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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990 년대 들어서 디자인이나 인간공학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새롭게 떠오른 주요 연구 

과제로 ‘감성’을 들 수 있다. 물론 오래전부터 디자인 분야 등에서 ‘감성’에 대한 중요성

을 인지하여왔으나, 이것이 새롭게 디자인의 영역을 넘어 대중적 관심과 타 분야의 전문

가들에게까지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산업사회가 고도로 성숙되면서 

제품 선택에 기능과 성능 못지 않게 개개인의 감성적 선호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많은 노력이 나타났다. 1980 년 

대 후반 일본 마쯔다 자동차사의 한 스포츠카 개발과 때를 같이 한 히로시마 대학의 나가

마찌 교수의  image technology (후에 감성공학이라 개칭해 부른다)가 본격적인 연구의 효시

가 되었다(나가마찌, 1997). 또한 동시에 일본에서는 1991 년부터 8 년간 생리신호 측정을 

위주로 하는 ‘인간감각계측응용기술개발’이라는 국가 주도의 대형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5 년 뒤 한국에서도 일본의 연구과제와 비슷한 체제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중심으

로 연구 기획이 이루어져 현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5).   

물론 국가 주도의 대형 연구과제에서는 인간의 감각(sense)과 감성(sensibility)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연구개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제품 개발과 이의 판매

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감성을 손쉽게 파악하고 이를 제품개발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기본적으

로 요구되는 것은 소비자의 감성 니즈(needs)가 얼마나 제품에 구현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여러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미국의 심리학자 Osgood 의 의미미분

법을 원용한 나가마찌의 감성공학적 방법, 마아케팅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오던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MADM; Multi Attribute Decision Making) 방법, 최근 각광을 받았던 분석계층

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외에 생리적 측정방법들

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은 기초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듯 여러 방법들이 개발되



었으나 아직 어느 것도 기업에서 효과를 보며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대학이나 연

구소 등에서의 적용 사례 등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감성 니즈의 구현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

로 할 수 있는 가를 기존의 방법들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시

작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목표와 내용 

 

１. 연구의 목표 

 

제품 개발과정에서 소비자의 감성니즈가 제품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제품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적절

한 평가방법이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감성 니즈가 제품에 

제대로 반영되었는 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방법을 개발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２. 연구의 내용과 범위 

 

감성니즈 구현도의 정량적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감성 니즈와 

감성니즈의 평가에 대한 개념을 디자인 프로세스 차원에 연관지어 정리하였으며, 그동안 

개발되어온 기존의 감성니즈 평가 방법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2장). 

둘째, 그동안 감성공학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어온 의미미분법(SD; Sematic Differential)과 

산업공학이나 마아케팅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어온 계층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a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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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적용을 하였다(3장,4장). 

셋째, 다속성 의사결정 방법(MADM; Multi Attribute Decision Making) 방법을 기초로 하며 

수학적 연산에 퍼지 집합 개념을 도입한 퍼지 가중 감성 구현도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제품 평가의 속성을 선정하기 위해 SD 법을 사용하며, 속성의 중요도(가중

치)를 결정하기 위해 AHP 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발된 방법을 적용하여 개인용 휴

대 전화기(휴대폰)에 대한 검증 실험도 실시하였다(5장).  

넷째, 개발된 방법들 중 컴 AHP 방법과 퍼지가중 감성평가 방법은 소프트웨어로도 개

발해 현장의 디자이너들이 PC 를 사용하여 감성니즈 구현도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림 1- 1. 연구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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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감성니즈와 평가방법 

 

제 1 절 감성니즈 

 

소비자가 비용을 치루고서 제품이나 서어비스를 구입하는 것은 구매 행위를 통해서 자

신의 니즈(needs) 혹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니즈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 제품에 대해 갖는 표현 가능한 요구사항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은 심리학자 매슬

로우(Maslow) 등에 의해 욕구와 동기 이론 등으로 체계화 되어, 마아케팅과 디자인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김명석 등 1998).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도 개인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로부터 고도

의  자아실현 욕구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만족되어간다고 본 것처럼(듀언 슐츠 1985), 

산업사회에서의 소비자 니즈의 경향도 순차적으로 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초기 산업

사회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니즈를 우선 하였다면, 최근에는 자신의 

다양한 개성의 표출이라는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을 구입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성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갖는 감성적 이미지가 매우 중요시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장에서 성공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감성적 니즈

를 파악하는 것, 그러한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설계하는 것,  설계된 제품이 얼마나 소비

자의 니즈를 구현했는 지를 평가하고 대안을 선정하는 것 등을 중요한 작업으로 여기게 

되었다. 감성 니즈의 구현도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해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일반 디자

인 프로세스 과정 속에 새롭게 필요하게 되었다.   

 

 
제 2 절 디자인 프로세스와 감성 니즈 평가 

 

일반적으로 디자이너가 해결해야 할 디자인 문제는 다양하고, 디자인 프로세스는 디자



인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디자인 프로세스(design process)도 다양하게 존재

할 수 있다 (임연웅 1994). 예를들어 간단한 문구류 디자인과 핸드폰과 같은 복잡한 기능

을 갖는 제품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디자인 

문제에나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말한다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크리스토퍼 존스 (Christopher Jones)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분산(di-vergence), 변환

(transformation), 수렴(convergence)의 세 단계로 보았다. 분산 단계에서는 디자인의 한계를 

분산시켜 기대되는 해결 안의 영역을 넓히고, 변환단계에서는 이 확산된 디자인 영역내에

서 이의 새로운 패턴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수렴 단계에서는 여러 의사결정 방법에 의

해 디자인안을 하나로 좁혀가는 것으로 규명하였다(임연웅 1994). 

모리스 애시모(Morris Asimow)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여섯 단계로 나누었는데, 디자인 문

제가 속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여 디자인 문제를 파악하는 문제 상황의 분석 단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디자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안 요소를 규합하는 해결 안의 종합 단

계, 주어진 제한 사항과 활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목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안을 선택하는 결정과 평가 단계, 선택된 해결안을 다듬는 최적화단계, 해결 안을 수정하

는 수정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안의 이행 단계로 나누었다. 

한편 영국의 아처(Archer)는 ‘디자이너를 위한 체계적 방법’이란 글에서 프로그래밍

(programming), 자료수집(data collection), 분석(analysis), 발전(development), 커뮤니케이션

(comunication)의 다섯단계를 제시하였다. 또 다른 영국의 교육자인 핑켈스타인(Finkelstein)

은 디자인 문제파악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정리 단계, 디자인 해결 안을 평가할 기준의 

형성을 위한 가치모델 형성단계, 여러 디자인 안의 제시 단계, 자료 수집 단계에서 나타난 

요구사항에 비추어 디자인 안들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디자인 안의 분석단계, 디자인 

안의 여러 요인, 속성을 이미 확정된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결정 단계의 다섯 단계 디자

인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디자인 프로세스는 서로 상이한 면이 많은 것 같

지만 기본적 개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의 종합 이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디자인 문제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최종적으로 

디자인 대안의 평가단계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즉, 여러 연구자들이 사용한 변환, 해결안

의 종합, 디자인 안들의 제시 등의 용어 모두가 이해 되어진 문제의 결과에 따라 어떤 해



문제의 이해 
(Understanding problem) 

해결안의 종합 
(Synthesizing solution) 

해결안의 평가 
(Evaluation solution) 

결안을 종합하고 있는 단계임을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집중, 평가, 발전, 결정 등의 

용어 모두가 첫 단계에서 규명된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었는 지에 비추어 어느 해결 안

이 최상의 해결 안인지를 가려내는 평가 단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디자인 

프로세스들은 그림 2- 1처럼 대개 문제의 이해, 해결안의 종합, 해결안의 평가의 세 단계

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 1 이론상의 디자인 프로세스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그림 2- 1처럼 순차적일 수는 없다. 즉, 모든 

디자인 문제가 첫 단계에서 한번에 완전히 정의되고 분석된 다음, 그 다음 단계에서 모든 

해결 안이 종합되며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에 최선 안이 평가 및 선택되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디자인 과정은 분석에서 종합, 종합에서 평가까지 직선적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실제적 디자인 상황에서는 디자이너가 어떤 해결안을 종합하였을 때 어떤 것을 



분석할 것을 잊었다는 걸 발견해서 다시 문제 분석 단계로 돌아가고, 또 다시 종합 단계

로 돌아와 다른 형태의 해결 안을 종합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평가 단

계에서 새로운 문제점이나 해결안이 발견되어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한

다. 따라서 디자인 프로세스는 순차적인 것만이 아니라 계속 피드백될 수 있는 순환적 특

성을 갖고 있다(임연웅 1994). 

어떠한 경우이든, 디자인 평가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핵심적 단계이다. 그림 2- 1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적으로는 디자인 대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최선의 해결안을 선택하게 된

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평가단계는 다른 과정에 비해 상당히 

무시된 측면이 있었다. 보통, 디자인 평가는 주로 경험이 많고 숙련된 한 사람의 눈에 의

해서 내면적으로 행하여졌는데, 평가자의 주관적 관점이 그 디자인 대상의 진정한 목표와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디자인 전문가에 의한 평가라 

하더라도 좀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한 사용자들의 평가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반적 디자인 평가는 감성적 니즈의 구현도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일반적 디자인 대안 평가보다 소비자의 감성적 니즈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구조 

파악 그리고 가중치의 결정 등의 작업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필요성이 의하여 점차적으로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는 감성 니즈의 구현도 평가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 3 절 감성니즈 평가방법 고찰 

 

감성 니즈의 구현도 평가 문제의 대부분은 여러 개의  디자인 대안 가운데에서 상대적

으로 소비자의 감성 니즈를 적절히 반영한 것을 선택해 내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디자

인 프로세스 상의 여러 단계에서 최종 디자인에 포함될 대안적 부차적 해결 안이나 대안

적 특징들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대안 사이에서 선

택을 한다는 것은 디자인 활동의 일반적 특징이다. 본 장에서는 디자인 대안의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이전의 평가방법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새로운 방법 개발의 방향을 정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１. 디자인 대안 평가방법 

 

가. 가중 목표법 

가중치(weight)가 다르게 정해진 디자인 목표들을 이용하여 디자인 대안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목표들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고, 측정된 디자인 대안

들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하여 수량적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

과 같다. 

 

(1) 디자인 목표들을 나열한다. 

디자인 목표에서는 기술적 요인, 사용자의 요구사항, 안전상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디자인이 달성한 성능을 목표에 대해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2) 나열된 목표에 등급을 정한다. 

나열된 디자인 목표들은 광범위한 디자인의 필요 사항들을 포함할 것이며, 그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시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도는 상대적인 가중치로 표현될 수 있

는데, 상대적인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방법은 한쌍의 목표들을 하나하나씩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떠한 목표가 

더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3) 목표들에 대해 상대적인 가중치를 부여한다. 

목표들에 부여된 등급을 토대로 각 목표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계산한다.  

 

(4) 각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하여 수량적 점수를 부여한다. 

디자인 대안이 각각의 디자인 목표들에 대하여 얼마나 부합되게 디자인되었는 가에 대

하여 수량적인 점수를 부여한다. 

 



(5) 디자인 대안들에 대한 목표달성 점수를 계산하고 비교한다. 

각 목표들에 대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각 디자인 대안의 목표달성 점수를 가중평균함으

로써 각 대안들의 최종 점수를 계산하고 그 수치를 비교한다.   

