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도록 하였고 실제 Lan을 통해 각각의 이

미지나 음악파일을 직접 보고 듣는 작업이 가능하였다.

다. 시, 청각 복합 이미지의 감성 전달 효율

a)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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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매체와 청각 매체의 복합 매체가 언어 매체 혹은 단순 시각 매체에 비해서 감성

이미지의 전달 효율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극으로 선정된 5번 스킨과

6번 스킨의 감성 이미지를 토대로 어떤 감성 형용사가 도출되는지 두 가지 환경에서 연상

을 통해 감성 형용사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하나는 시, 청각 이미지를 동시에 제시하였고

다른 하나는 시각 이미지만을 제시하였다. 각각 설문 대상자들은 컴퓨터에 제시되는 이미

지를 보고 서면으로 연상되는 감성 형용사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시각, 청각 매체의 복합 제시를 통해 얻어진 연상 형용사와 시각 매체의 제시만으로 얻

어진 연상 형용사를 원래 자극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미지와 비교함으로 시, 청각의 복합

매체가 감성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일반적으

로 시각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감성 전달의 채널(Channel)의 폭이 넓어 다양한 감성이 유

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어떻게 청각 이미지의 활용으로 유발 혹은

연상 감성의 폭을 좁혀 감성 전달 혹은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b) 방법 및 결과

실험의 방법은 같은 설문 대상자가 두 가지 형태의 자극을 받게 하였다. 시, 청각 복합

자극과 시각 단일 자극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제시하여 연상 형용사의 수를 제한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결과를 종합하여 연

상 형용사간의 중복도와 연상형용사와 원래 자극의 감성 형용사를 비교하여 어느 환경이

연상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또한 원래 자극이 가지고 있던 감성형용사와 일치하는지 알

아보았다. 중복도가 높을수록 연상의 폭이 좁고 감성의 전달이 효율적이라고 예측하였다.

결과는 별도의 통계 수법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 교차비교를 통해 효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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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각 이미지 복합자극

5번

스킨

감성 형용사 부드러운, 도시적인, 편안한, 신비로운, 단아한, 고급스런

연상 형용사 멋진, 깨끗한, 말쑥한, modern, cool, 세련된, 도시적인, 부드러운, 고급스런

6번

스킨

감성 형용사 산만한, 혼잡스런, 사이버적인, 징그러운, 너저분한, 원시적인, 남성적인, 복잡한

연상 형용사
어지러운, 부산한, 오락적인, 모호한, 복잡한, 사이버적인, 남성다운, 거친,

음울한, 꽉찬, 원시적인, 혼란스런

표 3.24, 시, 청각 자극의 연상 결과 비교

시각 이미지 자극

5번

스킨

감성 형용사 부드러운, 도시적인, 편안한, 신비로운, 단아한, 고급스런

연상 형용사
동시대적인, 단순한, modern, 세련된, 올바른, 도시적인, 날카로운, 깨끗한,

신선한,

6번

스킨

감성 형용사 산만한, 혼잡스런, 사이버적인, 징그러운, 너저분한, 원시적인, 남성적인, 복잡한

연상 형용사
부산한, 오락적인, 복잡한, 조잡한, 즐거운, 생생한, 남성다운, 강한, 훌륭한,

거친, 원시적인, 복합적인, 혼란스런

표 3.25, 시각 자극의 연상결과 비교

위 결과에서 왼편의 형용사는 시, 청각 복합 자극 하에서 도출된 연상형용사이며 우측

은 시각 자극만으로 도출된 연상형용사이다. 감성형용사는 스킨 이미지를 통해 얻어진 연

상 형용사이다. 위 연상 형용사 표를 근거로 연상 형용사간 중복도와 연상 형용사와 감성

형용사간의 중복도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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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자극 5, 6번의 연상형용사간 중복도

위의 그래프는 자극에 대한 연상 형용사간의 중복도를 나타내고 있다. 좌측과 우측의

그래프가 5번 스킨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측의 6번 스킨의 경우에는 시,

청각 자극 하(좌측 점)에서 약간 중복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상되는 형용사간의 중복

도는 얼마나 연상의 범위가 좁아지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비율이며 이 실험의 결과는 시

각과 청각이미지가 유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34, 자극 5, 6번의 연상형용사-감성형용사간 중복도

반면에 위의 선 그래프는 각 자극의 연상 형용사와 감성 형용사간의 중복도를 보여주

고 있다. 좌측의 그래프는 시, 청각 복합 이미지에 대한 중복 비율이며 우측의 그래프는

시각 이미지에 대한 연상 형용사와 감성형용사간 중복 비율이다. 5번 스킨의 경우, 연상

이미지 형용사와 감성형용사간에 33%의 중복 비율을 보이고 있어 시, 청각 이미지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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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만의 자극에 비해서 연상의 범위가 훨씬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번 스킨의

경우에도 41.6%로 우측의 단순 시각 이미지 자극에 비해서 감성 전달 효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토의

결론적으로 위의 실험을 통해서 시, 청각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감성 이미지의 경우 두

매체가 복합되었을 때 감성에 대한 평가 및 구체적 정의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

며, 향후 본 연구에서 목적하고 있는 시, 청각 정보 중심의 감성 평가 시스템 구현에 타당

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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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감성 이미지 평가 시스템의 구현

1. 시, 청각 정보 중심의 감성 평가 프로세스 개요

가. 네트워크 중심의 감성 평가의 필요성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현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소모되는 제품 중심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욱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행동 역

시 변화해야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에드워드 (Edward B. Magrab)는 커다란 변화의

시대인 21세기의 생산기업 활동에 있어 가져오게 될 변화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

약하고 있다.

▪ 속도 (Speed) : 시장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소비자의 필요와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제품에 반영하는 기업의 능력.

▪ 지속성 (Consistency) : 소비자의 기대에 지속적으로 부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

▪ 예민함 (Acuity) : 경쟁 환경을 명확히 파악하여 잠재된 소비자의 니즈와 바라는 바

를 예견하고 대처하는 능력.

