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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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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basic data for the design of the housing space for unit that factors in the

sentiment of the residents by using aesthetic elements and expression method to search for the ways to design housing

space for differentiated uni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esthetic elements in the aesthetic element in the unit

housing space for unit can be classified into basic elements and detailed elements. Second, it is possible to classify into

distortion, mixing, superposition and juxtaposition methods. Third, use of the ‘material’ for ‘wall’ is recommended when

designing differentiated housing space by using basic elements. At this time, expression using the method of ‘mixing’ is

effective for inducing differentiation. In particular, elements that can perceive the difference in time are mixed, to add on

slight differentiation. Fourth, ‘illumination’ and ‘material’ are used when designing differentiated housing space by using

detailed elements. Fifth, preference degree of the expression method is manifes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elected

elements. Lastly, this study conducted a study on the preference level of the aesthetic elements and expression method

targeting the experts alone to differentiate the design of the residential space fo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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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의 주거공간은 생산자가 불특

정 다수의 소비자를 염두에 두고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주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미분양사태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파급되고 있

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거주자

들은 주거에 대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차별적인

거주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양적 보다는 질

적인 주거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

다. 새로운 브랜드전략으로 아파트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는 주택시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

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

최근 들어 건설업체 및 아파트 브랜드마다 각각의 차

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의 상품화와 분양가 상승 등의 또 다

른 부정적인 환경이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주거

공간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거주자들의 주거에 대한 욕

구를 만족시키고 안정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아파트 단위세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디자인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에서 디

자인 변화가 쉽고, 거주자들의 시각적인 경험과 자극에

영향을 미치는 심미적인 요소를 디자인대상으로 설정하고

자 한다. 그리고 이용자 중심에서 주거공간의 ‘심미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부분적인 시각적인 자극과 변화를 위한

표현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시각적인 자극과 변화방법이 단위세

대 디자인에 적용가능성을 파악하고, 주거공간 내에서 어

떤 공간과 요소가 변화되기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각 공

간별로 어떤 심미적인 요소가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 효

과적인가에 관하여 파악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미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단위세대의 디자인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또

한 단위세대 주거공간디자인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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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8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1) 이연숙 외(2004), 아파트 차별화 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 의식조

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6),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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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의 범위는 아파트 단위세대 주거공간2)으로 한정하

고, 차별적인 디자인을 위하여 심미적 요소의 표현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3)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고문헌을 통하여 주거공간디자인의 차별화 경

향을 조사·파악하고 심미적인 요소를 대상으로 시지각

적인 변화를 통한 자극에 대하여 이해한다. 둘째,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주거공간에서의 심미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분류한다. 셋째, 시지각적인 표현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와 자극방법

들을 조사하고, 표현방법들을 이해하고 추출·분류한다.

넷째, 차별화디자인을 위하여 어떤 심미적인 요소를 활용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추출하고 분류된 표현방법 중 적

용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설문을 통해 조사한

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표현방법을 주거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요소 별로 표현방법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여 효

과적인 방법을 추출하고 디자인방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결과로 심미적인 요소를 고려한 차별적인 주거공간계획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자 한다.

II. 주거공간디자인의 차별화에 관한 동향 및 고찰

1. 주거공간디자인의 차별화와 심미적 요소에 관한 동향

현재 아파트 단위세대의 디자인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자인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4) 이러한 변화는 여러 계

층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 차별적인

디자인의 적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정익(2003)은 연구

에서 거주자들이 아파트의 디자인요소 중에서 단위세대에

차별적인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언급

하고 있는데, 이로써 거주자들이 단위세대 디자인의 차별

화에 대하여 아주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단위세대의 디자인의 변화는 고급화된 마감

재의 사용과 거주자들의 기호를 고려한 마감재의 옵션

(option)제, 또는 방의 크기와 개수 등에서도 거주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설비적인 부

분에서 고급화와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첨단

시설의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다. 신중진(2000)은 차별화

를 위한 단위세대 디자인을 환경친화형, 첨단형, 전통형,

생활편의형, 커뮤니티 중심 등으로 분류하고 적용되고 있

다고 하였다. 김태현(2007)은 디자인차별화 매뉴얼 소개

에서 명품화, 브랜드화, 차별화라는 신 주거 상품개념을

디자인스타일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들은 이러한 디자인방법은 분양가 상승을 유발시키게 되