 

나. 평가 행렬법 (Evaluation matrix) 

평가행렬법은 여러가지의 디자인 대안들의 기준에 대한 충족도를 행렬 형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히 해결 안들 간의 

순위를 알 수 있고 최적 안의 선정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요소

파악, 행렬작성, 평가의 순서로 수행된다. 일반적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그 진행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안의 평가를 위한 기준을 선정한다. 

①  적합한 크기 

②  색채구성 

③  조형성 

④  흥미유발성 

⑤  안전성 

⑥  내구성 

 

(2) 디자인 안의 각 평가기준에 대한 충족 정도를 평가할 척도를 결정한다. 

3 = 완전히 충족시킴 

2 = 대체로 충족시킴 

1 = 약간 충족시킴 

0 = 전혀 충족시키지 못함 

 

(3) 평가기준과 디자인안들을 행렬의 비교요소로 하여 행렬을 작성한다. 



 

표 2- 1. 디자인안에 대한 평가행렬 

 디자인안 1 디자인안 2 디자인안 3 디자인안 4 

적합한 크기 1 2 3 2 

색채구성 1 3 2 1 

조형성 3 1 2 2 

흥미 유발성 2 3 1 1 

안전성 0 1 0 1 

내구성 2 3 0 3 

총점 9 13 8 10 

순위 3 1 4 2 

다음  

표 2- 1을 보면 디자인안 2가 가장 좋은 디자인 안으로 선정됨을 알 수 있다.    

다. 평가 척도법 (Evaluation Scale) 

디자인 대안 평가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평

가척도법이 있다. 이 방법은 평가요인들을 특정한 평가 척도에 의하여 정량화하는 방법으

로, 명목척도(norminal scale), 순위 척도(ordinal scale), 구간 척도(interval scale), 비율척도(ratio 

scale)  등이 평가척도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명목척도, 순위척도, 구간척도, 비율척도의 

순서로 각 척도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가 강력하고 의미가 강력할수록 분석되고 해석

될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지만, 디자인 평가를 위하여 어떠한 척도를 이용할 것인가는 

디자인 문제의 속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명목 척도  

명목척도는 가장 단순한 속성을 갖는 척도로, 부여된 숫자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를들면, 남성을 ‘1’로, 여성을 ‘2’로 정하여 부여된 척도 

등이 명목척도에 해당한다.  명목 척도의 경우 가능한 계산은 빈도를 나타내는 수치들 뿐

이다. 

 

(2) 순위척도 



순위 척도의 예는 대학의 학년을 나타내는 ‘1, 2, 3, 4’를 들 수 있다.  순위척도는 주로 

최빈값(mode)과 중앙값(median)으로 표현되어 디자인 대안의 평가에 활용된다. 

 

(3) 구간척도 

구간 척도에 있어서의 숫자는 그것이 의미하는 속성과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

에, 속성들간의 차이가 비교되어질 수 있다. 구간 척도에서 가능한 평균 정도의 측정은 최

빈값, 중앙값, 그리고 평균값 등이다. 

 

(4) 비율척도 

비율 척도에 있어서의 숫자는 절대 0 (absolute zero)을 갖고 있어서 숫자상의 절대량을 

비교할 수 있으며 모든 산술계산이 가능하다.  기하 평균 (geometric mean), 산술평균, 중앙

값, 최빈값 모두 계산될 수 있다. 

 

라. 직관적 평가법 

디자인 평가대상을 직관에 의하여 평가하는 평가방법으로, 판단이나 추론 과정없이 평

가대상에 대해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방법 자체가 간단하

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방법이다. 

 

２. 감성 평가방법 

 

가. 의미미분법(SD; Semantic Differential) 

 미국의 심리학자 Osgood 에 의해 처음 제안된 심리평가 척도법이다. 이후 1980 년대 

후반부터 일본 나가마찌에 의해 제품 평가에 적용된 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물론 제

품의 일반적인 기능이나 성능 등을 포함한 디자인 대안 평가에도 사용될 수 있으나 주로 

감성 평가에 사용되어 왔고 효과를 보았다. 감성 니즈가 특히 주관성이 강한 대상이며 일

상 속에서도 언어 특히 형용사를 이용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SD 법을 사용한 감성니즈의 구현도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느낌과 감성을 표현하는 형용사 언어를 수집한다. 

그러한 형용사들 중 반대어 개념의 것들을 쌍으로 묶고 해당 제품의 평가에 관련성이 높



을 것으로 판단되는 형용사 언어쌍 집합을 만든다. 평가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대상 소비자 집단의 느낌을 준비된 형용사 언어쌍을 이용해 평가하도록 한다. 보통 형용

사 언어쌍이 많기  때문에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소비자들의 감성을 몇 개의 주

요 요인으로 분류해 파악한다. 이것은 두 개의 직교되는 요인들에 대해 각 형용사들을 매

핑시켜 그래프를 그려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평가 대상 제품들도 두 개 요인의 직

교 좌표 상에서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감성과의 일치 정도를 파악해볼 수 있

다.  

일반적인 SD 법이 감성 평가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면,  나가마찌는 감성설계의 가능

성까지 보여주었다(나가마찌 1997). 즉 제품의 물리적 속성들에 대한 파악이나 측정이 가

능하다면  감성 형용사 언어나 요인분석에 의해 나타난 대표 감성 요인과의 관계를 계량

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물리적 속성에는 카테고리(category)를 표현하는 

명목척도들이 많기  때문에 더미(dummy)  변수를  도입해 중회귀분석을 한다면 물리적 

속성과 감성언어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감성 설계도 가능해지

고 디자인 대안에 대한 감성 예측도 가능해진다.  SD 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그림 2-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 2.  SD 법에 의한 감성니즈 평가 과정 

제품평가 형용사 언어수집 

형용사 언어집합 결정 

SD 법을 이용한 제품평가 

요인분석 

주요요인축에 제품 mapping 

물리적속성과 감성언어 회귀분석 



제 3 장 SD 법에 의한 감성니즈 구현도 평가  

 

제 1 절 서론 
 
미국의 심리학자 Osgood 에 의해 1958 년에 처음 개발된 의미미분 (SD; Semantic Differ-

ential) 법은 형용사 언어에 의해 어떤 대상이나 제품의 특성을 언어로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대상에 대해 주관

적 언어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나가마찌는 SD 방법론을 사용하여 제품의 이미지를 평가하고 이 이미지와 물리적 

요소와의 관계를 밝혀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감성공학이라’ 

명명했다(나가마찌 1997). 이후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수 많은 연

구와 적용 사례들이 나타났다.  

박영순(1985)은 냉장고 디자인과 관련해 소비자가 원하는 감성에 대해 실제품의 감성 

만족도 정도를 설문지를 이용해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권규식은 (1995) 소비자의 

니즈를 기능성과 감성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SD 법을 적용하였다. . 한성호 등(1997)은 나

가마찌의 방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소비자의 감성과 물리적 요소를 신경망 이론 등을 이용

해 연결시키는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김명석 등(1998)은 감성니즈의 구조화와 평가를 위

한 기초 이론을 세우고 워크맨 제품에 관해 SD 법을 활용한 감성 니즈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한 바 있다. 

이처럼 그 동안 SD 법을 이용한 감성 평가는 다양한 제품에 대해 상당 수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그 효과도 입증해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감성 니즈의 평가에 SD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개인용 휴대 전화기(해드폰)을 대상으로 한 평가 실험을 수

행하였다.  

 



제 2 절 SD법을 이용한 휴대폰의 평가   
 

１. 형용사 언어의 수집과 정리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니즈 구현도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 평가에 필요한 형용사

를 수집하였다. 평가에 사용될 형용사는 국어 사전, 선행 연구, 제품 카타로그, 신문, 잡지 

등의 광고 자료, 인터넷에서의 제품 홍보 페이지 등을 통해 추출하였다. 추출된 단어는 전

부 140 개가 되었다. 추출된 단어의 목록은 표 3-1과 같다. 

여기서 추출된 140 개의 형용사를 평가 언어로 모두 사용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따

라서 평가에 사용하기 위한 언어만을 선정하기 위해 우선 휴대폰 평가와 관련성이 높은 

언어들만을 가려내었다. 가전사와 가구사의 디자이너들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해, 휴대폰 

평가와 관련성이 높은 순으로 형용사 언어를 추출하고 이들과  반대 개념에 있는 형용사

들을 쌍으로 묶는 작업을 수행해 최종적으로 언어 36 쌍의 형용사 언어를 선정하였다 참

조(그림 3- 1 참조).  이렇게 선정된 형용사 언어쌍 36 개는 휴대폰의 감성 니즈를 평가하

기 위한 설문지에 사용하였다. 

 

 

 

 

 

 



표 3- 1. 휴대폰과 관련한 형용사 언어

1. 가벼운 

2. 간결한 

3. 간편한 

4. 강한 

5. 개성적인 

6. 갸름한 

7. 거추장스러운 

8. 거칠은  

9. 견고한 

10. 경박한 

11. 경쾌한 

12. 고급스러운 

13. 고상한 

14. 고전적인 

15. 곡선적인 

16. 광택 있는 

17. 구세대적인  

18. 귀여운  

19. 균형 잡힌 

20. 금속성의 

21. 기발한 

22. 깨끗한 

23.  꼼꼼한 

24. 나무재질의 

25. 날씬한 

26. 남성적인 

27. 널널한 

28. 넓적한 

29. 눈부신 

30. 다기능의 

31. 다양한 

32. 단순한 

33. 단정한 

34. 담백한 

35. 답답한  

36. 대칭적인 

37. 독특한 

38. 동적인 

39. 두툼한 

40. 둔중한 

41. 둥근 

42. 따뜻한 

43. 딱딱한 

44. 만족스러운 

45. 맑은 

46. 매끄러운 

47. 매력있는 

48. 명랑한 

49. 모양 좋은 

50. 무거운 

51. 무드 있는 

52. 미끄러운 

53. 미래적인 

54. 밋밋한 

55. 밝은 

56. 보수적인 

57. 복잡한 

58. 부드러운 

59. 불안한 

60. 불편한 

61. 비대칭적인 

62. 빽빽한 

63. 사고 싶은 

64. 사랑스러운 

65. 사용하기 쉬운 

66. 사치스러운 

67. 산뜻한  

68. 새로운 

69. 생생한 



70. 생소한 

71. 선명한 

72. 섬세한 

73. 세련된 

74. 순수한 

75. 스포티한 

76. 시원한 

77. 신세대적인 

78. 아기자기한 

79. 아담한 

80. 아름다운 

81. 안정된 

82. 앙증 맞은 

83. 야무진 

84. 약한 

85. 어두운 

86. 어지러운 

87. 여성적인 

88. 여유있는 

89. 연약한 

90. 완벽한 

91. 우아한 

92. 유아적인 

93. 유약한 

94. 유치한 

95. 윤기있는 

96. 인공적인 

97. 입체적인 

98. 자연적인 

99. 작은 

100. 장식적인  

101. 저급스러운 

102. 점잖은 

103. 정교한 

104. 정돈된 

105. 정적인 

106. 조잡한 

107. 조화 있는 

108. 조화로운 

109. 중후한 

110. 지저분한 

111. 지적인 

112. 직선적인 

113. 진보적인 

114. 집약된 

115. 차가운 

116. 차분한 

117. 천박한 

118. 첨단의 

119. 청초한 

120. 촌스러운 

121. 칙칙한 

122. 친근한 

123. 큰 

124. 탁한 

125. 통일감 있는 

126. 투명한 

127. 투박한 

128. 특이한 

129. 편리한 

130. 평범한 

131. 허술한 

132. 현대적인 

133. 호감이 가는 

134. 화려한 

135. 확실한 

136. 환상적인 

137. 흐트러진 

138. 흡족한 

139. 희미한 

140. 힘찬 



 