▪ 민첩함 (Agility) : 많은 다양한 기업 환경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능력.

▪ 혁신 (Innovation) :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위해 현재의 요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능력.83)

위의 다섯 가지의 능력은 어떤 측면에서 당연하고 시장의 경쟁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갖추어야 하는 기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전체가 변화하고 능

동적으로 새로움 환경에 대처해야만 현 상황의 위치를 유지한다는 시장 논리는 잘 반영하

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중 어느 부분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부분이 개발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제품의 기획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자인 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변화의

83) Edward B. Magrab (1997), Integrated Product and Process Design and Development, CRC Press,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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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 서 있어야 조직 전체와 제품의 성공이 보장됨을 많은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다. 결국 소비자의 필요와 변화를 민감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

는 행위가 미래를 위한 기업의 변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From To

자국 생산(Domestic production) 국제 생산(Global production)

중심화 (Centralization) 탈 중심화(Decentralization)

품질 조종 (Quality control) 품질 맞춤 (Quality built-in)

전제적 경영 (Autocratic management) 권한이양 (Empowerment)

훈련 (Training) 교육과 학습 (Education and Learning)

수평적 합일 (Horizontal integration) 수직적 단결 (Vertical collaboration)

단기적 결과 (Short term results) 장기적 수행 (Long term commitments)

협력 (Consortia) 유대 (Alliances)

오염 (Contamination) 방지 (Prevention)

유지 (Maintenance) 자가 수리 (Self-repair)

조립 중심 디자인 (Design for assembly) 분해 중심 디자인 (Design for disassembly)

직접경비 (Direct cost) 간접경비 (Indirect cost)

시장 점유 (Market share) 시장 서비스 (Market service)

이용 (Utilization) 보존 (Conservation)

대량 생산 (Large lot production) 소량 생산 (Small lot production)

재고의 판매 (Sell from stock) 필요에 의한 생산 (Make on demand)

단위 측정 (Unit measurement) 시스템 평가 (System measurement)

표준 제품 (Standard products) 특이 제품 (Distinctive products)

장비 이용 (Equipment utilization) 소비자 만족 (Customer satisfaction)

비젼 (Vision) 수행 (Commitment)

경영 (Management) 지도력 (Leadership)

표 3.26, 생산기업의 전환, Edward B. Magrab (1997).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요소에 비해서 시장에서 소비자의 니즈와 바람을 신속하게 파악

하여 정확하고 민첩한 제품의 반영이 반복적으로 강조됨을 볼 수 있다. 제품 생산을 위한

전 부분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특히 잠재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일이 더

욱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디자인 역시 소비자의 잠재된 니즈를 파악하는데 그

필요성이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디자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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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속성과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이의 공유는 디자인과 그 외 연관된 과정에서 필수적으

로 반영되고 있다. 정보 수집의 매체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특성에서 탈피하여 점차 가

상적이고 비 실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소비

자의 잠재된 혹은 변화하는 니즈를 동시적으로 혹은 앞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정보 파악과 공유 매체로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

크 환경84)을 꼽을 수 있다. 현대의 디자인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고는 그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품 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정보의 공유는 전체

프로세스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디

자인은 현재로선 그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Permanent

Task Force

제품

디자인

판매 및

마케팅

생산

Information

Network

제품

디자인

판매 및

마케팅

생산

그림 3.22, 네트워크 중심의 Task Force 의 필요, John R. Hartley (1998), Concurrent Engineering, p.79

위의 다이어그램에서 보듯이 현대의 디자인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지식이 네트워크 환

경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적인 작업을 구사함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중

심의 디자인 조직은 더 지능적으로 발전할 경우 하나의 영구적인 별도 조직으로 특성화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시, 청각 매체 중심의 감성 평가 시스템 역시

현대 디자인 행위에 있어 필수적인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84) 기업이나 단체에서 이제는 LAN(Local Area Network) 환경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개념의 경우 시스템의 설계 및 프로그램 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LAN을 기본으로 한 네트워크를 가정하였다. 그

러나 점차 인터넷과 같은 범용 네트워크 망이 활성화되고 보편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범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정보의 수집 측면에서 그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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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감성을 평가하고 그 유형과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행위는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는 중심 혹은 전제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디자인 작업의 향

후 과정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룹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의 특성

상 다양한 구성원들의 시각과 분별력을 공유하는 것은 더 낳은 해결안을 도출하는데 필수

적이라고 하겠다. 생각의 공유와 해결안의 상호보완 작업은 네트워크 환경이 아니라면 거

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 청각 매체 중심의 감성평가 시스템 역시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운 공유를 통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시각을 축적화하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제품 개발의 방향을 모두 수

용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세분화하고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니즈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즉각적이고 정확한 디자인 해결안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나. 네트워크 중심의 평가 시스템의 구성

본 연구의 평가 시스템의 구성은 사례연구에서 이미 진행된 프로세스를 모듈별로 구체

화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에서 진행된 실험의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 구분한다

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직교디자인(Orthogonal design)을 통하여 자극 집단(Pool)을 구성하였다.

② 다차원 척도법(Multi dimensional scaling)을 통하여 자극(Stimuli)을 선정하였다.

③ 연상(Association)을 통하여 시, 청각 감성이미지를 도출하였다.

④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자극별 감성이미지를 언어 및 시, 청각 이미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⑤ 시, 청각 감성정보의 연상 범위를 비교하여 그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이상 방법적 차원에서 6가지의 단계를 거쳐 사례연구를 진행한바 있다. 이중 ①, ②의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중심이 되어 작업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평가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도 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작업을 하는 관리자 영역을 설정하여

이후 설문 대상자들에게 노출되는 문항의 구성 및 데이터의 입력 혹은 구성을 할 수 있도

록 해야할 것이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단계의 작업은 평가 시스템

에서 입력과 관리 영역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145



②, ③의 경우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한 분석과 시, 청각 감성이미지 연상 도출은 외부

분석과 설문의 두 유형의 독립적 단계가 교차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분석의 경우 평가 시스

템의 구현에 있어서는 외부 분석 모듈로 독립하여 분석 도구를 별도를 사용하여 그 결과

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구성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모듈을 시스템 내에 구현하

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 전체 보다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구현하

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 시스템과

자료의 형태를 일정하게 출력되도록 하여 그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하고자 하였

다. 감성 이미지의 연상 도출은 설문 대상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질문 자료를 제시하여

답을 요구하는 형태로 본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는 평가 및 입력 단계로 구현하고자 하였

다.