었을 뿐만 아니라 실내디자인스타일이라는 범주 안에서

분양시기와 브랜드별로 유사한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변화를 요구하는 거주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물질만

능주의의 인간성 소외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으면서 미

분양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2. 차별적인 디자인과 심미적인 요소에 관한 고찰

현재 거주자들은 주거공간에 대하여 이전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것과 다르게 질적인 것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단

위세대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시공상의 문제 그리고 경제

성으로 다양한 평면과 배치를 계획한다는 것에 한계를 가

지고 있어 거주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바닥, 천장, 벽, 문, 창문

을 제외한 가구, 조명, 마감재료, 색상 등을 심미적인 요

소로 분류하고 있는데5) 이러한 요소는 기본요소에 비하

여 거주자들의 기호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로 평

가6)되고 있기 때문에 감성과 시지각을 고려한 디자인접

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단위세대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심미적인 요소를

활용한 방법을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미적인 요소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한 주거

공간에 대한 변화를 지각하도록 하는 방법과 시지각적인

자극과 변화를 응용한 방법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겠다.

3. 심미적인 요소의 표현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현재 주거공간에서 시지각 원리를 고려한 심미적인 요

소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가 아주 미흡한 단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실내공간에서 연구되어진 표현방법에 관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현철(2001)은 사물과 요소를 통한 차별적인 표현방법

을 ‘낯설게 하기’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방법으

로는 요소의 애매모호성, 역설, 꼴라주와 몽타주를 제시하

고 있다. 심은주(2006)는 심미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 중

대표적인 것을 오브제요소라 보고, 안드레 퍼트먼의 작품

에서 나타나 표현방법을 분석하였다. 표현방법으로는 공

간에서 오브제의 비움, 디자인양식의 대비, 기하학적 패턴

의 반복, 조명을 통한 강조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찬(2005)은 공간과 오브제요소의 인터랙션이라는 관

점에서 표출적 인터렉션의 방법으로 연속성, 비연속성, 스

크린화로 분류하고 있고 잠재적 인터랙션의 방법으로는

비움, 공간의 다층성 그리고 비경계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이하 주거공간으로 표현함

3) 심미적인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방법이 단위세대 디자인에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타당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전문가

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이용자(거

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4) 이연숙 외, op.cit., p. 93.

5) 박영순(2003), 인테리어디자인, p. 52

6) 한영호(2003)는 주거공간디자인에서 조명, 색채, 재료 등으로 거

주자들의 기호와 특성에 맞는 새로운 분위기와 스타일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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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2007)은 건축과 공간은 시각적 측면과 관계가 많

다고 언급하면서 회화를 중심으로 전개된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7)’을 중심으로 실내디자인에서 오브제의 표현

방법을 분석하고 있다. 심미적인 요소인 오브제의 표현방

법으로는 변형, 왜곡, 병치, 중첩, 합성, 역설, 모순 그리

고 착시가 있다고 연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시지각을 고려한 차

별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법 중 심미적인 요소를 오

브제관점8)에서 응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방법을 모색

할 것이다.

III. 표현방법 모색을 위한 분석틀 설정

3장에서는 심미적 요소를 활용한 차별적인 디자인방법

을 모색하기 위하여 분석요소의 추출과 표현방법에 관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분석틀 설정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참고문헌을 통하여 단위세대에서의 심미

적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

각적인 표현방법을 추출·재정리하였다. 추출된 심미적 요

소와 표현방법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공간에서의 심미적 요소 추출

단위세대에서 공간은 실내기본요소와 실내에서 보다 편

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하고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

는 시각적인 요소인 가구, 조명, 색채, 마감재료, 디스플

레이, 실내조경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9)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들의 소장품을 제외한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가구10),

조명, 색상, 마감재를 중심으로 단위세대의 심미적요소를

정리하였다. 정리된 요소는 <표 1>과 같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심미적 요소를 기본요소에 적용이 가능한 것과

세부요소로 구분하였다.

2) 표현방법 추출

본 연구의 2.3인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지각

원리를 고려한 오브제관점에서 심미적인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추출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왜곡, 혼

성, 중첩 그리고 병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분된 방법

을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표 2>와 같다.

분석틀의 설정은 <표 1>의 심미적인 요소의 특성을 고

려하여 <표 2>의 내용 중 적용 가능한 표현방법을 세부

적으로 분류하였다. 기본요소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공통적

으로 적용된 분석틀은 <표 3>과 같다.