 
   1  2  3  4  5  6  7   

01 가벼운                무거운 
02 간결한                어지러운 
03 간편한                거추장스러운 
04 강한                약한 
05 갸름한                넓적한 
06 거칠은                 매끄러운 
07 견고한                유약한 
08 경쾌한                둔중한 
09 고급스러운                저급스러운 
10 곡선적인                직선적인 
11 구세대적인                 신세대적인 
12 귀여운                 점잖은 
13 균형 잡힌                불균형의 
14 깨끗한                지저분한 
15 날씬한                두툼한 
16 단순한                복잡한 
17 답답한                 시원한 
18 독특한                평범한 
19 동적인                정적인 
20 따뜻한                차가운 
21 딱딱한                부드러운 
22 맑은                탁한 
23 매력있는                매력없는 
24 밋밋한                장식적인  
25 밝은                어두운 
26 보수적인                진보적인 
27 산뜻한                 칙칙한 
28 선명한                희미한 
29 섬세한                투박한 
30 세련된                촌스러운 
31 안정된                불안한 
32 우아한                천박한 
33 작은                큰 
34 정돈된                흐트러진 
35 조화로운                부조화의 
36 편리한                불편한 

 그림 3- 1. SD 설문지의 내용 



 

 

２. 설문실시 

 

36 개의 형용사 언어 쌍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40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이 주는 감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피실험자는 모

두 32 명이었고 자신의 휴대폰에 대한 평가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３. 요인분석 

 

일반적으로 SD 법에 사용되는 형용사들은 그 수가 맣기  때문에 단어 간의 상관 관계

를 고려해 형용사 언어의 의미 공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인분석(factor analyis)을 수행

하면  형용사 언어의 의미 공간을 몇 개의 주요 요인으로 축소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피실험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SPSS 의 요인분석 절차를 이용해 분석 하였다(정충영 

1996).  

요인분석 결과 모두 36 개의 형용사 언어 쌍이 5 개의 주요 요인으로 분류되었다(표 3- 

2 참조). 물론 이렇게 분류된 요인들에 대한 대표적 명칭을 붙이기가 쉽지 않지만 시도해

본다면 요인 1 은 전체적인 조형미라고 할 수 있고 요인 2 는 휴대폰 내의 장식미라고 할 

수 있다. 요인 3 은 정돈미라고 할 수 있다. 요인 4 는 소재의 거칠기를 요인 5 는 견고성

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후 5 개의 요인 가운데 중요 순서대로 조형미, 장식미, 정돈미 

등 3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 2. 요인분석에 의한 형용사 언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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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의 형용사 언어쌍을  추출된  3 개의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분류 배치해 보면 그

림 3- 2와 같다. 3 개의 축에서 형용사 언어 쌍을 파악하기는 힘드므로 이를 다시 두 개의 

요인축에 의해 재배치하여 그림에 표시하였다(그림 3- 3~그림 3- 5 참조)    

 

 

그림 3- 2.  요인 1,2,3에 의한 형용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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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 조형미와 장식미 요인에 의한 형용사 언어의 군집 

그림 3- 4. 조형미와 정돈미에 의한 형용사 언어의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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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 장식미와 정돈미에 의한 형용사 언어의 군집 

 

４. 디자인의 감성평가 

 

주요 요인들에 대한 직교 축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이 된 제품들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그림 3-6 ~ 그림 3-8 참조). 이때 제품의 사진 등을 이용해 도표를 작성한다면 제품

의 감성적 측면을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3- 9 참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평가자

는 어느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조형미에서 뛰어나고 장식은 단순하다고 소비자들이 판

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완제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프로토타이프나 컴퓨터 상의 모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대안 선

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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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 조형미와 장식미 요인축에서의 제품 위치 

그림 3- 7. 조형미와 정돈미 요인축에서의 제품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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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8. 장식미와 정돈미 요인축에서의 제품의 위치  

그림 3- 9. 장식미와 정돈미 요인축에서의 제품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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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감성 설계 과정 

 

지금까지 단계는 주로 디자인 대안들에 대한 감성적 니즈의 구현도를 평가하는 것이었

다. 그렇다면 반대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감성 니즈를 파악한다면 동일한 성격을 갖는 제

품 군에 대해서 설계 과정에 감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품들은 칼

라, 형태 등의 고유한 속성(attributes)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의 어떤 변이

(variation)가 감성에 어떤 변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를 파악한다면 소비자의 감성니즈를 만

족시키는 제품의 설계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제품의 속성들이 명목척도처럼 순서나 크기

가 없는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목변수에 

더미 변수를 고려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이미 일본 하

야시 치키호에 의해 수량화이론 1 류라는 방법으로 개발되어 있다 (노형진, 1999). 수량화 

이론 1 류를 이용하면 감성요인과 물리적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제품 설계에 필요

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폰의 물리적인 요소로 형태(플립형,폴더형), 칼라(흑색,은회색), 두께, 

길이, 너비등을 고려하였다. 이것들과 조형미, 장식미, 정돈미 등의 주요인과의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예측식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러한 회귀식을 이용하면 제품의 물리

적 속성의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감성도 예측 할 수 있다. 

 

조형미 = -21.85 +1.7310-2 Black +1.23 10-2 Folder +4.01 10-2 L+0.32  

         10-2 W + 0.40 T –5.95 10-2 WT   (R2 =0.84) 

장식미 = 1.85 +0.51 Black –0.50 Folder –0.00L –0.28 W + 0.45 T  

        –5.95 10-2 WT(R2 =0.87) 

정돈미 = -21.35 – 0.43 Black +0.89 Folder +7.21 10-2 L+0.18 W + 0.38 T –3.39 10-2 WT 



 

(R2 =0.87) 

(칼라가 흑색이면 Black =1, 은회색이면 Black=0; 형태가 폴더형이면 Folder=1, 플

리형이면 Folder=0; L=length, W=width, T=thickness, WT=weight) 

 

회귀식에 사용된 물리적 요소와 감성 간의 편 상관계수는 표 3- 3 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휴대폰의 무게는 조형미나 정돈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폴더형 전화기는 조형미와 정돈미에 긍정적 영향을 주나 장식미에서는 그렇지 않고 

단순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3. 감성과 디자인요소간의 편상관계수 

 조형미 장식미 정돈미 
Black 0.016 0.380 -0.112 
Gray -0.016 -0.380 0.112 
Folder 0.203 -0.259 0.152 
Flip -0.023 0.259 -0.152 
Length 0.605 -0.005 0.365 
Width 0.849 -0.783 0.259 
Thickness 0.688 0.691 0.251 
Weight -0.809 0.087 -0.219 
 

 



 

제 3 절 결론 
 

SD 법은 감성 평가에 있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물론 감성 니즈뿐만이 

아니라 기능성이나 사용성 등의 측면에서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겠지만 그 특성상 감성 

평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방법은 소비자의 감성 자체가 형용사 언어에 의

한 표현이 많다는 것에 착안해 그 언어에 대한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제품의 디자인 

평가와 연결 지은 점에서 뛰어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소비자의 감성을 제

품의 물리적 속성의 설계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감성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SD  법은 몇 가지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품 별 평가를 위한 형

용사 언어 쌍에 대한 표준적인 집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어떤 제품에 대한 감

성 니즈의 구현도 평가를  수행할 때마다 새로이 형용사 언어 쌍을 구성해야만 한다. 물

론 다른 연구의 결과를 참조할 수 있지만 제품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작

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용된다.  또한 반대되는 언어쌍의 

구성에서도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둘째,  SD 법은 감성 요인 축 상의 제품의 상대적 평가를 수행 하는데에는 강점을 갖

지만,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감성니즈를 가장 만족시키는 제품을 선정해내는데에는 취약하

다. 각 형용사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 니즈를 평균한 값에 가장 일치하는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볼 수 없다. 결국은 소비자의 감성 니즈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평가과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소비자의 감성 니즈를 파악한다면 제품의 물리적 속성을 바꾸어 소비자의 감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품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물리적 요소와의 관계를 파

악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교하지 못하다. 특히 소비자의 감성 니즈는 다양한 물리적 요소

들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편상관계수나 단일 변수의 합으로만 이루어진 회



 

귀식만으로 그 경향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일부 회귀식 모형에 품질기능전개(QFD)

방법이나  신경망(neural network) 이론 등을 접목하는 사례(한성호 1997)가 있기는 하나 아

직 충분히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감성니즈 구현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SD 법에서의 형

용사를 이용한 평가요인의 추출과 요인분석 방법 등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가중치의 결정과 종합적인 디자인 대안 선정 과정에는 분석계층과

정 (AHP) 방법과 다속성의사결정(MADM;Multi Attribute Decision Making) 모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검토는 4 장과 5 장에서 이루어진다.  



 

제 4 장 AHP 에 의한  감성니즈  평가방법 개발 

 

제 1 절 서론 

 

감성 니즈의 구현도 평가 및 선정은 디자인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고, 디자

인 대상을 사용할 사용자에 의하여 평가될 수도 있다. 디자인 전문가에 의한 평가는 주로 

디자이너의 주관적 사고나 경험을 통하여 수행되는데, 아직까지는 디자이너 내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방법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라고 할지라도 보

다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디자인 대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방법론의 중심이 되는 기법

은 분석계층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이다. 이 방법은 경영학 분야에서 오

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기준 의사결

정방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의 일종으로, 인간의 상대 판단능력이 절대 판단 

능력보다 우수하다는 정보처리 이론을 근거로 개발된 방법이다. 이 방법의 우수성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의 의사결정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입증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대안에 대한 평가 (특히, 디자인 전문가 평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기존의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하였고,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또한, 휴대폰 디자인에 대한 감성적 측면에서 

가장 디자인이 좋은 제품을 선정하는 문제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제 2 절 AHP 평가방법의 과정   

 

１. 분석계층과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는 윈래 다기준하에서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Saaty(1980)에 의하여 개발된 방

법이다. AHP 는 복잡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상황을 적당한 구성요소(Component parts)로 

나누어 이들 요소(또는 변수)를 계층적 구조로 배열한 후에,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치의 수치적 값을 각 요소에 할당하고, 각 요소의 전체적 우선순위를 결

정하기 위하여 이들 판단치를 통합하는 방법이다(Saaty, 1980).  

일반적인 AHP의 적용절차는 다음  

그림 4- 1 과 같다. 하지만,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의 특성 및 분석상황에 따라 이 절

차는 수정될 수 있다.  

  

가. 문제의 계층화 

 

(1) 계층구성 방법 

AHP 의 절차 중, 분석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의 문제를 상호관련된 의사결정요소로 분해

하여 계층화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며, 구성성분의 수가 너무 많거나 그들의 상호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구성성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집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림 4- 1.  AHP 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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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층의 최상위수준에는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의 전체적 목표(overall ob-

jective)가 놓이게 된다. 이 목표와 관련된 하위 목표들을 최상위수준 바로 다음 수준에 

놓는다. 그리고 이러한 하위 목표들에 영향을 끼치는 속성들을 그 아래 수준에 놓고, 이

러한 속성들의 상세한 요소들을 하위수준으로 계속해서 나열한 후, 계층의 마지막 수준에

는 결정할 대안들 또는 결과들이 오게 된다.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의 복잡 정도나 분석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계층의 수준을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며, 각 수준에서 그 수준요

인들의 쌍대비교를 실시하게 되므로 Saaty 는 각 수준에서의 요인 수를 최대한 9 개로 제

한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것은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에 관련하여 제안된 수치이다. 