④의 경우 자극별로 감성이미지를 분류하고 실제 이미지로 치환하는 프로세스 단계 역

시 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직접 작업을 해야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시스템에

서는 이 단계를 디자이너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한 영역의 경우 추론을 통하여 자

료를 분류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입력되고 평가되어진 감성 이미지를 시, 청각의 복합

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디자이너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감성의 실체적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3.23, 감성평가 시스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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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감성 평가 시스템의 구성은 우선 평가 자료

및 평가 결과가 입력되는 입력 모듈과 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관리 모

듈, 입력되는 모든 자료를 추론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추론 및 결과 모듈로 구성하며 통계

적 처리를 요하는 작업의 경우 분석 도구를 활용한 외부분석 단계로 별도로 구분하였다.

2. 시, 청각 정보 중심의 감성 평가 시스템 개발

시, 청각 정보 중심의 감성평가 시스템의 경우 네트워크 환경에서 구현이 전제로 되어

야 그 활용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LAN 환경을 전제로 프로그램 개발

을 하였다. 또한 본 시스템은 컴퓨터 사용자의 범용성을 고려하여 MS사의 Window OS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발도구로는 Visual Basic 6.0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시스템 이용상의 제한점이라고 한다면 사용자들은 하나의 폐쇄된 LAN 망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제품 관련 감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 시스템의 주 사용자를

디자이너로 가정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활용상의 제약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용자

의 하나인 소비자의 경우, 인터넷(Internet)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시 시스템이

갖추어진 근거리 통신망 구축 환경을 찾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향

후 연구를 통해서 개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조사와

관리를 분리하여 조사만을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조사한 후 그 자료를 본 관리 프로그램

에서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시, 청각 정보 중심의 감성평가 시스템은 디자이너가 소비자를 이해하는 하나의 효율적

인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활용하는 도구의 성격과 성능에 따라서 디자이너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정확성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디자인 작업의 특성상 본 시

스템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특정한 부분인 감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그 구

조를 발견할 수 있는 효율성을 구현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

템 구현을 위해서 디자이너가 소비자 감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조직화된 형태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디자이너가 도출된 결과를 통해서 언어적 특성의 자료가 아닌

시, 청각 정보 형태의 자료로 함께 제시됨으로 직관적으로 감성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자극 및 정보로 기능하는 지원도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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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스템의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 청각 매체 중심의 감성 평가 시스템의 기본구조는 설문 및

평가 모듈, 관리 모듈, 추론 및 결과 모듈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모듈

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37. 감성 평가 시스템의 구조

소비자와 디자이너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디자이너의 경우 입력 모드 및 관리모드에

서 설문해야할 내용과 설문에 접속해서 설문을 진행해야할 대상의 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소비자가 접속해서 정해진 설문을 진행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추론

단계를 통하여 디자이너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 내용의 여하에 따라

서 외부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결과 자료를 DB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 본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인 외부 분석모듈의 경우 함께 구현하기 위해서

는 시스템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고 그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분석모듈

로 분리하여 분석의 주체인 디자이너가 본인이 사용하기 용이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사

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A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용하였으나 필요에

따라서 Spss나 기타 다른 통계 프로그램을 외부 분석모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시스템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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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시스템의 세부 구성 및 활용

가. 사용자 입력 모듈

본 시스템은 크게 사용자 영역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 우선 소비자가 사용하는

영역인 설문 모드와 관리자가 사용하는 영역인 관리자 모드가 있어 활용 주체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창에서 설문하기, 관리자, 둘러보기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 설문하기 모드의 경우 설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버튼이 활성화

되어 사용할 수 있지만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경우 설문 내용이 구축이 되어있지 않

으므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림 3.38, 시, 청각 정보 중심의 감성평가 시스템

초기화면

모드 선택창에서 관리자 모드를 선정하게 되면 관리자 여부를 확인하는 로그인(Log-in)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본 창에서는 기존 관리자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특정 디자인 부서에서 활용할 경우 새로운 디자

이너 혹은 새로운 참여자에게 시스템을 개방함으로 최종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결과의 양

과 질을 풍부하게 하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일반 사용자가 본 관리자 모드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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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관리자 영역 로그인 화면

관리자 모드에 로그인하게 되면 관리자 영역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설문관리, 분석결과

입력, Data보기 등 세 가지의 버튼을 두어 각각 다른 모드로 전환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다시 밖으로 로그 아웃(Log-out)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40, 관리자 영역 모드 선택창

우선 설문관리 모드의 경우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 청각 정보중심 시스템의 특성이 설문 형태가 단순하고 제품의 사진을 중심으

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제품의 대분류를 입력한 후 제품의 종류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샘플수 선정 창의 경우 설문문항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초기 설문문항인 선

호도 및 연상 형용사 입력 설문에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수를 제한하도록 하였

다. 대상의 수를 무한으로 확대하여 설문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설문의 결과를 얻을 수 있

지만 분석 및 자료 수집의 현실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일정한 수로 제한하여 설문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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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하도록 하였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문항에 일관적으

로 같은 대상자가 응답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설문과 이후 설

문의 사용자가 같은 대상이 되도록 보장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불특정인에게 샘플의 수를

제한하므로 디자이너가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샘플의

수를 50으로 제한하면 처음 50명의 소비자 설문 접속자의 경우 처음 선호도와 연상 감성

이미지 입력 모드만을 설문하도록 하였고 이후 접속자에게는 이전 접속자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대표형용사 군을 중심으로 의미분별 척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미분

별 척도 평가의 경우 이미지의 요인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수에 제한을 두

지는 않았다.