7) ‘데피이즈망’은 ‘낯설게 하기’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정의로는

현실의 사물이 고유의 용도, 기능, 의미를 벗어나 낯선 장소나 위치

에 조합시킴으로써 초현실적인 환상을 창조해 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선행연구에서 낯설게 하기는 한 부분을 다르게 적용

하면서 습관적인 관례에 의한 단편화, 고정화, 추상화로 친숙하게 된

공간에 낯선 자극을 가하여 본질과는 다른 형상과 의미로 전환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환상과 유희를 준다고 평

가되고 있다.

8) 오브제는 물체라는 인식뿐 만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물건, 물체라는 뜻과 인식주체의 인식

대상으로서의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대상, 객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

다. 공간디자인에서의 오브제는 전체의 디자인흐름 속에서 부분적인

요소를 전체와 상관없이 변화시키고 또는 대립시켜서 또 다른 상호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9) 오인욱(2002), 실내디자인학, 기문당, p. 167

10) 본 연구에서의 가구는 분양 시 모든 거주자들에게 공통으로 제

공되는 가구를 의미한다. 

11) 논문지면의 한계로 혼성, 중첩 그리고 병치에 대한 표현방법을

대표적인 키워드로 압축하였다. 본 논문의 [4.4 표현방법의 상관관

계]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표 20, 22, 23>과 내용부분에 참조하길

바란다.

표 1. 주거공간에서의 심미적인 요소

분류 심미적 요소

기본요소 벽, 바닥, 천장 -마감재료(재질, 색상, 문양)

세부요소
가구, 문, 조명, 

몰딩, 기타요소

-마감재료(재질, 색상, 문양)

-형태

표 2. 심미적 요소의 표현방법의 추출

구분 방법 내용

왜곡

형태의 왜곡
형태를 직접적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뒤틀림,

기이한 형태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운동성 오브제요소가 운동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무중력 떠있는 것 같은 무중력 상태를 의미함

혼성

이질성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의

미함

시간성
계절, 역사적 시기, 밤과 낮 등 시간적인 차이

를 혼성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의미함

중첩 겹침(합성)
비합리적인 결합이나 겹쳐져서 애매모호하게 표

현되는 것을 의미함, 꼴라쥬의 형식도 포함 함

병치 나열식 배치 관계없는 것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을 의미함

표 3. 분석틀 설정

구분 방법 적용요소

왜곡

형태의

왜곡

형태를 뒤틀림, 기이한 형태 등으로 표현하여 

차별화 유도

 세부요소운동성
오브제요소가 운동성을 가지는 것처럼 유도

하여 차별화 유도

무중력
떠있는 것 같은 무중력 상태처럼 유도하여 차

별화유도

혼성

이질성
연관11)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약간의 차별화유도

기본요소/

세부요소

무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강한 차별화유도

시간성

시간성
시간(밤-낮, 여름-겨울)이 다른 요소

를 적용한 차별화유도

시기성
시기가(현대-전통 등) 다른 요소를 적

용한 차별화유도

중첩 겹침

유사성
유사한 것이 겹친 추상적인 것으로 

차별화유도

이질성
이질적인 것이 겹친 추상적인 것으

로 차별화유도

병치 배치 나열
다양한 것들을 겹치지 않고 나열-배

치하여 차별화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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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및 분석방법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단

위세대를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전문가들로 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2008년 7월 7일~2008년 7월 31일까지이다. 설문내

용은 조사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주거공간디자인의 차

별화에 대한 전문가 의식, 적용 가능한 심미적인 요소의 추

출과 효과적인 표현방법에 관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먼저

본 연구와 설문의 목적에 관하여 조사대상에게 충분히 설

명한 후 개별적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을 통해 응답한 전문가 수는 100명이고, 이 중 자료

분석에 있어서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인 ‘16부’를 제외한 나

머지 ‘84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분석은 SPSS 14.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선호

한 심미적요소와 표현방법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교차분석

과 분산분석을 통하여 심미적요소와 표현방법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소를 중심으로 선호하는 표현방

법에 상관성이 있는지를 상관계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현황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을 통하여 조사에 참여한 대상들의 일반적인을 현

황을 살펴보면, 남자(57.1%)가 여자(42.9%)보다 더 많았

고 연령대는 30대(65.5%)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직

업은 건축설계가 92.9%로 참여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

력은 1-3년(25%)과 7-10년(22.6%)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은 대졸이 78.6%로 가장 많았으며, 단위세대의

디자인에 참여한 대상이(67.9%) 참여하지 않은 대상

(32.1%)보다 많았다.