 

(2) Clustering 기법 

계층구조의 한 수준에 속하는 요소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

능력의 한계(인간의 경로용량) 때문에 이들의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할 시에 일관성에 문제

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수준내의 요

소들을 가장 유사한 것끼리 적당한 수로 집단화하여 계층을 구성하는 것이다.  

 

나. 쌍대 비교 행렬(pairwise comparison matrix)의 구성  

 

계층의 어느 한 수준에 요인 C1, C2, ......... Cn 이 있다고 하자. 이들 요인들의 정

량화된 쌍대비교는 A=(aij ), (i, j = 1, 2, ...... n)의 n 차 정방행렬을 구성한다. 여기

서, 행렬 A 의 성분 aij는 요인 j 에 대한 요인 i 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주관적 판단치

이다. 그리고, 쌍대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판단의 척도는 표 4- 1과 같다. 

 

 

 

 

 

 



 

표 4- 1. AHP에서의 쌍대비교에서 사용되는 척도 

중요도 정 의 

1 요인 i와 요인 j의 중요성이 같다. 

3 요인 i가 요인 j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 

5 요인 i가 요인 j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7 요인 i가 요인 j보다 아주 훨씬 더 중요하다. 

9 요인 i가 요인 j보다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2,4,6,8 두 인접힌 핀단치의 중간값 

 역수 
요인 i 가 요인 j 와 비교될 때 앞의 수치중의 하나를 갖는다

면 요인 j는 i와 비교할 때 역수를 갖는다 

 

 

다. 요인의 상대적 가중치 계산과 쌍대비교행렬의 일관성 평가  

(1) 요인의 상대적 가중치 추정 

요인의 상대적 가중치는 다음 수식을 만족하는 벡터 w 이다. 여기에서, maxλ 는 행렬

의 최대 고유치(eigenvalue)이다. 

 

wAw maxλ=  

 

(2) 쌍대비교행렬의 일관성평가 

 평가행렬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일관성지수를 사용한다. 일관성 평가는 설문 

답변 자료의 신뢰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단계이다. 

   

       
)1(

max

−
−

=
n

n
CI

λ
 

       여기서, maxλ = 비교행렬의 최대 고유치(eigenvalue) 

                  n=비교행렬의 차수 

 

일반적으로 CI 의 값이 0.1 이하이면 평가 행렬이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 만약 어떤 판

단 행렬의 일관성 지수가 0.1 을 넘는다면 판단 행렬을 수정하든지, 재평가를 통해서 판



 

단 행렬의 일관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일관성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의 구조

를 더 명확하게 구성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라. 결합가중치의 계산  

최하위 수준에 있는 의사결정 대안들의 결합 가중치는 각 수준에서 계산된 가중치 행

렬의 행렬곱에 의하여 계산된다. 

 

마. 복수의 평가자 자료의 결합 

추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여러 전문가, 의사결정자 또는 관련자에 의하여 쌍대비교 행

렬을 얻을 수 있으나, 그들의 주관적 사고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행렬을 얻는 것

은 불가능하다. 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평가자들의 판단이 일치될 때까지 토의 등을 통

해 합의된 쌍대비교 행렬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는 여러 평가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한명의 평가자에 의해 얻어진 것보다는 더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합의에 실패하거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토론 또는 논쟁을 피하려 한다면 그들의 

판단을 결합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

나 쌍대비교에 의해 구해진 행렬이 역수특성(reciprocal property)을 만족해야 하므로 여

러 전문가의 판단이 결합된 행렬도 이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이 특성은 쌍대비교 행렬의 

각 성분이 기하평균에 결합될 때 유지될 수 있다 (Aczel 1983). 즉, k 번째 평가자의 판

단 행렬이 Ak = ( aijk )라면 평가자 n명의 결합된 판단행렬은 다음과 같다. 

  

           )( ijaA =        

               여기서, n
ijk

n

k
ij aa /1

1
)(Π

=

=  

 

따라서, 각 평가자들의 쌍대비교 행렬의 일관성을 평가하고 일관성이 좋지 않은 평가

자는 평가에서 일단 제외한 후에 나머지 평가자들의 판단 행렬들을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

로 결합한 후에 요인들의 가중치를 계산한다. 

 



 

２. AHP를 적용한 디자인 대안의 체계적 평가방법 

 

디자인 대안의 선정을 위한 평가 문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3 개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위 수준에는 평가를 위한 목표가 올 것이다. 평가 목표는 대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목표를 말한다. 즉,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판매량 증대’, ‘고

객 만족도 극대화’, ‘소비자 감성 만족도 향상’ 등과 같은 목표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목표가 최상위수준에 위치할 것이다.  

그리고, 최하위 수준에는 선정을 위한 디자인 대안 후보들이 위치할 것이다. 물론, 디

자인 대안 평가 목표와 디자인 대안 사이에는 평가기준들이 위치할 것이다. 평가가준의 

수가 9 개 이하라면, 평가기준들은 하나의 수준을 이루게 된다. 그러한 경우, 평가 문제

의 구조는 3 개의 수준으로 구성되게 된다. 하지만 평가 기준의 수가 10 개를 넘는다면, 

인간이 기억해야 할 항목의 수가 인간의 경로용량(channel capacity)인 9 를 넘게되기 때

문에, 평가기준들을 집단화(clustering)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평가기준들

이 새롭게 집단화 된다면 계층의 구조는 더 깊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수준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준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평

가 기준들을 새롭게 집단화하는 것이 좋다. 다음 그림 4- 2는 디자인 대안 선정 문제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2. 디자인 대안 평가 문제의 구조 

디자인대안 
 평가목표 

평가기준 1 

평가기준 2 

평가기준 n 

디자인대안 1 

디자인대안 2 

디자인대안 m 



 

여기에서는 AHP 를 이용한 디자인 대안의 선정평가 방법에서 중요한 단계들을 설명하고

자 한다. 

 

가. 디자인 대안 평가 목표와 평가기준 

첫번째 단계는 어떠한 목표를 기준으로 디자인 대안을 평가하고 선정할 것인지를 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 목표는 디자인 목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많은 경우는 두가

지가 일치하게 된다. 대안 평가의 목표가 정해지면 그러한 목표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기

준들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기준의 선정에서는 9 개 정도가 바람직한데, 만약에 

더 많은 평가기준들이 필요하다면 기준들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들을 그룹핑하는 

것이 좋다. 

 

나. 쌍대비교행렬 작성과 가중치 결정 

전문가 판단을 통하여 각 수준에서의 쌍대비교행렬을 작성한다. 쌍대비교행렬의 작성

에서는 상위 수준의 목표달성을 위해 각 쌍의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미리 정해진 

평가척도에 따라 부여하면 된다. 쌍대비교행렬이 작성되면, 이를 기준으로 각 요인들의 

가중치를 고유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자인 대안들의 최

종적인 가중치를 각 수준에서의 가중치 행렬 곱(matrix product)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다. 최적의 디자인 안 선정 

디자인 대안들의 상대적인 가중치가 구해졌으면, 각 대안들의 가중치를 비교하여 가중

치가 가장 높은 디자인 대안이 목표에 가장 부합되게 디자인된 것으로 판정된 것이다. 따

라서, 이 대안이 최선의 디자인 대안으로 선정하면 된다. 

 

 
 
 
 
 
 



 

제 3 절 휴대폰 디자인 선정  문제에의 적용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의 설명을 위하여 감성적 측면에서의 휴대폰 디자인 선정문제

에 적용하였다. 본 절의 목적은 본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에 대하여 적용 예를 통하여 구체

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디자인 대안 선정 평가의 전체 과정은 본연구에서 개발한 디자

인 대안 평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휴대폰 디자인 선정 평가 문제의 구조는 

그림 4- 3 과 같다. 

 

 

 

 

 

 

 

 

 

 

 

 

 

  

 

 

그림 4- 3. 감성적 측면에서 휴대폰 디자인 선정문제의 구조 

가. 휴대폰 디자인 모델 선정 

평가를 위한 휴대폰 디자인 모델의 선정은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

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7 개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델은 가급적 폴더(folder)

형과 플립(flip)형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고, 여러 회사의 제품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H/P디자인 

의 감성 

조작성 
Birdie 

견고성 

심미성 

유행성 

간결성 

고급감 

조화성 

창조성 

G2-s51 

Hgp7000

 

Lgp6200f 

Sph7100 

Sph8016 

Sph8600 



 

나.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 결정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최근에 출시되는 휴대폰들의 기능은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갖

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감성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

시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적용예에서의 평가 목표를 ‘휴대폰 디자인의 감성니즈 

만족’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품의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결

정하였다. 감성 평가기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존에 조사되었던 감성 어휘들

과 기준들이 조사 분석되었고, 최종적으로 8 개의 평가기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평가기

준은 다음 표 4-2 와 같다. 

표 4- 2. 감성평가기준 

감성 평가기준 설 명 

조작성 

견고성 

심미성 

유행성 

간결성 

고급감 

조화성 

창조성 

외형적 측면에서 얼마나 조작하기 쉽게 보이는가 

외형적 측면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보이는가 

미적인 측면을 얼마나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유행성을 얼마나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얼마나 사용하기 쉽고 간결하게 보이는가 

얼마나 고급스럽고 품위있게 보이는가 

얼마나 조화롭게 디자인되었는가 

얼마나 참신하게 디자인되었는가 

 

다. 평가기준들의 쌍대비교행렬 작성 및 가중치 결정 

디자인의 감성에 있어 평가기준들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구하기 위하여 한면의 디

자인 및 감성공학 전문가에 의하여 평가기준들의 쌍대비교행렬을 구하였다. 다음 그림 4- 

4는 디자인 대안 평가 소프트웨어에서 이 과정이 수행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작성된 쌍대비교행렬을 토대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구하여진 각 평가기준들의 상대적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조작성   0.039        견고성   0.033  

       심미성   0.329        유행성   0.19  

       간결성   0.056        고급감   0.135  

       조화성   0.078        창조성   0.141  



 

결과를 보면 평가자는 휴대폰 디자인의 감성 형성에 있어 휴대폰의 심미성을 가장 중

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4. 디자인대안 평가시스템에서의 전문가 평가화면 

 

라. 평가기준에 대한 디자인대안들의 쌍대비교행렬과 가중치 결정 

   각 평가기준의 측면에서 각 디자인 대안들이 얼마나 적합하게 디자인되었는 지에 

대한 쌍대비교행렬과 그에 따른 디자인대안들의 가중치를 구한다. 이때, 각 디자인 대안

들의 최종적인 가중치는 평가기준들의 가중치 행렬과 평가기준에 대한 디자인 대안들의 

가중치 행렬의 행렬곱에 의하여 구하여진다. 물론, 이상의 전체 과정은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4- 5는 디자인대안평가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된 최종

적인 결과화면을 보여준다. 

 

 

 

 



 

마. 최선의 디자인 대안 결정 

각 디자인 대안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구하여진 상대적 가중치를 근거로 하여 최선의 

디자인 대안을 결정한다. 휴대폰 디자인의 감성 평가 문제에서 디자인 대안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림 4- 5와 같다. 따라서, 감성적 측면에서 휴대폰의 디자인 평가에서 가중 선호

하는 모델은 ‘SPH 7100’이라는 모델이었다(표 4- 3 참조). 