그림 3.41, 설문입력 초기화면

제품 아이템 입력 항목의 경우 설문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목과 사진을 입력

하도록 되어있다. 비어있는 글자 입력창에 제품의 품목명을 입력하고 우측에 있는 사진입

력 버튼을 작동시켜 해당 그림파일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림 파일(File)의 경우 자료 양

의 효율을 고려하여 JEPG 파일로 국한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그림처럼 각각의

제품 품목명을 입력하고 해당 사진을 입력하게 되면 이후 소비자 설문에서 여기에서 입력

된 자료를 근거로 설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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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설문입력창의 제품품목 입력

설문 입력 항목이 완료되게 되면 관리자 선택모드로 돌아가 로그아웃(Log-out) 하거나

다른 모드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이미지 평가 모듈

설문 입력 모드에서 입력된 제품품목과 각 품목별 제품 사진이 설문모드에서 자극과

문항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설문 모드의 방향은 소비자에게 질문에 대한 부담을 최소

한으로 줄이고자 하였다. 즉 많은 질문으로 인한 답변의 노이즈(Noise)를 줄이고자 함인데

통상의 설문이 너무 많은 질문을 제시함으로 답변의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짐을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의 구성은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보장하고 많은 질문 부하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설계하였다.

우선 각각의 설문대상자에게 워밍업 및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성별, 연령, 관심사항에

대해서 선택하기 쉽고 간략한 정보만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통상 설문의 경우 개인 인적

사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의 기입을 요할 경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시스

템에서는 분석에 대해 해석의 편리함을 부가하기 위해 기초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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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일반사항 입력창

각각 설문모드에 접속한 소비자는 앞서 디자이너가 선정한 문항을 중심으로 해당 문항

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다. 사진의 경우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이미지

의 형태 및 크기가 달라지며 특정한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 자극으로 노출할 수 있다. 제

시된 자극에 대해 소비자는 우선 선호도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선호도의 경우 11점 명

목척도로 구성하여 선정의 편리함을 위해 표시막대를 이용, 점수를 가리키도록 되어있다.

이 선호도 문항은 이후 인지지도(Perceptual Map) 작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것이

며 이 인지지도 작성을 토대로 이후 제품별 감성이미지를 분류할 있도록 하였다.

선호도 문항에 대한 답변이후 해당 제품품목 사진에 대해서 느낌형태로 감성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 감성이미지와 유사한 연상 항목을 도출하도록 하여

각각 제품에 대해 연상 감성이미지 데이터를 갖도록 하였다. 앞서 관리자의 설계대로 제

한된 샘플에 대해서 본 설문을 진행하도록 되어있어 정해진 인원을 넘어서게 되면 본 설

문은 제시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각 제품에 대해 본 화면만의 설문을 진행하므로 각각

설문대상이 갖는 부담을 시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해당 항목에

대한 답변이 끝나게 되면 다음 버튼을 통해 다음 설문 이미지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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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선호도 및 연상이미지 입력 설문

연상된 감성이미지와 관련한 다른 대상을 입력할 경우 필요에 따라선 긴 문장형태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설문대상에게 자유로움을 보장하여 주었다. 연상형태의 설문의

경우 설문대상이 느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의 한계를 자유롭

게 설정하여 주어야 하는 제약조건이 따르게 된다.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될 경우 분석하

는 관리자의 경우엔 상당히 분석에 대한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후 추론부분에서 이렇게

관리자의 분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상되는 감성 형용사의 경우 중복을 인정하여 중복

되는 순위를 부과하여 최고 순위부터 10개까지 선정되어 이후 의미분별 척도 분석에서 사

용되도록 하였다. 중복의 인정범위는 앞글자 세 개의 중복여부를 가려 판정하도록 하였고

표현형태는 최후의 제시된 단어로 정하도록 하였다. 물론 지능적으로 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현상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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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감성이미지 입력설문 작성 예.

다. DB구축 모듈

관리자 선택모드에서 분석결과 입력 모드로 전환하여 관리자는 최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DB를 구축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외부 분석 모듈을 통하여 필요

한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우선 선호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통해서 다차원 척도

좌표를 각 제품품목별로 산출하여 입력할 수 있고 SD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 형용사에

대한 점수를 통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제품품목이 가지고 있는 형용사의 요인을 파

악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이 마치게 되면 분석결과 입력을 통해서 최종 활용을 위한 DB

및 제품의 감성이미지 지도를 얻을 수 있다.

제품분류의 편의를 위해서 앞서 선정된 제품의 항목을 누적하여 본 모듈에서 누적된

제품의 항목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항목에 대해서 품목 아이템을 세부적으

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품목에 대해서 이후 창에서 외부분석을 통해 얻어진 다

차원 척도 좌표를 입력한 후 품목이 가지고 있는 각 요인을 선택할 수 있다.

역시 외부분석 모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요인별 형용사를 글자입력을 통해 입력할 수

있고 형용사별 시각이미지와 청각이미지를 분류대로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입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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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전의 과정에 비해서 시간을 다소 많이 요구하지만 이전에 행해졌던 물리적인 분류방

법에 비해서 월등히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품목에 대해서 다른 관리자인 디자이너가 자료를 첨부하거나 보충하게

되면 보다 충실한 감성 시, 청각 이미지 DB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림 3.46, 분석결과 입력창

라. 분석결과 보기 모듈

본 시스템에서는 각 분석 및 자료 수집에 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현되도록 하였다.

우선 선호도에 대한 자료의 경우 자료보기 모듈에서 선호도 보기를 통해서 각 설문 대상

별로 선호도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표시된 자료를 근거로 외부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SD 결과 보기에서는 형용사별 의미분별 척도를 통한 분석의 점수가 역기

각 대상별로 표시되어 요인분석을 포함한 외부분석에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

다. 최종 결과와 함께 자료보기를 함께 둔 것은 선호도와 SD 조사 자료 역시 필요에 따라

서는 최종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의 소비자 조사에서 위의 데이터만을

별도로 활용하여 특정한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품 개발에 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

다.