3. 주거공간디자인에 관한 전문가 의식13)

1) 일반적인 의식

심미적인 요소를 활용한 차별적인 디자인방법을 모색하

기 전에 주거공간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였다. 주거공간에

서 많이 이용하는 공간과 중요한 공간에 관하여 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를 <표 5>에서 나타내고 있다.

주거공간에서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공간은 거실공간

(88.1%)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공간도 거실

공간(65.5%)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은

주방공간(23.8%)으로 평가되었다.

3) 차별적인 디자인의 현황 및 선호도 평가

현재 주거공간의 디자인에 관한 만족도와 다른 주거와

의 차별성 정도 그리고 차별적인 디자인에 관한 일반적

인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리커트(Likert) 척도로 조

사되었으며 1점에서 5점으로 평가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

었다. <표 6>에 나타난 결과를 통하여, 현재 주거공간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값이 2.8로 높지 않을 것으

로 나타났다. 주거공간디자인에 대한 차별화정도는 평균

값이 2.6으로 나타나 차별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주거공간에 차별적인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선호도(M=4.4)는 아주 높게 나타나 방법모색

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차별적인 디자인에 관한 의식

구체적인 디자인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주거

공간의 디자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

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부공간 중에 디자인이 가장

잘 되어야 하는 공간과 다른 주거와 차별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하는 공간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또한 차별

적인 주거공간디자인을 위하여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설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4.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N=84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성별
남: 48명(57.1%)

여: 36명(42.9%)
경력

1-3년: 21명(25%)

3-5년: 17명(20.2%)

5-7년: 14명(16.7%)

7-10년: 19명(22.6%)

10년이상: 13명(15.5%)

연령

20대: 25명(29.8%)

30대: 55명(65.5%)

40대: 4명(4.8%)

학력

대졸: 66명(78.6%)

대학원졸: 16명(19.0%)

기타: 2명(2.4%)

직업

설계: 78명(92.9%)

연구원: 1명(1.2%)

시공: 5명(6.0%)

참여

여부
12)

있다: 57명(67.9%)

없다：27명(32.1%)

12) 단위세대디자인에 참여한 여부를 묻는 항목임

13)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결과는 3순위까지만 서술하고자 한다.

표 5. 주거공간에 대한 일반적의식

내 용 결 과

공간의 이용 빈도

거실공간: 74명(88.1%)

개인방: 4명(4.8%)

주방공간: 3명(3.6%)

공간의 중요도

거실공간: 55명(65.5%)

주방공간: 20명(23.8%)

욕실공간: 5명(6.0%)

표 6. 차별적인 디자인 현황 및 선호도

내용
평가값

M s.d

단위세대디자인에 관한 만족도 2.8 0.80

다른 주거와의 디자인 차별정도 2.6 1.03

차별적인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4.4 0.73

표 7. 차별화디자인에 관한 의식

내 용 결 과

디자인이 잘 되어야

하는 공간

거실공간: 74명(88.1%)

주방공간: 4명(4.8%)

욕실공간: 3명(3.6%)

차별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하는 공간

거실공간: 47명(56%)

주방공간: 16명(19%)

욕실공간: 7명(8.3%)

안방공간: 7명(8.3%)

차별적인 디자인을

위한 방법

공간구성요소의 차별화: 30명(35.7%)

공간배치의 차별화: 25명(29.8%)

공간계획의 차별화: 23명(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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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을 통하여 단위세대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거

실공간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효

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차별적인 디자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공간구성 요소들을 활용한 것(35.7%)

으로 나타나 이를 활용한 표현방법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IV. 심미적요소의 표현방법 모색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심미적인

요소 별로 효과적인 표현방법을 조사·파악해보고자 한

다. 그리고 요소 별로 표현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하고자 한다. 적용요소와 방법은 명목척도를 이용하여 조

사하였고, 분석은 빈도분석으로 하였다. 그리고 만족도와

표현방법의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Likert)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분석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1. 기본요소를 이용한 디자인 및 표현방법