 

그림 4- 5. 휴대폰 디자인에 대한 최종 평가화면 

표 4- 3. 감성적 측면에서 디자인 대안들의 상대적 가중치 (선호도) 

순위 디자인안(model) 상대적 선호도 

01 

02 

03 

04 

05 

06 

07 

SPH7100 

Birdie 

G2 

LGP6200 

SPH8016 

HGP7000 

SPH8600 

0.2830 ** 

0.2165 

0.1753 

0.0888 

0.0848 

0.0764 

0.0753 

                                         ** Best Design 



 

제 4 절 AHP 감성니즈 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본 프로그램은 AHP 기법을 적용하여 디자인 대안의 선정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DAES(Design Alternative Evaluation Software)라 

부를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분석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를 쉽게 관리,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하고 표준

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디자인 평가를 위한 계층구조의 작성과 각 수준에

서의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입력하는 작업이다. 각 수준에서의 평가기준이나 

디자인 대안의 이름들의 입력과 쌍대비교행렬에서의 주관적 평가값을 입력하는 작업외에

는 모든 작업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본 프로그램은 Visual Basic 으로 작

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용설명은 부록 1에 있다.  



 

제 5 장  퍼지의사결정모형을 적용한  

감성니즈 평가방법 개발 
 

제 1 절 서론 
 

현대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관심은 제품의 기능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제품의 감성적 측면이나 심미적인 측면들에 대

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공적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심미적인 측면이나 감성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제품 디자이너(product design-

er)는 디자인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해야 하고, 이 파악된 

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 디자이너는 디자인된 결과의 여러 대

안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디자인된 

제품의 평가에 있어 어려운 점은 평가가 보통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모호한

(fuzzy) 측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방법의 개발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

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어떤 제품에 대한 디자인 평가(또는 감성니즈 구현도 평가)는 여러 디자인 요인(또는 

감성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하여 형성된다. 여기에서 감성요인들은 디자인 대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의 평가 기준들이 될 것이다. 휴대폰을 예로 든다면 휴대폰이 얼마나 

디자인이 잘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여러 평가기준들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결

정될 것이다. 그림 5- 1 은 디자인 평가문제의 일반적 구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어떤 제

품에 대한 디자인 평가는 여러 디자인 평가기준들의 평가점수를 구해 그들을 적당한 방법

으로 결합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그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

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림 5- 1. 디자인 평가문제의 일반적 구조 

일반적으로 디자인된 어떤 제품을 평가할 때 각 디자인 평가기준들이 갖는 중요도는 

다를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가중치의 개념을 적용하여 다음 수식에 의하여 디자인된 

제품의 평가점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평가 점수=∑ (평가기준 가중치기준에 대한 평가점수) 

 

 즉, 디자인 평가는 다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방법론을 적용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평가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3 장에서 제시된 SD 방법이 활

용될 수 있다. 또한 평가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석계층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다. 또한  각 평가기

준들에 대한 평가제품의 점수는 평가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퍼지 집합이론(fuzzy 

set theory)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이용한 새로

운 감성니즈 구현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이 방법을 퍼지가중디자인평가

(Fuzzy-Weighted Design Evaluation; FWDE)방법이라고 부를 것이다. 

디자인평가 
목표 

평가요인1 

평가요인2 

평가요인3 

평가요인n 평가점수n 

평가점수3 

평가점수2 

평가점수1 

 
디자

인 
종합 
평가 
점수 

w1 

w2 

w3 

wn 



 

제 2 절 퍼지가중 디자인 평가방법 
 

본 연구는 소비자 니즈의 구조화, 디자인 요소로의 전환 등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디

자인 대안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에서 의사결정방법으로 적용되어온 다중속성의사결정방법, SD 법, AHP, 

퍼지이론 등을 결합한 FWDE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FWDE 의 기본개념은 각 평가기준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치가 높은 기준에 좀 더 

많은 중요성을 두도록 하는 방법이다. FWDE 는 평가기준들의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와 평

가기준들에 대한 평점부여의 2단계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가중치의 결정은 분석계층과정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고, 평가기

준들에 대한 평점부여의 주관성과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퍼지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인간공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 사고(思考)의 핵심요소는 숫자가 아니라 정성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인간은 정성적인 

평가에 보다 익숙하다. 따라서, 디자인 평가 문제에서와 같이 평가기준의 평점부여에  평

가자의 주관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치적 평가의 강요보다 언어평점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FWDE 는 평가기준의 중요성이 다른 경우를 고려하여 각 평가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가기준의 점수 부여에 언어 평점을 사용함으로써 평가자의 판단이 편향되지 

않도록 하였다. FWDE 방법의 일반적 절차는 그림 5- 2 와 같고, 그 과정 중에서 FWDE 의 

핵심이 되는 중요 모듈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１. AHP를 통한 평가기준의 가중치 결정 

 

평가기준들이 디자인 평가에서 갖게 되는 상대적 중요성은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를 통하여 구한다. 평가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1 에서 9 까지의 정수와 그 역수들이다. 평

가자로부터 추정된 상대적 가중치의 비교 행렬로부터 디자인 평가 요인의 가중치 결정은 

고유치 방법이나 가중최소방법을 통하여 구한다. AHP 방법을 통한 평가기준들의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은 4장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림 5- 2. FWDE의 적용절차 

 

평가 제품의 선정 

디자인 평가 목표 결정 

언어근사 및 대안비교 

종합된 디자인 평가점수 계산 

평가기준들의 가중치 결정 

평가기준 조사 및 결정 

분석 및 제안 

평가기준들에 대한 디자인점수 부여 

AHP 

Fuzzy Score 

Fuzzy화 

Fuzzy 연산 

SD법 



 

２. 기준의 언어평점 

 

본 연구에서는 평가요인에 대한 제품의 점수를 언어점수를 사용하여 부여한다. 하지만, 

언어 묘사어(verbal descriptor)의 의미는 통상 모호하므로 그들의 수치 표현(소속함수)

을 찾기는 힘들다. 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네 꼭지점 

(a,0),(b,1),(c,1),(d,0) 로 특성지워지는 사다리꼴 모양의 소속 함수로 퍼지  집합을 나

타낼 것이다(단, a[b[c[d). 이들 집합은 간단히 생략해 [a,b,c,d]로 표기할 것이다. 사용

된 언어평점의 집합은 표 5- 1 과 같다. 

표 5- 1. FWDE에서 사용된 언어평점 

언어 평점 소속 함수 형태 핵 

아주좋다 (verygood) 

어느정도좋다 (good) 

조금 좋다    (fair) 

중간       (medium) 

조금나쁘다   (poor) 

어느정도나쁘다(bad) 

아주나쁘다(verybad) 

[5,6,6,6] 

[4,5,5,6] 

[3,4,4,5] 

[2,3,3,4] 

[1,2,2,3] 

[0,1,1,2] 

[0,0,0,1]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6 

5 

4 

3 

2 

1 

0 

   

３. 퍼지 합성점수 

 

평가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각 평가요인의 점수에 언어변수를 이용하면, 평가제품에 

대한 결합된 디자인 평가점수도 또한 퍼지 집합이다. 퍼지 합성점수의 계산은 사다리꼴 

퍼지숫자의 근사적인 연산에 의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결과는 사다리꼴 모양

의 소속함수를 나타낸다. 이때, 사다리꼴 모양의 소속함수를 결정짓는 네 개의 점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
i

ii awa , ∑=
i

iibwb , ∑=
i

iicwc , ∑=
i

ii dwd  

여기서, wi 는 i 번째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나타내고, [ai, bi, ci, di]는 특정 제품에 

대한 i번째 평가기준의 퍼지점수의 소속함수를 나타낸다. 



 

４. 대안의 비교 

 

평가하고자 하는 디자인 대안이 여러개 존재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순서로 각 평가대안

의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디자인이 가장 우수한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호

합성점수에 의해 각 대안을 비교할 수 있다. 

모호집합을 특성 짓는 것은 소속함수이므로 대안 비교 시 우리는 모호합성점수의 소속

함수를 비교함으로써  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다. 이때, 한 모호집합의 소속함수가 다른 

모호집합의 소속함수보다 훨씬 크거나 나쁜 경우에는 비교가 쉽다.  하지만, 두 대안의 

소속함수가 서로 겹칠 경우에는 대안의 비교가 쉽지않다. 이 경우의  대안을 비교하기 위

하여 여러 방법이 제시되어 왔는데, 보통은 소속함수에서 대표적인 숫자를 선택하여 비교

를 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치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중앙치 m 은 다음식에 의해 

계산된다.  

 

m=(a+b+c+d)/4 

 

따라서, 두 평가대안의 모호합성점수에 대한 각각의 m 을 구하여 이 값을  비교함으로

써 대안비교를 수행한다. 

 
제 3 절 휴대폰 디자인 대안 평가실험 

 

FWDE 에 의한 디자인 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휴대폰의 외형적 디자인에 대한 감성을 평

가하였다. 휴대폰은 최근에 급속도로 보급된 통신기기로 성인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신모델이 개발되고 있는 제품이다. 휴대폰의 구입에서는 최근 디자인에서의 

감성적 측면이 많이 고려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휴대폰이 갖고 있는 감성적 측면을 평

가하는 문제에 적용하였다. 

 

１. 휴대폰 디자인의 감성평가 기준 

 

우선  휴대폰 디자인의 감성평가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 8 개를 선정하였다. 평가기준의 



 

선정을 위하여 먼저 휴대폰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 어휘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어휘들을 그룹화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각 그룹을 대표하는 감

성평가 요인을 정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많은 요인들이 휴대폰의 감성에 영향을 주겠지만, 

감성의 형성은 중요한 영향을 주는 몇 개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기본적 개념에 따

라 8개로 확정하였다(표 5- 2 참조).  

표 5- 2. 휴대폰의 감성 평가 기준 

감성 평가기준 설 명 

조작성 

견고성 

심미성 

유행성 

간결성 

고급감 

조화성 

창조성 

외형적 측면에서 얼마나 조작하기 쉽게 보이는가 

외형적 측면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보이는가 

미적인 측면을 얼마나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유행성을 얼마나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는가 

얼마나 사용하기 쉽고 간결하게 보이는가 

얼마나 고급스럽고 품위있게 보이는가 

얼마나 조화롭게 디자인되었는가 

얼마나 참신하게 디자인되었는가 

 

 

２. 감성 평가기준의 가중치 결정 

 

감성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30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

하였다. 30 명중 11 명은 여학생(평균 22.9 세)이었고, 19 명은 남학생(평균 26.1 세)이었

으며, 전체 피실험자의 평균 연령은 24.9세였다. 

실험은 두 단계에 걸쳐 수행되었는데, 첫번째 단계는 휴대폰 디자인의 감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기준들의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피실험자들은 표 5-1 의 평가척

도를 활용하여 쌍대비교 방법에 의하여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쌍대비교행렬

은 역수 특성을 갖기 때문에 행렬의 상삼각부분에만 피실험자들이 판단하는 수치를 부여

하도록 하였다. 표 5- 3은 30명의 피실험자들이 부여한 판단치를 통합한 결과이다. 



 

표 5- 3. 감성평가기준에 대한 결합 쌍대비교행렬 

 조작성 견고성 심미성 유행성 간결성 고급감 조화성 창조성 

조작성 1 2.068 2.035 2.234 1.411 2.073 1.943 1.503 

견고성 - 1 1.755 2.173 1.410 2.141 1.112 1.103 

심미성 - - 1 1.763 0.914 1.281 0.949 0.975 

유행성 - - - 1 0.684 1.005 0.404 0.471 

간결성 - - - - 1 1.454 1.074 0.915 

고급감 - - - - - 1 0.554 0.471 

조화성 - - - - - - 1 1.081 

창조성 - - - - - - - 1 

 

통합된 쌍대비교행렬로 부터 각 평가기준의 상대적 가중치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의 상대적 가중치를 보면, 

피설문자들은 휴대폰의 조작성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견

고성, 창조성의 순이었다.  