최종결과보기 1과 2의 경우는 위의 분석결과 입력 창을 통해 입력된 자료들이 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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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품목별, 요인별, 형용사별로 분류된 감성이미지를 시, 청각 이미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분석 방법에서는 구현하지 못하는 시, 청

각 정보가 중심이 된 종합적이고 직관적인 자료로서 디자이너의 특성에 부합하는 결과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47, 분석결과 보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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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론 및 연구과제

1. 결론

본 연구는 우선 디자인을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성공적인 디자인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포괄적인 연구의 필요성으로 현대 디자인에 있어 소비자의 니즈를 파

악하는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적 방법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하고 분석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부서를 통해 소비자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유용한

소비자 정보를 얻어왔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품 개발 주기의

단축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는 현대 기업에 있어 유용한 프로세스 운용의 도구

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정보가 동일한 유용성을

지니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많은 제약조건이 수반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디자인관련 프로세스에서 소비자의 정보는 대체적으로 추상적인 제약조건으로 제시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정보를 디자이너가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정보의 형태가 작업의

형태와 상당히 이질적임을 발견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질적 소비자 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디자인 관련 프로세스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를 포괄적인

전제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전제를 만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구체적

인 소전제로 설정하여 연구진행의 방법을 설계하였다.

첫째, 조사방법의 이질적 성격과 결과 활용의 어려움에 기인한 수량화 방법의 친숙하지

않은 면을 그 출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의 진행에서 디자이너

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산출된 결과가 디자이너 및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친화적인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로 공학적 기법이 갖는 조사 범위 및 결과의 특정성을 확대하여 보고자 하였다. 디

자인 프로세스에서 고려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측면은 특정 변수에 국한하지 않는 포괄적

인 정보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포괄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조사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연구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를 통해 도출되는 정보의 양과 질을 디자이너 측면에서 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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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설령 디자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방법과 기법이 있다 하더

라도 결과가 디자이너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전체의 당위성이 감소하므로 이러

한 측면을 고려하여 디자인과 디자이너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결과를 염두에 두었다.

위와 같은 연구의 세부 목적을 설정하여 각 항목에 부합하는 연구의 내용 및 결과를

위해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감성 측면을 소비자 정보의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감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고 연구되어왔으며 그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포괄적

인 문헌연구를 통해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감성은 한국적 표현으로 정서의 구체화된 개

념으로 이해되고 있었고 특히 디자인과 공학 중심의 연구에서 포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디자인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소비자와 디자이너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가정하여 그 기능 과정을 살펴봄으로 소비자의 감성이 어떻게 디자이너에게 전달되며 이

해되고 있는지 추상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측면에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감성 커

뮤니케이션으로 설정된 감성전달 프로세스에서 전달 매체의 특성이 전체 정보 전달과 이

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특히 복합적 매체의 활용이 정보의 질과

양을 풍부하게 하여 디자이너의 특성에 적합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정적 측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미 설정된 가설을 토대로 실험연구를 진행하

여 복합적 감성이미지가 감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이해하였다. 물론 실험 환경의 제약이 크게 작용하여 시각의 여부에 따라서는 결과

에 대한 해석이 의미를 적게 가질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의도한 가설을 확인하는데는 충

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헌연구와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최종적

목적인 디자이너 중심의 소비자 조사 도구 개발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의

활용이 포괄적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가 소비자의 감성

에 부합하는 조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최종 이해하였다. 디자인 업무의 특성을 정

해진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한 디자인 업무로 규정짓는 제약조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대

적으로 확대된 포괄적인 디자인 업무로 규정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받을 수 있는 조사

기법으로 이해하여 결국 포괄적이고 다양한 조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최종 이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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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시, 청각 정보 중심의 소비자 감성 평가 도구는 네트웍 환경

을 토대로 구축하여 다양한 디자인 방향에서 DB 구축이 가능하게 함으로 소비자의 감성

을 제품에 반영하는 폭넓고 효율적인 방법 및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

와 같은 도구의 개발로 서두에서 제시한 성공적인 디자인 구현에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에서 목적한 바에 일정한 부분 부합한다고 하

겠다.

2. 연구과제

본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디자인 감성 파악 및 조형화 정보 제공 도구 개발을 진행

하였다. 개발된 도구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며 도구의 활용이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하는

디자인 구현에 효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구 진행에 있어 환경적 요인과 기

타 제약조건으로 인해 결과의 범위와 구체적 활용에 일정한 수준에서 개선과 발전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연구의 중요한 요인인 감성의 개념이 지나치게 다른 연구의 개념을 차용한다는

점이다. 다른 연구에서 진행된 감성의 개념은 특정한 목적성을 수반하기 보다 일반적 현

상에 대한 연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디자인과 관련한 감성 개념에 직접적 적용이 지

나치게 추상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디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소비자

의 디자인 관련 감성을 세부적으로 추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영역 중심으로 개념

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감성의 전달과 이해해 효율적이며 디자이너에 보다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

청각 복합 매체의 경우 세부적 변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도구로서 정

교함을 어느 정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문헌을 통한 연구에서 확인되었지만 각

각의 매체가 보다 세부적인 요인으로 해석되어 다양한 감성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도

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의 제약으

로 이러한 매체 각각의 각 요인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못하여 이후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

에 대해 충분히 해석과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도구로서 정교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도구의 경우 개발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범용적 활용이 가능한 도구

로 개발되지 못하였다. 범용적 활용의 경우 인터넷에서 직접적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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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자료가 DB화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네트웍 망을 이용하여 활용되어 인터넷을 이용한 도구의 개발

로 이후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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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소비자의 감성과 이를 만족하는 제품의 개발은 기업과 그 안에서 혹은 밖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모든 이에게 시간을 초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성의 만족은 곧 제

품의 성공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방법론이 없는 편이다. 마케팅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이미 개발된 기법을 활용하는 선에서 감성 관련 니즈를 파악 및 분석하거나 인간공학 중

심의 측정 기술 중심의 감성파악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방향이 실

제적으로 감성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주요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의 감

성은 제품의 모든 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특히 디자인 관련 측면과 강한 상관을 가지