1) 차별적인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

현재 주거공간디자인에서 기본요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별적인 디자인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조사하였는데,

평균값이 2.7로 나타나 만족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

다. 그리고 기본요소를 이용한 디자인적인 접근에 관한

선호도는 평균값이 4.1로 나타나 매우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2) 적용 및 표현요소

기본요소를 이용하여 차별적인 디자인을 할 경우 어떤

요소가 적합한지에 관한 조사에서 <표 10>와 같은 결과

가 나타났다. 58명의 전문가가 벽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16명의 전문가가 천장이라고 응

답했다. 따라서 벽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차별적인

디자인을 지각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기본요소를 대상을 할 경우 어떤 표현요소로 하는 것

이 효과적인가를 <표 11>을 통해 살펴보면, 표현요소 중

재료(59.5%)를 활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는 색상(15%)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1>.

3) 표현방법

기본요소를 표현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으며 표현

방법 중 ‘혼성’을 이용하여 한 요소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차별적인 디자인을 유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평

가되었다.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연관성이 있지만 다른 성

격의 요소(M=3.9)를 적용하여 약간의 차별화를 주는 것

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세

부적인 방법은 밤과 낮 또는 여름과 겨울의 등의 ‘혼성’

의 방법 중 시간의 차이가 있는 요소(M=3.2)를 이용하여

차별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차별화를

주는 방법 중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은 ‘중첩’ 중 이질적

인 것을 겹쳐서 추상적인 요소(M=2.6)를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7>.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기본요소와 관계된 심미적인 요

소를 이용하여 주거공간디자인에 차별화를 유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성’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요소의 위치

위에서 언급된 차별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요소가 어느

위치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관하여 평가해

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가장 효과적인 위치라고 평

가된 곳은 53.6%의 평가 값을 받은 ‘눈에 쉽게 띄는 곳’

이고, 다음으로 높게 평가된 곳은 ‘중요한 것과 관련된 곳’

으로 31%의 값으로 나타났다.

표 8. 심미적 요소의 표현방법 평가

표현방법 심미적 요소

구분 방법
기본요소 오브제요소

M s.d M s.d

혼성

이질성
연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약간의 차별화유도 3.9 0.82 3.8 0.82

무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강한 차별화유도 2.8 1.15 3.0 1.20

시간성
시간 시간(밤-낮, 여름-겨울)이 다른 요소를 적용한 차별화유도 3.2 1.07 3.1 0.90

시기 시기가(현대-전통 등) 다른 요소를 적용한 차별화유도 2.9 1.10 2.9 1.03

중첩 겹침
유사 유사한 것이 겹친 추상적인 것으로 차별화유도 2.9 1.03 3.1 1.00

이질 이질적인 것이 겹친 추상적인 것으로 차별화유도 2.6 1.00 2.6 0.90

병치 배치 나열 다양한 것들을 겹치지 않고 나열-배치하여 차별화유도 2.8 1.04 2.9 1.20

표 9. 기본요소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 N=84

구 분 M s.d

만족도 2.7 0.87

선호도 4.1 0.88

표 10. 차별성을 적용하는 기본요소 N=84

구 분 바닥 벽 천장

평가값 10명(11.9%) 58명(69%) 16명(19%)

표 11. 표현요소 N=84

구 분 재료 색상 문양 기타

평가값 50(59.5%) 15(17.9%) 6(7.1%) 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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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요소를 이용한 디자인 및 표현방법

1) 차별적인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

세부요소를 중심으로 다른 주거와 차별화에 대한 만족

도를 조사해 본 결과<표 13> 평균값이 2.8로 나타나 다

소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차별적인 디자인을 할 경

우 세부요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는 평균값이 3.8

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는 기본요소(M=4.1)를 활용하는

것 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차별적인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을 아주 선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적용 및 표현요소

<표 14>를 통하여 차별적인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오

브제 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적절한지 파악해 본 결과,

조명(42.9%)이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가구(21.4%)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조명’에 심미적인 표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

별적인 디자인을 유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형태를 제외한 심미적인 표현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가

장 적합다고 평가된 요소는 기본요소를 대상으로 한 평

가와 유사하게 재료(64.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색상

(23.8%)에 심미적인 표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다고

나타났다.