 

            조작성 = 0.21191   견고성 = 0.14195 

            심미성 = 0.10824   유행성 = 0.07063 

            간결성 = 0.12483   고급감 = 0.07850 

            조화성 = 0.12785   창조성 = 0.13608 

 

그리고, 두번째 단계는 제시되는 휴대폰을 보고 각 평가기준 측면에서 해당되는 제품

들이 얼마나 디자인이 잘되었는지의 점수를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감성니

즈 평가에 휴대폰 실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본 실험에서는 휴대폰을 사진으로 촬

영한 후 컴퓨터로 디스플레이 하여 사용하였다. 실제 감성평가에 있어서 실문과 사진등의 

그래픽 사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예도 있다(나가마찌 1997).  그림 

5- 3은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된 휴대폰 사진을 보고 피실험자가 감성니즈의 구현도를 평

가하는 실험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3. 휴대폰 평가 실험장면 

  

그림 5- 4. 모델 1 (현대 버디) 

 

 



 

 

그림 5- 5. 모델 2 (한화 G2) 

 

 

 

그림 5- 6. 모델 3 (현대 걸리버 7000K) 

 



 

그림 5- 7. 모델 4 (LG 사이언 6200F)  

 

그림 5- 8. 모델 5 (삼성 애니콜 7100) 



 

그림 5- 9. 모델 6 (삼성 애니콜 8016) 

그림 5- 10. 모델 7 (삼성 애니콜 8600) 

 



 

３. 평가기준에 대한 디자인 대안의 감성점수 부여 

 

그림 5- 4에서 그림 5- 10에 실험에 사용된 7 개의 휴대폰을 제시하였다.  플립(flip) 

형의 휴대폰이 3 개 폴더(folder) 형의 휴대폰이 4 개 사용되었다. 피실험자들은 컴퓨터

에서 제시되는 휴대폰의 사진을 보고 각 평가기준에 얼마나 부합되도록 디자인되었는지 

평가하였다. 평가에 활용된 척도는 표 5- 1과 같다. 실험에 활용된 설문지는 부록 2 에 

수록하였다. 

 

４. 제품 모델에 대한 퍼지합성점수의 계산 

 

각 제품 모델의 퍼지합성점수는 평가기준들의 가중치와 평가기준에 대한 언어평점을 

가중평균함으로써 계산되었다. 합성점수의 계산에 활용된 평가점수는 각 언어평점의 소속

함수이기 때문에 합성점수도 소속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계산된 결과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어근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FWDE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５. 휴대폰 디자인의 감성평가 결과 

 

각 휴대폰 제품의 모호합성 점수는 소속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

어근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로부터 디자인의 감성적 측면에서 각 제품이 얼마나 만족스

럽게 디자인되었는 지를 평가할 수있다. 표 5- 4는 30 명의 피실험자들 중 첫번째 피실험

자의 판단 결과인데, 이 피실험자는 두번째 제품인 ‘한화 G2’를 감성적 측면에서 디자

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4. 첫번째 피실험자의 평가결과 

************************************************************************************** 

     Alternative             Fuzzy Score               Median   Rank     Approx. 

************************************************************************************** 

<Design Alt.  1 >  [ 2.0000, 3.0000, 3.0000, 4.0000]   3.0000     4       medium 

<Design Alt.  2 >  [ 3.5889, 4.5889, 4.5889, 5.5183]   4.5713     1       good 

<Design Alt.  3 >  [ 0.7070, 1.7070, 1.7070, 2.7070]   1.7070     7       poor 

<Design Alt.  4 >  [ 1.8675, 2.8675, 2.8675, 3.8675]   2.8675     6       medium 

<Design Alt.  5 >  [ 2.8350, 3.8350, 3.8350, 4.8350]   3.8350     2       fair 

<Design Alt.  6 >  [ 1.9490, 2.9490, 2.9490, 3.9490]   2.9490     5       medium 

<Design Alt.  7 >  [ 2.6386, 3.6386, 3.6386, 4.6386]   3.6386     3       fair 

************************************************************************************** 

                                                       Best Design = alternative  2  

표 5- 5는 30 명의 피실험자들의 판단 결과 감성적 측면에서 각각의 제품이 가장 좋게 

디자인된 제품으로 선정된 횟수이다. 결과를 보면 제품 2 (한화 G2)를 감성적 측면에서 

가장 디자인이 좋은 제품으로 판정한 인원이 11 명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제품 5 (삼성 애니콜 7100)였다. 일반적으로는 폴더형이 플립형보다

는 더 좋은 감성을 주는 디자인으로 선정된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폴더형이 더 최근에 

나온 모델이고, 또한 실험에 참여한 인원들이 모두 20 대였기 때문에 최신 유행성을 반영

하여 디자인된 제품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표 5- 5. 전체 피실험자 중 각 제품을 ‘Best Design’으로 판정한 인원 

 
========================================== 

   Alternative           Frequency 
========================================== 

Design Alt.  1              3 
 Design Alt.  2              11 
Design Alt.  3              5 
Design Alt.  4              1 
Design Alt.  5              9 
Design Alt.  6              0 
Design Alt.  7              1 

========================================== 
 
 
 



 

 표 5- 6은 30 명의 점수를 통합하여 얻어진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를 보면 마찬가지로 

모델 2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모델 5, 모델 1 의 순서였다. 표에서 

‘fuzzy score’는 30 명의 피실험자들의 판단 결과에 대한 합성점수를 소속함수의 형태

로 나타낸 것이다. 각 모델의 디자인 감성평가 점수는 마지막 열에 있는 ‘Approx.’의 

언어점수들이고, 이 언어점수들은 소속함수를 대상으로 언어근사한 결과이다. 마지막에서 

두번째 열 ‘Rank’에 있는 값들은 각 모델의 퍼지점수의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 순위가 감성적 측면에서 디자인이 잘된 휴대폰 디자인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 5- 6. 휴대폰 감성 평가의 종합된 결과 

 

   ************************************************************************************** 

   Alternative                  Fuzzy Score            Median   Rank   Approx. 

   ************************************************************************************** 

   <Design Alt.  1 >  [ 2.3771, 3.3657, 3.3657, 4.3435]   3.3630     3   medium 

   <Design Alt.  2 >  [ 2.8002, 3.7886, 3.7886, 4.7768]   3.7885     1   fair 

   <Design Alt.  3 >  [ 2.3273, 3.3273, 3.3273, 4.2754]   3.3143     4   medium 

   <Design Alt.  4 >  [ 1.5365, 2.4478, 2.4478, 3.4407]   2.4682     7   poor 

   <Design Alt.  5 >  [ 2.7138, 3.6990, 3.6990, 4.6584]   3.6926     2   fair 

   <Design Alt.  6 >  [ 1.6784, 2.6261, 2.6261, 3.6140]   2.6361     6   medium 

   <Design Alt.  7 >  [ 1.9025, 2.8499, 2.8499, 3.8381]   2.8601     5   medium 

   ************************************************************************************** 

                                                       Best Design = alternative  2  

 

 

 
 
제 4 절  퍼지가중 디자인 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퍼지가중 디자인 평가방법의 전체 로직을 구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프로그램과 7 개의 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파일의 입

출력과 여러가지의 간단한 계산과정을 수행하고, 부프로그램은 언어근사, 역행렬계산, 디

자인 대안 비교, 가중치 결정, 합성점수 계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 6 장  결  론 

 

현대는 점차 제품 개발에 있어서 소비자의 주도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시대로 이행

하고 있다. 기업들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려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여러 니즈들 가운데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니즈를 

넘어서 점차 ‘감성적 니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대중 사회에서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개발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동시공학 등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제품이 과연 소비자의 ‘감성적니즈’를 만족하는 지

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평가에 적당한 방법이 없어 대부분 디

자이너나 경여자들의 직관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언제나 

정확할 수도 없고 소비자와 디자이너 간에는 감성적 니즈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며 정량적으로 소비자의 감성 니즈의 구현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필

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의 감성 니즈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감성니즈 구현도 평가방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의사결정방

법, SD 법 등이 그러한 것이다. 특히 SD 법은 감성공학이라는 이름으로 1990 년 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SD 법, AHP, MADM 방법이 감성 니즈 구

현도 평가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평가 방법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검증실험도 실시 하였다.  

첫째, SD 법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니즈에 대한 평가 언어의 의미구조를 파악하

고 이에 따라 평가 항목을 찾아내는데는 우수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 등을 

통해 평가항목을 체계저인 방방법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평가 대상 제품을 주요 감성요인 축에 매핑(mapping) 하여 볼 수 있기  때문

에 제품의 감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대안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 점이 아직은 취약하고 물리적 요소와 감성과의 연계도 아직은 미흡한 형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SD 법은 감성니즈의 구현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평가 언어의 의미구조와 

평가 항목의 선정에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분석계층과정(AHP)은 디자인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

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이너가 디자인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

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 비교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여 얻어내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AHP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평가 항목 선정 등이 임의성을 띠기 쉽고 그 평가 항목의 구

조도 설명해 내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 또한 가중치에 대한 평가가 모호한 측면을 띠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하나의 값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의 모호한 측면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약점이 있게 된다. 따라서 평가항목의 선정 등에 SD 법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디자인 대안 평가 과정에 퍼지 개념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 항목의 설정에는 SD 법을,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AHP 방법 등을 수용하였으며, 다속성의사결정 모형(MADM)에 퍼지 집합 개념을 도

입한 방법을 개발해 감성니즈 구현도 평가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감성이 

모호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된 제품의 평가에서 제기될 수 있는 평가의 모

호함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디자인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

의 반응이나 만족도 등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의 모델에 대한 절대

적 의미에서의 평가가 가능하고, 물론 대안 비교의 목적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방

법은 디자인 평가문제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평가의 주관성과 모호함을 효과적으로 해

결할 수 있고, 또 여러 디자인 평가 요인의 개별적 평가결과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이상의 방법론들을 휴대폰의 감성적 측면에서의 대안 선정과 평가 

문제에 각각 적용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방법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퍼지가중 감성니즈 구현도 평가 방법이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실

험적 평가에소도 효과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안된 방법론들을 용이하게 PC 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HP 와 퍼지가중 감성니즈 구현도 평가를 위한 소프트

웨어도 개발하여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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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AHP 디자인대안선정 S/W 메뉴얼 

 

１.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DAES program 이 설치되어있는 폴더에서 DAES.EXE 파일을 찾아 실행시키거나 DAES.EXE

의 단축아이콘이 있다면 그것을 두번 클릭하면 된다. 종료는 ‘File’메뉴에서 ‘Exit’

메뉴 항목을 찾아 선택하거나 DAES 실행화면에서 종료단추를 클릭하면 된다. DAES pro-

gram 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그림 A-1과 같은 DAES 윈도우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A- 1.  DAES 초기 화면 

 



２. DAES program 인터페이스 

 

가. Menu 

DAES program의 main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메뉴는 크게 5개이다. 이 5개의 메뉴는 상

황에 따라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된다.메뉴가 비활성화(회색으로 표시)되면, 그 상황에서 

해당 메뉴는 사용할 수 없슴을 나타낸다. 활성화 되어있을 때는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F10 

key 를 이용하여 메뉴막대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메뉴이름에서 밑줄이 그어진 문자와 

Alt-key 를 동시에 누르면 hot key 로도 사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File menu 선택은 Alt-

F). 