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 디자인 관련 니즈에 대한 조사 역시 마케팅 관련 부서를 중심으

로 이루어져 실제적으로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및 분석 방법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이너의 특성에 맞는 정성적이면서 동시에 정

량적인 분석방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측면에서 소비자의 감성을 파악하여 구조화하고 정보화를 위한

가공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조형화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후 개발

된 디자인을 정량적이면서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단계로 진

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을 니즈라는 요소와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이너에게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주며, 감성 요인을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구조화 모듈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위계

적 니즈 구조화 방법과는 달리 네트워크형태의 제품인지구조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실제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감성 구조를 구체적인 디자인 정보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컴퓨터 상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석도구의

개발과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감성적 조형화를 지원하는 목적에서 소비자의 감성을 시각적 및 청각적 정보로

파악하여 디자이너에게 감성적 정보를 제공하는 시, 청각 정보 중심의 감성평가 모듈을

개발하였다. 우선 특정한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성 정보를 시, 청각적 정보로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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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어떠한 구조의 정보로 감성이 표현되는지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실험

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소비자의 감성을 시, 청각 형태의 정보

구조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결과적으로 도구의 개발을 통해서 특

정한 방향에서 소비자 감성 조사가 이루어지던 것에 비하여 디자이너 중심의 소비자 감성

평가 및 조사 방법과 도구의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AHP 방법을 디자인 대안의 평가 방법으로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분명한 평가 정

보를 통합하여 디자이너에게 제공할 수 있는 평가 모듈을 개발하였다. 기존 개발된 감성

구현도 평가 방법을 고찰하고 SD법, AHP, MADM 등과 같은 방법을 각 특성에 맞는 단

계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평가항목 설정시

SD법을 활용하고 평가 항목의 중요도를 결정하는데 AHP법을 활용하였으며 다속성 의사

결정 모형에 퍼지 집합개념을 결합하여 모호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감성의 제품 구현도를

평가하는데 활용하였다. 이러한 단계들 중 특히 AHP와 퍼지가중 감성 구현도 평가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활용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모듈 시스템으로 진행 및 완료되었으며 실제 제품에 대해 적용

하여 사용한 결과 제품의 감성 파악 및 디자인의 구현도 평가에 있어서 효율적임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차후 실제 디자인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효율적이며 능동적

인 소비자 감성 중심의 디자인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 환경에서의 다양

한 활용을 통해서 본 연구가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또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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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행 석사논문, 1999

[3] 김병욱,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위한 비디오프로토콜 분석도구 개발에 관한 연

구, 한국과학기술원 미간행 석사논문, 1998

[4] 김동건, 제품디자인을 위한 가상 프로토타이핑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과학기

술원 미간행 석사논문, 1999

[5] 서종환, 제품디자인에 있어서의 사용자 참여적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

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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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요인별 감성 이미지

카드

1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거친, 차가운, 남성적인 Fossil,

밀리터리 룩,

유나이티드 워커스,

남성미 캐주얼

요 인

2

기계적인, 첨단의, 도시적인,

단정한

Fossil,

바이올린,
소비에트, 리릭 소프라노,

요 인

3

고급스런, 화사한, 빠른,

세련된, 반짝이는

빠른비트,

베토벤 월광,

낭만파적 부드러운

멜로디,

스트링,

현악기,

표 1, 자극 1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카드

2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기계적인, 딱딱한, 적당한,

깔끔한
캔우드,

자동차,

금강경,

스네어 드럼 같은

요 인

2

무거운, 어두운, 권위적인,

차가운

검은 오디오,

캔우드 오디오,

파나소닉,

나쇼날

쿠기,

스톰,

베스티벨리

슈베르트 마왕,

바리톤 음색,

교회 올간,

튜바의 낮은 음역,

요 인

3

모던한, 미래적인, 슬픈,

이지적인

캔우드 카오디오,

대우 탱크,

레가토 형식보다

스케일이 큰

음악(베토벤),

표 2, 자극 2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카드

3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로맨틱한, 투명한, 환상적인,

사이버적인, 신비로운,

분위기 있는, 시원한,

도시적인, 차가운

화이널 판타지,

티뷰론,

LG

바그너 “탄호이저” 중

노래의 전당,

발퀴레, 차이코프스키,

말러, 스트라빈스키,

고전파 선율,

브라스 계열,

요 인

2
어두운, 예쁜, 우중충한

요 인

3

현란한, 화려한, 산만한,

혼란한

표 3, 자극 3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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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4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화려한, 재미있는, 낯선,

장난스런
FROG Design 제품

바이올린 조율음,

고대 단성 성가,

그레고리안 단성음악

요 인

2

딱딱한, 깔끔한, 애수적인,

선명한

옛날 금성 냉장고,

Frogn Design 제품
단조 형태 음악

요 인

3
촌스런, 일률적인, 수학적인

모노칼라 LCD,

베네통

표 4, 자극 4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카드

5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부드러운, 도시적인, 편안한,

신비로운, 단아한, 고급스런

고급 미니 콤포넌트,

Guess 시계,

JVC 오디오

마인,

시스템

베토벤 Spring

Sonata, 하프, 플롯,

목관 5중주,

바이올린 듀엣

요 인

2
모던한, 깔끔한, 깨끗한

고급 미니 콤포,

LG TV,

소니 MDP

아나카프리

요 인

3
심플한, 갑갑한, 샤프한 Sports Replay

표 5, 자극 5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카드

6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산만한, 혼잡스런,

사이버적인, 징그러운,

너저분한, 원시적인,

남성적인, 복잡한

스타크래프트,

바리깡,

매직스테이션

제임스딘,

알렉산더 맥퀸

헤비메탈,

북/ 장고,

튜닝조율

요 인

2
조잡한, 유치한

파나소닉 스포츠용

워크맨
쇼비즈

요 인

3
즐거운, 현란한, 강한

소니 밀리터리

플레이어
키라라

비음정의 현악기

울림

표 6, 자극 6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카드

7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계산적인, 부드러운, 세련된

고향의 봄,

현반주와 플롯소리,

계산기 소리,

요 인

2
귀족적인, 침침한, 막힌듯한 디지털

아주머니 의상,

베스띠벨리, 비아트,

오브제

오래된 인켈 오디오,

헤드폰, 선글라스

요 인

3
광택나는, 정결한, 어두운

Acer 컴퓨터,

하이그로시 가구,

벼루

데무,

베이직한 스타일

베토벤 운명,독일

가곡풍, 콘트라

베이스 재스풍,

표 7, 자극 7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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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8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고급스런, 심플한, 세련된,