적용방법으로는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오브제요소의 디자인은 유사하게 하고 한 개의 오브제요

소만 다르게 하는 것과 오브제의 형태나 마감 재료를 독

특하게 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36.9%)을 선호한다

고 평가할 수 있다.

3) 표현방법

(1) 형태

세부요소를 대상으로 형태를 고려한 표현방법에는 어떤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조사의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3>의 분석틀에서 제시한 방법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2개

의 형태를 혼합해서 차별화를 유도하는 것(36.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방법은 형태를

직접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왜곡하여 차별화를 유도하는 것

으로 26.2%의 전문가가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세부요소의 형태를 이용하여 주

거공간디자인에 차별화를 유도할 경우에는 ‘왜곡’의 방법

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2) 마감재료

세부요소의 마감재료를 활용한 심미적인 표현방법 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은 ‘혼성’에서 이질성(M=3.8)

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을 통해서 이질성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M=3.0) 보다는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약간의 차별화를 유도하는 것(M=3.8)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다음으로는 ‘혼성’ 중에서 시간의 차이를 활용하여 세

부요소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되었는데

특히, 시간대가 다른 요소를 적용하는 것(M=3.1)이 차별

화유도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평가값

을 받아 효과적인 표현방법으로 평가된 것은 ‘중첩’의 방

법 중에 유사한 것이 겹쳐져서 추상적으로 지각될 수 있

도록 하는 방법(M=3.1)이다.

4) 요소의 위치

차별화디자인을 위하여 표현방법이 적용된 오브제요소

의 위치가 어디가 적합한가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 18>

과 같다. <표 18>을 통하여, 눈에 쉽게 띄는 곳이 45.2%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적합한 위치라고 평가 할 수 있겠

다. 다음으로 높게 평가된 것을 중요한 것과 관련된 곳으

표 12. 표현방법이 적용된 기본요소의 위치 N=84

구분 내용 평가값

①  눈에 쉽게 띄는 곳 45(53.6%)

②  각 요소의 중심에 6(7.1%)

③  눈에 잘 띄지는 않고 가끔 시선이 가는 곳 6(7.1%)

④  중요한 것과 관련된 곳 26(31%)

⑤  기타 1(1.2%)

표 13. 기본요소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 N=84

구 분 M s.d

만족도 2.8 1.08

선호도 3.8 0.95

표 14. 차별성을 적용하는 세부요소 N=84, 명(%)

요 소 가구 문 조명 몰딩 기타

평가값 18(21.4) 10(11.9) 36(42.9) 16(19) 4(4.8)

표 15. 표현요소 N=84

구 분 재료 색상 문양 기타

평가값 54(64.3%) 20(23.8%) 6(7.1%) 4(4.8%)

표 16. 적용방법 N=84, 명(%)

구분 내 용 평가값

①
오브제요소 디자인을 모두 유사하게 하고 한 개의 

요소만 다르게 해서 차별화유도
22(26.2)

②
한 개의 오브제의 형태나 마감 재료를 독특하게 해

서 차별화유도
20(23.8)

③ ①, ②의 방법을 함께 이용하여 차별화유도 31(36.9)

④
원래의 용도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배치나 모

양을 다르게 해서 차별화유도
6(7.1)

⑤ 기 타 5(6.0)

표 17. 형태의 표현방법 N=84, 명(%)

구분 내 용 평가값

① 형태를 직접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왜곡하여 차별화유도 22(26.2)

② 바닥에 놓이지 않고 떠있는 듯한 지각으로 차별화유도 20(23.8)

③ 2개의 형태를 혼합하여 차별화유도 31(36.9)

④ 정지하지 않고 움직이는 듯한 지각으로 차별화유도 6(7.1)

⑤ 기 타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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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5.%의 전문가가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선호된 기본요소의 위치와 같은 위치임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과 관련된 곳’에는 기

본요소보다는 세부요소의 위치로 더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중요한 것과 관련된 곳’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유도 할 경우에는 ‘세부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3. 표현방법의 차이검증

차이검증은 분산분석을 통해서 유의미가 차이가 있다고

평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유의미한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세부요소에 따른 표현방법 평가 차이검증

차별적인 디자인을 위하여, 선택된 오브제 요소에 따라

표현방법을 평가한 값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혼성’ 중 시간성을 이용한 방법을 평가한 값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9>를 통해 차이를 검증해보면, 선택한 요소에 따