 

그림 A- 2. 메뉴 

 



(1) File 메뉴 

File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 New File  

평가자가 새로운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윈도우를 열고, 그 자료의 계층구조와 쌍대 

비교 행렬을 입력할 수 있다.   

 

②  Open File 

저장된 평가자의 자료 file 을 읽어 들여서 그 평가자료의 계층구조와 쌍대비교행렬을 

윈도우에 보여 준다.  

 

③ New Project 

단일 평가자들의 자료 화일을 통합하여 복수 평가 자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④ Open Project 

저장되어있는 복수 평가자의 프로젝트 화일을 읽어들여, 그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있는 

단일 평가자 자료화일들을 나열해 준다.  

 

⑤ Save 

단일 평가자의 자료화일이나 복수평가자의 자료화일을 저장한다. 새로운 자료화일이나 

프로젝트 화일의 경우 이름과 경로를 지정하는 윈도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따로 확장자명

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일 평가자 화일의 경우 *.ahp 로, 프로젝트 화일의 경우 

*.prj로 확장자가 붙게 된다. 두가지 화일모두 Dos text file 형태로 저장된다.  

 

⑥ Save as 

단일 평가자의 자료 화일이나 복수 평가자의 자료 화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⑦ Exit 

DAES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2) Run Menu 

프로그램의 실행 메뉴로, 현재 활성화된 단일 평가자의 입력 자료나 통합된 복수 평가

자의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된 결과는 Result Window 에 text 자료로, Graph Result Win-

dow에 그래프 형태로 표시된다.  

 

(3) Print Menu 

현재 활성화된 자료의 계층구조와 각 단계(level)의 쌍대 비교행렬을 프린터로 출력한

다.  

 

(4) Window menu 

icon 으로 축소되어있거나 뒷쪽에 가려져 있는 윈도우를 활성화하고 그 활성화된 윈도

우로 커서를 옮겨 준다.  

 

(5) Help 

각 상황을 설명해주는 도움말을 보여준다.   

 

나. 툴바 (Tool bar) 

DAES 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툴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툴바는 화일처리와 

분석, 출력기능 들을 제공하는 7개의 버튼과 작은 상태 표시윈도우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A- 3. 툴바(Tool Bar) 

New File 

Open File 

New Project 

Open Project 

Run 

Save 

Print 
Status Window 



다. 원도우(WINDOW) 

 

(1) Hierarchy 윈도우 

main menu 에서 new file 을 선택하여 계층의 수준수와 각 수준에서의 요인수를 입력하

거나,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file 이나 project 를 open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은 입력 자료

의 계층구조를 표시해 준다. 타원으로 표시되는 것이 요인(Factor)이며, 상위 계층의 요

인과 하위 계층 요인들간의 연결(Link)은 선으로 표시되고, 왼쪽에 상위계층이, 오른쪽에 

하위 계층이 표시된다. 최하위 계층의 요인들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은 마우스를 사용해 

지정할 수 있으며(마우스 커서를 타원위에 위치시키고 click), 지정된 요인은 파란색의 

타원으로 표시된다. 지정된 요인의 이름과 연결된 하위 계층의 요인들의 이름은 Factors 

윈도우에 나타나게 되는데, 새로 입력하거나,  수정이 가능하며, 각 계층과 요인들의 연

결관계도 Factors 윈도우에서 입력, 수정한다.  쌍대 비교행렬은 Pairwise Comparison 

Matrix 윈도우에 표시되고 입력과 수정이 가능하다. 

 

 

 

 

 

 

 

 

 

 

 

 

 

 

그림 A- 4.  DAES 화면에서의 윈도우 

Hierarchy  
윈도우 

Factor 
윈도우 

Pairwise Comparison  
Matrix 윈도우 



(2) Factors 윈도우 

Hierarchy 윈도우에서 지정된 요인의 이름과 그 요인의 하위 계층 요인들의 이름을 입

력할 수 있으며, 이 요인들과의 연결관계(Link)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요인의 이름은 

윈도우 맨 윗쪽에 표시되는 요인의 번호 옆에 키보드를 사용해 입력하면 된다.  

지정된 요인의 하위 계층 요인 이름들은 Factor Name 으로 표시된 입력 템플릿에서 

Factor Name 란을 마우스로 지정한 뒤, 윗쪽의 입력윈도우에 키보드로 입력하면 된다. 연

결관계(Link)는 입력 템플릿의 Link 란에 마우스를 두번 click 하거나 Return key 를 누

르면 표시된다. 연결관계(Link)는 Hierarchy 윈도우에서는 요인들간의 선으로, Factors 

윈도우에서는 check 로 표시된다. check 표시된 연결관계(Link)를 취소하려면 입력과 똑

같이 Link 란에 마우스를 두번 클릭하거나  Return key를 누르면 된다.  

 

(3) Pairwise Comparison Matrix 윈도우 

Hierarchy 윈도우에서 지정된 요인의 하위 계층요인들간의 쌍대비교행렬을 입력, 수정

할 수 있고(단일 평가자의 경우), 복수 평가자의 경우는 통합된 쌍대비교행렬이 표시되는

데, 수정은 불가능하다. AHP 에서 쌍대비교행렬은 Reciprocal Matrix 이고 Diagonal ele-

ment는 1이 된다.  입력은 각 요소(element)에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 커서를 이동시

킨 뒤 숫자키를 이용해 입력하면 된다. 사용될 수 있는 문자는 '0' 에서 '9' 까지의 숫자

와 분수를 표시하는 '/' 가 사용가능하다. 행렬의 한 요소(element)의 값을 입력하게 되

면 대각상의 요소는 역수로 입력되고 표시된다. 입력된 값을 수정할 때는 backspace key

를 사용하면 된다.  



(4) Result 윈도우 

입력된 자료를 'Run'메뉴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경우, 분석된 결과가 표시된다. 

분석결과는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아스키 화일로 저장할 수 있다. Result 윈도우는 간단

한 편집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분석결과 화일을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기전에 문

서의 내용을 간단히 수정할 수 있다.   

 

 

 

 

 

 

 

 

 

 

 

 

 

 

 

그림 A- 5.  DAES 실행결과 화면 

 

Result Graph 
윈도우 

Text Result 
윈도우 



３. DAES에서의 작업 

 

가. 새로운 단일 평가자 AHP 자료 입력 

 

① File 메뉴에서 New file 명령을  선택하거나, 마우스를 이용, 툴바(Tool bar)

에서 선택한다. 그림 A-6과 같은 입력윈도우가 나타난다.  

 

그림 A- 6. 계층구조 입력 윈도우 

 



② 계층구조(Hierarchy)의 수준(Level)수와 각 수준에서의 전체 요인(Factor)수

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선택한다. 그림 A-7 과 같은 3 개의 윈도우(window)가 

나타난다. 

 

그림 A- 7. 자료입력 윈도우 

 

③ Hierarchy 윈도우에서 상위 수준의 요인을  Mouse 를 클릭하여 선택한다. 선

택된 요인은 파란색의 타원으로 표시된다. 

④ Factors 윈도우에서 선택된 요인의 이름과 그 다음 하위수준 요인들의 이름을 

입력한다. 

⑤ Factors 윈도우의 Link 열에서 Return Key 를 사용하거나 Mouse 를 두번 클릭

하여 상하위 요인들간의 연결관계(Link)를 지정한다. 그러면 check 표시가 나

타나며, Hierarachy 윈도우에서는 요인들이 선으로 연결된다. 

⑥ 모든 수준(Level)에 대해 위의 3, 4, 5 절차를 수행한다. 

⑦ Hierarachy 윈도우에 최상위 수준(Level)의 요인을 선택한다. 그러면 Pair-

wise Comparision Matrix 윈도우에 선택된 요인과 연결된 다음 하위수준 요인



들간의 쌍대비교행렬을 입력할 수있는 형틀(Template)이 나타나게 된다. 

⑧ 각 요인들간의 쌍대비교 값을 마우스를 이용하거나 화살표 Key 를 이용해 커

서를 옮기면서 입력한다. 

⑨ 모든 수준에 대해 쌍대비교 행렬을 구성한다. (절차 7, 8 수행) 

⑩ 툴바(Tool bar)에서 Run 버튼을 클릭하거나 Main 메뉴에서 Run 명령을 선택하

여 분석을 행한다.  

 

나. 단일 평가자 AHP file 불러오기 

 

① 툴바(Tool bar)에서 Open file 버튼을 클릭하거나 File 메뉴에서 Open file

를 선택한다. 그림 A-8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그림 A- 8. Open file 대화상자 

 

② File Name 대화상자에서 불러오기를 원하는 화일를 선택한다. 

③ OK 버튼을 선택한다. 

 



다. 단일 평가자 AHP file의 저장하기 

 

(1) AHP file를 저장하려면: 

 

① 1. 툴바(Tool bar)의 Save 버튼을 클릭하거나 File 메뉴에서 Save 명령을 선

택한다. 

② 2.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화일과 경로명을 입력한다.  

③ 3. OK 버튼을 선택한다. 

 

(2) AHP file를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려면: 

 

① File 메뉴에서 Save As 명령을 선택한다. 

②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새로운 화일과 경로명을 입력한다. 

③ OK 버튼을 선택한다. 

 

(3) 새로운 Project 구성하기(복수 평가자) 

 

여러개(단일 평가자)의 AHP file 입력자료를 하나의 입력자료(Project)로 통합시킨다. 

 

(4) 새로운 Project를 구성하려면: 

① 툴바(Tool bar)에서 New Project 버튼을 클릭하거나 File 메뉴에서 New Pro-

ject 명령을 선택한다. 그림 A-9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그림 A- 9. 프로젝트 구성 윈도우 

② Add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A-10의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그림 A- 10. Add Item 윈도우 



③ Project 구성에 필요한 단일 평가자의 AHP file 들을 선택한다 (통합될 화일

들은 똑같은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OK 버튼을 선택한다. 

⑤ 선택된 단일 평가자 화일을 다시 삭제시키고 싶을 때에는 그 화일을 클릭하고 

Remove 버튼을 선택한다(한번에 한개의 화일만을 삭제시킬 수 있다.) 

⑥ 필요한 단일 평가자의 화일 선택이 완료된 후 Integrate버튼을 선택한다. 

⑦ 툴바(Tool bar)에서 Run 버튼을 클릭하거나  Main menu 에서 Run 명령을 선택

한다. 

 

라. Project file 불러오기 

 

기존의 Project 에 포함되어있는 단일 평가자의 AHP 입력 화일을 삭제시키거나 새로운 

단일 평가자의 입력화일을 추가시킬 수가 있다.   

 

① 툴바(Tool bar)에서 Open Project 버튼을 선택하거나 File 메뉴에서 Open 

Project 명령을 선택한다.  

② Project Name 대화상자에서 불러오기를 원하는 project 화일을 선택한다. 

③ Add 버튼과 Remove 버튼을 이용하여 단일평가자의 AHP 입력화일을 추가시키거

나 삭제시킨다 (통합될 화일들은 똑같은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 Integrate 버튼을 선택한다. 

⑤ 툴바(Tool bar)에서 Run버튼을 클릭하거나 Main Menu에서 Run 명령을 선택한

다. 

 

마. Project file의 저장 

 

(1) Project file을 저장하려면: 

 

① 툴바(Tool bar)의 Save 버튼을 클릭하거나 File 메뉴에서 Save 명령을 선택한



다. 

②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화일과 경로명을 입력한다.  

③ OK 버튼을 선택한다. 

 

(2) Project file을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려면: 

 

① File 메뉴에서 Save As 명령을 선택한다. 

②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새로운 화일과 경로명을 입력한다. 

