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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ior Coordination is the activity of making characteristic living space by planning and harmonizing various

interior elements. In modern society, the taste and needs of the residents are getting varied and segmented, and

the role of interior coordination is getting more important because that reflects cultural codes and trends and

satisfies residents’ need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wareness and needs about interior coordination targeting

apartment residents, and to provide fundamental data that could attribute to the planning of unique and diverse

residential spaces. Methods of study include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he empirical study. Elements of interior

coordination were extract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using these

elements. And then a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apartment residents of Busan. The result shows that most

of the residents were much interested in interior coordination, and they recognized it’s importance. They wanted

to plan and select the elements by themselves, but were passive in actual execution because of the difficulties in

execution methods and economical conditions. There were certain differences between the styles of their own

houses and the preferred styles, but they did not try actively to reconcile the differences. Therefore, various

methods of interior coordin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proposed which are easy and effective for actual

execution, and various media should be provided by which residents could easily get informations on design

elements. Also, the concept and method of interior coordination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very first stage of

residential planning, and the replacement and modification of interior coordination could be easily done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fe cycle and life styles.

Keywords 실내코디네이션, 실내코디네이션 인식 및 요구, 실내코디네이션 구성요소

Interior Coordination, Awareness and Needs about Interior Coordination, Interior Coordination Element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주거공간의 거주자들은 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동

시에 많은 시각적인 정보를 접하고 있다. 거주자들은 자

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내공간에 대해서도 단순한 물리

적 구조체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능과 아름다움이

함께 조화된 통합적인 환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리적인 환경 내에 자신의 개성

을 표현하려는 욕구와 의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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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환경

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구나 마감재와 같은 요소들

을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단순히 교체하고 설치하는 것

이 아니라 거주자의 기호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

내 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배치하고 조화시키는 개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실내공간 내에서의 디자인

작업 영역도 건축적인 틀을 구성하는 고정적 요소인 바

닥, 벽, 천장뿐만 아니라 가구, 조명, 마감재, 소품 등 이

동 가능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가변적이며 다

양한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

19세기 이전까지는 실내공간의 디자인이 건축계획의

일부로서 건축가의 총괄하에 공예가나 장인들의 작업으

로 이루어져 왔으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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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 실내장식가의 역할이 나타났고, 20세기 초반까

지 이들은 과거 전통적인 스타일을 조합, 인용, 모방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공간을 장식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

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로 인

해 공장건물에서 상업공간에 이르는 다양한 성격의 프로

젝트를 다루게 됨으로써 실내장식의 개념과 영역이 확대

되어 실내디자인, 실내디자이너 등의 용어가 생겨났다.

1960년대 이후부터 실내공간에 대한 기능주의를 지향하

던 경향이 점점 문화적, 정신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상

징적인 공간의 개념으로 변화되면서 최근의 실내디자인

분야는 각 나라의 문화와 지역의 배경에 따라 다소 차이

는 있지만 그 영역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확립되었다.1)

실내코디네이션은 과거 실내장식의 개념에서 발전된

것으로, 실내공간 내부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조화시켜 거주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생활공간

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실내디자인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가구

의 종류와 마감재, 침구 및 패브릭, 소품 등을 계획하고

배치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공간의 최종적인 이미지를 만

들어낸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전문화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거주자들의 기호와 요구가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

는 현대의 주거공간에 있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

회의 문화적인 코드나 감성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주

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요구를 만족시키는 실내코디네이

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2)

인 아파트 거주자들의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의식과 요

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개성과 다양성이 요구

되는 주거공간 계획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련

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실내코디네이션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 실내코디네이션에 포함되는 구성요소

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의식조사를 위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인식의 파악을 위해 실내코디네이션의

범위에 대한 생각과, 관심도 및 시행목적, 트렌드와 정보

의 습득방법을 조사한다.

둘째,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요구의 파악을 위해 공

1)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 조류, 기문당, 1996, p.178

2)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59%가 아파트로 조사되었음, 2010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간별로 교체를 원하는 요소와 시행 시 선호하는 방법 등

을 조사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동향

실내코디네이션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가구의 유형이나

직물에 대한 선호연구, 카페트나 커튼 등 직물의 문양이

나 사용특성 등 부분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실내 환경, 실내분위기, 공간연출 등의 주제로

확대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아파트와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주거공간의 실내코디네이션과 레스토랑, 호

텔 등 상업공간의 실내코디네이션을 다루는 연구로 크게

나누어지며, 인테리어 스타일 및 트렌드를 분석하는 연

구와 시행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3)