라 평가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조명’과 ‘몰

딩’을 선택한 전문가들이 ‘시간(밤-낮, 여름-겨울)이 다른

요소를 적용한 차별화유도’하는 방법에 가장 높은 값

(M=3.18)으로 평가한 반면, ‘가구’를 선택한 전문가들의

평가 값이 2.9로 나타나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2) 표현요소에 따른 표현방법 차이검증

(1) 기본요소

기본요소의 마감재료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표현방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본 결과 ‘중첩’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재료’를 선택한 전

문가들이 ‘유사한 것이 겹친 추상적인 것으로 차별화유도’

의 방법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M=3.2)하였고, 다른 요

소들을 선택한 전문가들은 평균값 2.5로 낮게 나타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첩’의 또 다른 방법인 ‘이질적인 것이 겹친

추상적인 것으로 차별화유도’에 관해서는 문양을 선호한

전문가들이 평균값 3.2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기

타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평균값 2.1로 가장 낮게 평가하

고 있어 차이가 있었다.

(2) 세부요소

세부요소의 마감재료(재료, 색상, 문양)를 활용하여 차

별화의 표현에 선택한 요소에 따라 표현방법을 평가한 값

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첩’을 이용

한 표현방법 중 ‘이질적인 것이 겹친 추상적인 것으로 차

별화유도’를 평가한 값에서 유의미가 차이가 나타났다.

표현요소 중 문양을 선택한 전문가들이 3.5로 평가하여

위의 표현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재료나 색상

을 선택한 전문가들은 낮게 평가하고 있어 평가에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표현방법의 상관관계

심미적인 요소의 마감재료를 활용한 표현방법들의 선호

도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조사·분석하였다. 나타난 결과

는 <표 22, 23>이고, 요소 별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요소

기본요소의 마감재료를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선호

도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보면, ‘중첩’의 이질적인 것을 겹

쳐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질)을 선호할수록 ‘혼성

’의 연관성 없는 것으로 강한 차별화를 유도하는 방법(무

관)과 시기가 다른 요소를 적용하는 방법(시기) 그리고 ‘중

14) 본 논문 <표 3>의 표현방법의 분류번호 참고

표 18. 표현방법이 적용된 오브제요소의 위치 N=84

구분 내용 평가값

①  눈에 쉽게 띄는 곳 38(45.2%)

②  각 요소의 중심에 10(11.9%)

③  눈에 잘 띄지는 않고 가끔 시선이 가는 곳 4(4.8%)

④  중요한 것과 관련된 곳 30(35.7%)

⑤  기타 2(2.4%)

표 19. 오브제요소에 따른 표현방법 평가의 차이검증

요소 가구 문 조명 몰딩 df  F

M 2.9 3.0 3.1 3.1
4 2.608*

s.d 0.80 0.82 1.00 0.68

*p<0.05, **p<0.01, ***p<0.001

표 20. 표현요소 따른 표현방법 평가의 차이검증

요 소 재료 색상 문양 기타 df  F

유사
M 3.2 2.5 2.5 2.5

3 3.218*
s,d 1.82 0.83 0.55 0.88

이질
M 2.7 2.3 3.2 2.1

3 2.867
*

s,d 1.00 0.88 0.55 0.88

*p<0.05, **p<0.01, ***p<0.001

표 21. 표현요소 따른 표현방법 평가의 차이검증

요소 재료 색상 문양 df  F

M 2.5 2.6 3.5
2 3,522*

s,d 0.81 1.00 0.55

*p<0.05, **p<0.01, ***p<0.001

표 22. 기본요소 표현방법의 상관관계

혼성 중첩 병치

연관14) 무관 시간 시기 유사 이질 나열

혼성

연관 1 -.010 -0.38 .030 .204 .195 -.059

무관 1 .096 .169 -.072 .360** .418**

시간 1 .243* -.061 -.110 -.082

시기 1 -.020 .221* -.048

중첩
유사 1 .333** -.151

이질 1 .118

병치 나열 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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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의 유사한 것을 겹친 주상적인 표현의 방법(유사_겹침)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치’의 방법(나열)

을 선호할수록 ‘혼성’의 연관성 없는 것으로 강한 차별화

를 유도하는 방법(무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오브제요소

오브제요소의 마감재료를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선

호도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을 통하여, ‘중첩’의 이질적인 것을 겹쳐서 추상