현대적인, 모던한
고급 오디오 5005, 식스티 브라스 계열 소리,

요 인

2

안정적인, 가벼운, 부드러운,

조용한, 고전적인

가벼운 스케일 곡,

베리오의 발레의

정령, 전원 교향곡,

현악 4중주

요 인

3

섬짓한, 경쾌한, 날카로운,

힘찬, 격동적인
오케스트라 합주,

표 8, 자극 8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카드

9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따뜻한, 조잡한, 복잡한,

젠체하는
그랜저 카오디오

오보에,

현대곡 합주

요 인

2

어울리는, 칙칙한,

거들먹거리는
스톰,

요 인

3
역동적인, 자극적인, 화려한 EF 소나타 베네통

표 9, 자극 9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카드

10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발랄한, 귀여운, 따뜻한,

복잡한, 칙칙한, 공포적인
누전 차단기

롤롤, 샐리,

톰보이, 야,

스포츠리플레이

바르톡 “중국의

이상한 관리” 건달

등장장면,비/바람소리

, 고질라, 병아리

소리

요 인

2

어울리는, 밝은, 조잡한,

깔끔한

전자시계, CDP,

삼성 개구리 카세트
플롯

요 인

3
귀여운, 거친, 딱딱한 비행기 조종석

표 10, 자극 10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카드

11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모던한, 차가운, 재미있는,

투명한, 활동적인

파나소닉,

소니, 삼성키보드

페레진,캘빈클라인,

쌈지, 영우

그레고리안 Chant,

리빙 라스베가스

요 인

2

흐릿한, 어눌한, 신비스런,

어지러운, 강한, 어두운

파나소닉 CDP,

X-file
미샤

요 인

3

탁한, 맹한, 희미한, 몽상적인,

뿌연

의료기 LCD,

잠수함 계기판
윈

드뷔시,

인상주의

표 11, 자극 11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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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2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복잡한, 신비로운,

사이버적인, 미래적인,

첨단적인, 특이한

삼성 오디오 비젼,

K2-flight,

아이와, 스페이스

시스템 진,

쿠기

현대음악, 컴퓨터

음악, 영화음악 “조금

기하학적인”,

하프 스케일,

요 인

2
인공적인, 우울한

키라라,

시스템 진

요 인

3
강한, 멋을낸 아이와

표 12, 자극 12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카드

13

요인

분석

종합

요 인 형 용 사 제 품 의 복 음 악

요 인

1

유치한, 촌스런, 더운, 눈에

띄는, 따뜻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텔레그라프,

비키, on and on
농촌

요 인

2

딱딱한, 투박한, 화려한,

현란한,안정적인
브라운 커피메이커,

바이올린,

플룻

요 인

3
튀는

표 13, 자극 13에 대한 요인별 감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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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 요인별 치환 이미지

Card

1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거친, 차가운,

남성적인

Antonio Vivaldi /

Concerto in G Major

for Violoncello, Strings

and Continuo

Allegro

표 14, 자극 1의 요인 1에 대한 감성형용사와 치환이미지

Card

2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기계적인,

딱딱한, 적당한,

깔끔한

자동차,

금강경,

스네어 드럼 같은

표 15, 자극 2의 요인 1에 대한 감성형용사와 치환이미지

Card

3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로맨틱한,

투명한,

환상적인,

사이버적인,

신비로운,

분위기 있는,

시원한,

도시적인,

차가운

Tanhauser -

Wagner

표 16, 자극 3의 요인 1에 대한 감성형용사와 치환이미지

Card

4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화려한,

재미있는, 낯선,

장난스런

Handel - Concerto

Grosso in B Minor

Op. 6-7, Allegro

표 17, 자극 4의 요인 1에 대한 감성형용사와 치환이미지

172



Card

5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부드러운,

도시적인,

편안한,

신비로운,

단아한,

고급스런

[1] Ludwing Van

Beethoveen, Symphony

No.6 in F Major Op.68

Pastoral Symphony,

Andante Molto Mosso,

07:00~08:00

[2] Suppe, poet and

Peasant Overture, The

New Philharmonia

Orchestra Hamburg,

Hans-Jurgen Walther,

04:00-05:00

표 18, 자극 5의 요인 1에 대한 감성형용사와 치환이미지

Card

6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산만한,

혼잡스런,

사이버적인,

징그러운,

너저분한,

원시적인,

남성적인,

복잡한

[1] Marilyn

Manson,

Mechanical

Animals,

1999

표 19, 자극 6의 요인 1에 대한 감성 형용사와 치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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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7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계산적인,

부드러운,

세련된

Acer 컴퓨터,

하이그로시 가구,

벼루

오래된 인켈 오디오,

헤드폰,

선글라스

Pjotr Tchaikovski -

The Nutcracker -

Ballet - Suite Op.71a

Flower Waltz

표 20, 자극 7의 요인 1에 대한 감성 형용사와 치환 이미지

Card

8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고급스런,

심플한, 세련된,

현대적인,

모던한

고급 오디오
5005, 식스티

Franz Liszt - Love

Dream - No.3 in A Flat

Major

표 21, 자극 8의 요인 1에 대한 감성 형용사와 치환 이미지

Card

9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따뜻한, 조잡한,

복잡한,

젠체하는

그랜저 카오디오

Georges Bizet -

Carmen - Suite

No.1

Seguedilla

표 22, 자극 9의 요인 1에 대한 감성 형용사와 치환 이미지

Card

10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발랄한, 귀여운,

따뜻한,

복잡한, 칙칙한,

공포적인

누전

차단기,

Pjotr Tchaikovski -

The Nutcracker -

Ballet - Suite

Op.71a

Chinese Dance

표 23, 자극 10의 요인 1에 대한 감성 형용사와 치환 이미지

174



Card

11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모던한, 차가운,

재미있는,

투명한,

활동적인

,
Robert Miles -

Dreamland -

Children(Dream

version)