③ OK 버튼을 선택한다. 

 

(3) 결과 분석하기 

단일 평가자의 입력화일이나 복수 평가자의 Project 화일을 생성하거나 불러오기를 한 

후 툴바(Tool bar)의 Run 명령을 선택하거나 File 메뉴에서 Run 명령을 선택한다. 

 

① Result 윈도우 

쌍대비교에 따른 수준별요인들의 relative weights 와 쌍대비교 행렬의 

C.I.(consistence index)가 나타난다. 그리고 각 수준의 요인들의 Normalized 

Weights(Composite Relative Weights)가 나타난다. 

 

② Result Graph 윈도우 

최하위 수준 요인들의 Normalized Weights(Composite Relative Weights)가 삼차원 또

는 이차원 파이그래프나 막대그래프로 표시된다. 

 

▷ 막대 그래프 

툴바(Tool bar)의 이차원 막대 그래프나 삼차원 막대 그래프 버튼을 클릭한다. 

 

▷ 파이 그래프 

툴바(Tool bar)의 이차원 파이 그래프나 삼차원 파이 그래프 버튼을 클릭한다. 

 



바. 분석결과의 출력 및 저장 

(1) Result 윈도우의 출력 및 저장 

Result 윈도우 툴바(Tool bar)에서 Save 버튼을 선택하여 결과를 텍스트화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며 프린트 버튼을 선택하여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2) Result Graph 윈도우의 출력 및 저장 

Result Graph 윈도우 툴바(Tool bar)의 Save 버튼을 선택하여 그래프를 비트맵 화일이

나 PCX 화일 형태로의 저장이 가능하며 프린트 버튼을 선택하여 그래프를 프린터로 출력

할 수 있다. 



부록 2. 휴대폰 디자인의 감성평가 설문지 

 
설문 1.  
   다음 각 항목은 휴대폰의 외형적 디자인에 대한 감성평가 기준들입니다. 다음 행렬의 빈칸에 다음

의 평가척도에 따라 당신이 생각하시는 적당한 값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칸에 기입하실 값은 휴대폰 디자인에 대한 외형적 측면에서의 감성(느낌)을 평가하는데 있어 행

(i)의 기준이 열(j)의 기준보다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시는 값입니다. 이때 수치의 부

여는 다음의 척도(1-9와 그 역수)에 따라 부여하여 주십시오. 
 
   <평가척도>  
             1: 행(i)의 기준이 열(j)의 기준과 중요성이 같다. 
             3: 행(i)의 기준이 열(j)의 기준보다 약간 중요하다. 
             5: 행(i)의 기준이 열(j)의 기준보다 어느정도 중요하다. 
             7: 행(i)의 기준이 열(j)의 기준보다 상당히 중요하다. 
             9: 행(i)의 기준이 열(j)의 기준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4,6,8: 행(i)의 기준이 열(j)의 기준보다 1,3,5,7,9의 중간 정도로 중요하다. 
          역수: 행(i)과 열(j)의 중요성이 위 척도와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치의 역수 부여 

 

           예) 조작성이 견고성보다 약간 중요하다면 (행 1,열 2)에 3 부여,  
               견고성이 조작성보다 약간 중요하다면 (행 1,열 2)에 1/3 부여 
 
 

i      j 조작성 견고성 심미성 유행성 간결성 고급감 조화성 창조성 

조작성         

견고성         

심미성         

유행성         

간결성         

고급감         

조화성         

창조성         

 



설문 2. 
 

(모델 :        ) 
 

제시되는 휴대폰 사진을 보고, 다음의 각 평가기준에 대해 해당되는 제품이 얼마나 잘 디자인되었다고 생

각하는지 답하여 주십시요. 
 
조작성(외형적 측면에서 볼 때의 조작성) 
□아주좋다  □어느정도좋다  □조금좋다  □보통  □조금나쁘다  □어느정도나쁘다 □아주나쁘다 
 
견고성(외형적 측면에서 볼 때의 견고성) 
□아주좋다  □어느정도좋다  □조금좋다  □보통  □조금나쁘다  □어느정도나쁘다  □아주나쁘다 
 
심미성 
□아주좋다  □어느정도좋다  □조금좋다  □보통  □조금나쁘다  □어느정도나쁘다  □아주나쁘다 
 
유행성 
□아주좋다  □어느정도좋다  □조금좋다  □보통  □조금나쁘다  □어느정도나쁘다  □아주나쁘다 
 
간결성 
□아주좋다  □어느정도좋다  □조금좋다  □보통  □조금나쁘다  □어느정도나쁘다  □아주나쁘다 
 
고급감 (품위성) 
□아주좋다  □어느정도좋다  □조금좋다  □보통  □조금나쁘다  □어느정도나쁘다  □아주나쁘다 
 
조화성 
□아주좋다  □어느정도좋다  □조금좋다  □보통  □조금나쁘다  □어느정도나쁘다  □아주나쁘다 
 
창조성(참신성) 
□아주좋다  □어느정도좋다  □조금좋다  □보통  □조금나쁘다  □어느정도나쁘다  □아주나쁘다 

 



 부록 3. 휴대폰에 대한 FWDE 출력결과 

 

 
============================================== 

  Result of Fuzzy Weighted Design Evaluation 

============================================== 

 

Number of Image Evaluation Criteria : 8  

Number of Weights Evaluators : 30  

Number of Fuzzy Scores Evaluators : 30  

Number of Design Alternatives : 7  

 

 

1. Synthesized Pairwise Comparison Matrix 

 

 

              조작성    견고성    심미성   유행성     간결성    고급감    조화성   창조성    

조작성        1.000     2.068     2.035     2.234     1.411     2.073     1.943     1.503  

견고성        0.484     1.000     1.755     2.173     1.410     2.141     1.112     1.103  

심미성        0.492     0.570     1.000     1.763     0.914     1.281     0.949     0.975  

유행성        0.448     0.460     0.567     1.000     0.684     1.005     0.404     0.471  

간결성        0.709     0.709     1.094     1.463     1.000     1.454     1.074     0.915  

고급감        0.482     0.467     0.781     0.995     0.688     1.000     0.554     0.471  

조화성        0.515     0.899     1.054     2.477     0.931     1.806     1.000     1.081  

창조성        0.665     0.907     1.025     2.125     1.092     2.124     0.925     1.000  

 

 

2. Normalized Weights of Image Evaluation Criteria 

 

              조작성        : w( 1 ) =0.21191 

              견고성        : w( 2 ) =0.14195 

              심미성        : w( 3 ) =0.10824 

              유행성        : w( 4 ) =0.07063 

              간결성        : w( 5 ) =0.12483 

              고급감        : w( 6 ) =0.07850 

              조화성        : w( 7 ) =0.12785 

              창조성        : w( 8 ) =0.13608 

 

 

 



3. Each Subject's Result of Image Evaluation for Design Alternatives 

 

*** (Subject  1 ) *** 

 

************************************************************************************** 

   Alternative                 Fuzzy Score            Median     Rank    Approx. 

************************************************************************************** 

<Design Alt.  1 >  [ 2.0000, 3.0000, 3.0000, 4.0000]   3.0000     4       medium 

<Design Alt.  2 >  [ 3.5889, 4.5889, 4.5889, 5.5183]   4.5713     1       good 

<Design Alt.  3 >  [ 0.7070, 1.7070, 1.7070, 2.7070]   1.7070     7       poor 

<Design Alt.  4 >  [ 1.8675, 2.8675, 2.8675, 3.8675]   2.8675     6       medium 

<Design Alt.  5 >  [ 2.8350, 3.8350, 3.8350, 4.8350]   3.8350     2       fair 

<Design Alt.  6 >  [ 1.9490, 2.9490, 2.9490, 3.9490]   2.9490     5       medium 

<Design Alt.  7 >  [ 2.6386, 3.6386, 3.6386, 4.6386]   3.6386     3       fair 

************************************************************************************** 

                                                       Best Design = alternative 2  

 

*** (Subject  2 ) *** 

 

************************************************************************************** 

   Alternative                 Fuzzy Score            Median     Rank    Approx. 

************************************************************************************** 

<Design Alt.  1 >  [ 2.8580, 3.8580, 3.8580, 4.8580]   3.8580     3       fair 

<Design Alt.  2 >  [ 3.2033, 4.2033, 4.2033, 5.2033]   4.2033     2       fair 

<Design Alt.  3 >  [ 2.4641, 3.4641, 3.4641, 4.4641]   3.4641     5       medium 

<Design Alt.  4 >  [ 2.1637, 3.1637, 3.1637, 4.1637]   3.1637     6       medium 

<Design Alt.  5 >  [ 3.3935, 4.3935, 4.3935, 5.3935]   4.3935     1       fair 

<Design Alt.  6 >  [ 1.9324, 2.9324, 2.9324, 3.9324]   2.9324     7       medium 

<Design Alt.  7 >  [ 2.6850, 3.6850, 3.6850, 4.6850]   3.6850     4       fair 

************************************************************************************** 

                                                       Best Design = alternative 5  

*** (Subject  30 ) *** 

 

************************************************************************************** 

   Alternative                 Fuzzy Score            Median     Rank    Approx. 

************************************************************************************** 

<Design Alt.  1 >  [ 2.1507, 3.1507, 3.1507, 4.1507]   3.1507     5       medium 

<Design Alt.  2 >  [ 3.0510, 4.0510, 4.0510, 5.0510]   4.0510     2       fair 

<Design Alt.  3 >  [ 2.8778, 3.8778, 3.8778, 4.8778]   3.8778     3       fair 

<Design Alt.  4 >  [ 3.0965, 4.0965, 4.0965, 5.0965]   4.0965     1       fair 

<Design Alt.  5 >  [ 2.2668, 3.2668, 3.2668, 4.2668]   3.2668     4       medium 

<Design Alt.  6 >  [ 1.9356, 2.9356, 2.9356, 3.9356]   2.9356     6       medium 

<Design Alt.  7 >  [ 0.8233, 1.8233, 1.8233, 2.8233]   1.8233     7       poor 

************************************************************************************** 

                                                       Best Design = alternative 4  



4. Frequency evaluated as the best for each design alternative 

 

     ========================================== 

          Alternative           Frequency   

     ========================================== 

         Design Alt.  1              3  

         Design Alt.  2              11  

         Design Alt.  3              5  

         Design Alt.  4              1  

         Design Alt.  5              9  

         Design Alt.  6              0  

         Design Alt.  7              1  

     ========================================== 

 

 

 

5. Synthesized Result of Image Evaluation for Design Alternatives  

 

******************************************************************************************** 

     Alternative                       Fuzzy Score                 Median  Rank   Approx. 

******************************************************************************************** 

<Design Alt.  1 >  [ 2.3771, 3.3657, 3.3657, 4.3435]   3.3630     3   medium 

<Design Alt.  2 >  [ 2.8002, 3.7886, 3.7886, 4.7768]   3.7885     1   fair 

<Design Alt.  3 >  [ 2.3273, 3.3273, 3.3273, 4.2754]   3.3143     4   medium 

<Design Alt.  4 >  [ 1.5365, 2.4478, 2.4478, 3.4407]   2.4682     7   poor 

<Design Alt.  5 >  [ 2.7138, 3.6990, 3.6990, 4.6584]   3.6926     2   fair 

<Design Alt.  6 >  [ 1.6784, 2.6261, 2.6261, 3.6140]   2.6361     6   medium 

<Design Alt.  7 >  [ 1.9025, 2.8499, 2.8499, 3.8381]   2.8601     5   medium 

******************************************************************************************** 

                                                       Best Design = alternativ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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