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질)과 상관관계가 있는 표현방법

이 기본요소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즉, ‘혼성’의 연관성 없는 것으로 강한 차별화를 유도

하는 방법(무관)과 시기가 다른 요소를 적용하는 방법(시

기) 그리고 ‘중첩’의 유사한 것을 겹친 주상적인 표현의 방

법(유사)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병치’의 방법(나열)을 선호할수록 ‘혼성’의 연관성 없는

것으로 강한 차별화를 유도하는 방법(무관)을 선호하였고,

‘중첩’의 이질적인 것을 겹쳐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방

법(이질)과도 ‘정’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거주자들의 감성을 고려한 단위세대 주거공

간디자인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자 심미적인 요소와 표

현방법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단위세대 주거공간디자인 방

법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세대 주거공간에서 심미적인 요소는 기본요

소와 세부요소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본요소에는 벽, 바

닥 그리고 천장의 마감재료(재료, 색상, 문양)로, 세부요소

는 가구, 문, 조명, 몰딩 그리고 기타요소의 마감재료(재

료, 색상, 문양)와 형태로 추출될 수 있다.

둘째, 심미적인 요소의 시지각적인 표현방법은 오브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왜곡, 혼성, 중첩, 그리고 병치의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셋째, 기본요소를 활용한 차별화된 주거공간디자인 방

법은 다음과 같다. ‘벽’의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

이다. 이때 ‘혼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차별화를 유

도하는데 효과적인데, 특히 시간의 차이를 지각할 수 있

는 요소를 혼합하여 약간의 차별화를 주는 것이 거주자

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넷째, 세부요소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주거공간디자인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조명’과 ‘재료’를 이용하고, 표현방법

은 기본요소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차별화 디자인을 위하여 시간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재료의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며, 향후 ‘혼성’ 나타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표현방법의 차이검증을 통해서 선택된 요소에

따라 표현방법의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선호되는 표현방법들

중에 상관성을 가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디자인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심미적인 요소와 표현방법을 고려한 실내공간디

자인에 다양한 조건들이 반영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위세대 주거공간디자인의 차별

화를 위하여 전문가들만 대상으로 심미적인 요소와 표현방

법의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활용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연

구자는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확장하고,

현황조사를 통하여 좀 더 세부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거주자들의 감성을 고려한 주거

공간디자인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박영순·오혜경(2003), 인테리어 디자인, 다섯수레.
2. 오인욱(2002), 실내디자인학, 기문당.
3. 한영호·이진영(2003), 주거공간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기문당.
4. 김영애(2004), 실내공간에서 초현실주의적 표현경향에 관
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5. 김미경(2007), 최근 분양된 수도권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공
간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6(6).

6. 김수정·이상호(2006), 실내디자인에서 오브제 논의를 위
한 개념적 고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5(5).

7. 김태현(20070, 디자인차별화 매뉴얼 소개, 「건설기술_쌍용」.
8. 배정익 외(2003), 브랜드아파트의 차별화 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의 선호도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

9. 신중진·임지영(2000),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의 차별
화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12).

10. 심은주·권영걸(2006), 안드레 퍼트먼의 디자인에 나타난
실내공간 요소의 오브제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
회 논문집, 15(1).

11. 이연숙 외(2004), 아파트 차별화 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
의식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3(6).

12. 이정열(2007), 데페이즈망을 활용한 현대 실내디자인 표현
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6(2).

13. 이찬·배연준(2005), 공간과 오브제 요소의 인터랙션에 관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4(6).

14. 조성희·박지혜(2006), 아파트 단지공간구성에서 차별화
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22(12).

15. 황현절·이동언(2001), ‘낯설게 하기’를 通해 建築에 나타
나는 技法에 關한 硏究,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
집, 21(2).

접수일(2009. 2. 27)

수정일(1차: 2009. 4. 2)

게재확정일자(2009. 4. 6)

표 23. 오브제요소 표현방법의 상관관계

혼성 중첩 병치

연관 무관 시간 시기 유사 이질 나열

혼성

연관 1 -.149 .093 .026 .067 -.080 -.029

무관 1 -.032 .223* .032 .459** .216*

시간 1 .129 .086 -.120 -.109

시기 1 -.026 .238* .103

중첩
유사 1 .215* -.069

이질 1 .253*

병치 나열 1

*p<0.05, **p<0.01, ***p<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