표 24, 자극 11의 요인 1에 대한 감성 형용사와 치환 이미지

Card

12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 Korean >

복잡한,

신비로운,

사이버적인,

미래적인,

첨단적인,

특이한

Nick Straybizer Serena

- Navigator One

표 25, 자극 12의 요인 1에 대한 감성 형용사와 치환 이미지

Card

13

Factor Adjective Product Fashion Music

Factor

1

유치한, 촌스런,

더운, 눈에 띄는,

따뜻한,

Antonio Vivaldi - The Four

Seasons Op.1-4 - The

Spring, Allegro

표 26, 자극 13의 요인 1에 대한 감성 형용사와 치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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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3. 제품인지구조망 구성정보

요인명 중요도 관련도

스포티한 1.41 5.14

현대적인 4.4 15.43

개성적인 3.86 13.71

팬시한 0.8 3.43

곡선적인 0.43 1.71

유연한 0 0

부드러운 0 0

따뜻한 0 0

전원적인 0.29 1.71

박력있는 0 0

남성적인 0.51 1.71

금속성의 1.32 5.14

통일감있는 1.53 5.14

깔끔한 2.94 12

심플한 4.41 13.71

깜찍한 0 0

슬림한 2.19 8.57

아담한 0.94 3.43

첨단의 2.79 10.29

다기능의 0.34 1.71

정교한 0.89 3.43

신선한 0.83 3.43

기발한 0.56 1.71

화려한 0 0

튼튼해보이는 2.24 8.57

설치하기 쉽다 1.01 3.43

기능을 익히기 쉽다 2.76 10.29

리모콘 조작이 간단하다 2.75 10.29

리모콘이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0 0

버튼이나 다이얼의 조작이 부드럽다 1.77 8.57

불필요한 소음이 적다 3.21 12

작동 시에 열이 많이 발생한다 0 0

액정 디스플레이부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다 1.06 3.43

유지, 보수, 관리가 편리하다 0.79 3.43

기본기능의 사용이 편리하다 2.65 10.29

음질의 조절이 쉽다 1.64 6.86

다양한 세부기능이 잘 배치되어 있다 1.14 5.14

잔고장이 적다 3.71 13.71

유지비가 적게 든다 0 0

위치 이동이 쉽다 0 0

테이프나 CD의 회전이 눈에 잘 보인다 0 0

배선이 단순하다 0.29 1.71

작동 상태의 확인이 쉽다 2.21 8.57

데크나 CD트레이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힌다 1.01 5.14

설명서가 이해하기 쉽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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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중요도 관련도

제품 수명이 길다 1.46 5.14

어둠 속에서도 조작이 쉽다 1 5.14

부품의 교환, 추가가 쉽다 0 0

서라운드 스피커의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다 1.56 6.86

사용상의 위험이 적다 0 0

음량 조절 1.21 5.14

CD 재생 1.76 5.14

CD 체인저 1.61 6.86

CD-테이프 복사 2.29 8.57

턴테이블 0 0

카셋트 재생 0.43 1.71

카셋트 녹음 0 0

곡 머리 재생기능 0 0

더블 데크 0.65 1.71

자동왕복 2.29 8.57

돌비 사운드 1.1 3.43

스피커 2.46 8.57

라디오 청취 0.56 1.71

라디오 채널 메모리 1.26 5.14

리모콘 0.69 3.43

고급 음질 4.16 13.71

이퀄라이져 1.02 3.43

다양한 음색 선택 1.33 5.14

고출력 2.59 10.29

서라운드 스피커 1.57 6.86

AV 연결 2.26 8.57

액정 디스플레이 2.04 8.57

마이크 믹싱 0 0

예약 기능 0.41 3.43

시계 0 0

유명 브랜드의 1.88 6.86

신뢰가 가는 브랜드의 3.49 17.14

가격이 저렴한 2.22 8.57

가격이 비싼 0.56 1.71

할부 구입이 가능한 0.46 1.71

생활 수준에 맞는 1.8 6.86

최신 유행의 0.65 1.71

집안 환경에 잘 어울리는 2 8.57

내 나이에 잘 어울리는 0.65 1.71

요즘 화제가 되는 0 0

남에게 과시할 만한 0.64 3.43

전문적인 음악 감상용의 1.17 5.14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0.91 5.14

여러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0 0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1.53 8.57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2.17 10.29

유행에 상관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1.87 8.57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0.3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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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중요도 관련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0.74 3.43

쉽게 구하기 힘든 0.29 1.71

A/S가 뛰어난 2.09 8.57

싫증나면 쉽게 버릴 수 있는 0 0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0.34 1.71

다른 가전제품과 어울리는 0.43 1.71

기호에 맞게 개조가 가능한 1.3 5.14

크기가 작은 3.5 15.43

크기가 큰 0 0

무게가 가벼운 2.11 8.57

무게가 무거운 0 0

높이가 높은 0 0

높이가 낮은 0.21 1.71

다양한 배치가 가능한 3.24 15.43

충격에 강한 1.77 8.57

구조가 간단한 1.71 8.57

구조가 복잡한 0.34 1.71

조작부가 적은 2.7 13.71

조작부가 많은 0.7 3.43

여러 파트로 이루어진 0.74 5.14

일체형의 0 0

단순한 색상의 1.31 8.57

다양한 색상의 0 0

그래픽요소가 많은 0 0

그래픽요소가 적은 2.64 15.43

장식장이 달린 0.23 1.71

금속 질감의 0.51 3.43

나무 질감의 0 0

플라스틱 질감의 0 0

광택 질감의 0 0

고운 질감의 1.27 6.86

거친 질감의 0.3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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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디자인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연구개발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

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구

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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