주거공간의 코디네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을 살

펴보면 백진영(2010)은 브랜드 아파트 이미지 컨셉이 인

테리어 디자인에 반영되는 방법을 살펴보고 가구, 패브

릭, 카펫, 조명, 소품인 장식요소에 따라 최근인테리어

디자인 스타일경향과 그에 따른 코디네이션 특성을 파악

하였고4), 김소희(2009)는 현재 트렌드를 중심으로 스타

일 유형을 분석하고 실제적으로 주거 코디네이트가 적용

된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실무에서 쓰이고 있는 방

법론에 대입하여 연출방법을 모색하였다.5) 또한 강민영

(2008)은 모델하우스에서의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종합적

으로 정리하고, 디스플레이 연출사례를 통하여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계화함 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방법을 제안

하였으며6), 박미경(2009)은 사례분석을 통해 아파트 모

델하우스에서 나타나는 주거공간 코디네이션의 경향과

트렌드를 정리하고 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7)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실내코디네이션의 트렌드, 스타

일,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김건희(2008)의

연구8)에서는 모델하우스의 실내코디네이션의 경향과 함

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식조

사는 모델하우스 방문객 8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

으로는 실내코디네이션의 물리적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

도와 실내이미지, 체험요소에 대한 의식을 면담조사를

3) 김지은 한정원,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실내디

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13권 1호 통권24호, 2011, p.216

4) 백진영, 브랜드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논, 2010

5) 김소희,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에 따른 주거 코디네이트 연출방

법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논, 2009

6) 강민영, 모델하우스에서의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

자대학교 석논, 2008

7) 박미경, 주거 공간 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아파트 단위세대 연출

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논, 2009

8) 김건희, 체험마케팅을 위한 모델하우스 아파트 실내코디네이션계획

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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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델하우스의 아

파트 실내에 대해 체험마케팅을 고려한 계획방향을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실내코디네이션에 관한 선행연구

가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동주택이 증

가하면서 획일적인 평면의 유형과 실내공간의 구성요소

를 지닌 주거공간을 거주자들의 인식과 생활특성에 따라

개성화,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2. 실내코디네이션 구성요소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실내코디네이션 구성요소의 범위

는 연구목적 및 대상에 따라 연구자별로 차이를 보이는

데, 박화선(2003)은 전체적인 코디네이션 작업을 ‘컨셉작

업’, ‘마감재코디’와 ‘장식코디’로 나누어, ‘마감재코디’는

마감재의 종류, 칼라 및 재질을 정하는 것, 그리고 ‘장식

코디’는 인테리어 이후의 모든 작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구, 카펫, 조명, 커튼, Art work 소품 등의 결정 및 구

매, 배치 작업까지 포함시켰다.9) 김소희(2009)는 평면도

분석 및 조닝, 가구, 패브릭, 색채, 이미지, 인테리어 오

브젝트(러그, 소품, 아트워크, 조명) 등을 코디네이션의

범위로 포함시켰고10), 백진영(2010)은 장식 요소로 색채,

가구, 패브릭, 카펫(러그), 조명, 소품 등을 선정하였다.

김건희(2007)은 평면의 형태, 실별구성 및 동선까지도 코

디네이션의 요소로 포함시켰으며11), 강민영(2008)도 이동

형 가구 등을 이용한 평면계획, 마감재와 색채, 조명, 가

구, 패브릭, 카펫과 아트워크, 플라워데코 등을 포함하는

인테리어 오브제를 코디네이션의 요소로 보았다.1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실내코디네이션 구성요소를 종합

해 보면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요소로 색채, 가구,

조명, 패브릭, 소품 등이 있었고, 최근에 와서는 건축적

인 평면의 계획에서부터 장식적 소품의 배치까지 광범위

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실내코디네이션

이 별도의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건축계획과 실내디자

인 등 전체적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었

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내코디네이션 구성요

소는 각각 공간계획적요소, 실내디자인요소, 장식적요소

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 1>과 같다.

9) 박화선,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

문집 5(5), 2003

10) 김소희,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에 따른 주거 코디네이트 연출방

법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논, 2009

11) 백진영, 브랜드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논, 2010

12) 강민영, 모델하우스에서의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

자대학교 석논, 2008

연구자 공간계획적요소 실내디자인구성요소 장식적요소

백진영

(2010)
색채, 조명

가구, 패브릭(커튼류, 쇼파 및 쿠

션류, 침구류), 카펫(러그), 소품

이미연

(2010)
색상, 조명 가구, 패브릭, 아트워크, 소품

박미경

(2009)
색채, 벽지, 가구 패브릭

김소희

(2009)
평면도, 설치 컬러, 조명

가구계획, 오브제(러그, 소품,

아트워크), 패브릭계획

백진영외

(2003)
스타일 색채, 가구, 조명 패브릭, 마감재, 소품

김현주

(2008)
색채, 조명

가구, 패브릭, 테이블웨어, 플라

워데코, 소품

김건희

(2008)
평면계획

색채, 재료 재질, 조

명
가구, 그림, 소품

강민영

(2008)

평면계획(이동형

가구 등을 이용)
마감재와 색채, 조명

가구, 페브릭, 카펫, 인테리어

오브제(아트워크, 플라워데코 등)

박완아

(2005)
배치, 설비, 형태 색상, 재료, 조명 패브릭, 가구

박화선

(2003)
컨셉

마감재(칼라 및 재

질), 조명
가구, 카펫, 커튼, 아트워크, 소품

이지영

(2003)

조명, 색채, 재료

(가구, 벽지, 바닥재)

소품계획(커든, 패브릭, 벽면의

장식과 장식품, 식물 연출)

유연숙외

(2011)
칼라, 재료, 질감

오혜경외

(2010)
컨셉

시각디자인요소,

공간디자인요소
상차림·음식 디자인

박민서

(2009)
형태, 가구 색채, 조명 패브릭, 아트워크, 카펫

신수현

(2008)

기본요소

(벽, 바닥, 천정)
조명, 색채 가구, 패브릭, 테이블세팅, 플라워

<표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실내코디네이션 구성요소

선행연구의 내용분석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정의한 실내

코디네이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간계획적요소는 실

내공간의 건축적 계획과 관련된 요소로서 공간의 컨셉,

평면의 구조(실별 구성 및 동선 등)가 이에 해당되며, 실

내디자인구성요소는 공간 내 고정적인 요소인 벽, 바닥,

천정에 대한 디자인 표현요소로서 색채, 조명, 재료 등이

포함된다. 장식적 요소는 움직일 수 있는 기능적 시각적

요소로써 가구, 패브릭(커튼, 카펫, 침구류, 러그, 쿠션

등), 소품(오브제, 아트워크, 플라워데코 등)으로 파악하

였다.

3. 조사방법 및 내용

3.1. 조사도구의 구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특성(남

편 및 주부의 연령, 직업, 학력, 가구월평균소득, 가족구

성, 거주가족 수, 첫 자녀시기)과 거주특성(주택규모, 주

택소유형태)문항을 구성하였고,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코디네이션 목적, 관심도, 정보 습

득방법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내코디네이션에 대

한 요구와 선호에 대해서는 공간별 희망 교체 요소와 실

내코디네이션 단계에 따라 선호하는 시행방법(본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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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하는 방법,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에 대한 문항

을 구성하였다.

현재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스타일과 선호하는 스타일

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도구로서 시각자료를 구

성하였는데, 먼저 대형건설사의 공동주택 모델하우스 카

달로그와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거실공간 이미지 중 바

닥, 천정과 두 개 이상의 벽면이 포함된 135장의 이미지

를 추출하였으며,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 패널 조

사를 통해 스타일의 특성과 이미지 유사성에 따른 6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각각 2장의 대표이미지를 선정하였

다. 이미지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명칭은 스타

일1, 스타일2, 스타일3, 스타일4, 스타일5, 스타일6으로

명명하였다. 조사도구의 전체적 구성과 내용은 <표 2>

와 같으며, 스타일 조사를 위한 시각자료는 <표 3>과

같이 구성되었다.

항 목 내 용

가구특성
가족구성, 가족수, 첫 자녀시기, 거주기간, 남편 및 주부 연령,

학력,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

거주특성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일반적 인식

실내코디네이션 범위

실내코디네이션 관심도 및 시행 목적

실내코디네이션 트렌드 정보 습득방법

요구 및

선호이미지

공간별 바꾸고 싶은 요소

시행 시 단계별 선호 방법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유사 스타일 및 선호 스타일 이미지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스타일 특성 이미지 자료

스타일 1

클래식한 곡선과 장식적 가

구, 화려한 장식과 몰딩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분위기

스타일 2

짙은 색 목재와 낮고 수평

적 형태, 전통양식과 패턴

으로 동양적 이미지

스타일 3

서로 다른 스타일의 가구나

소품을 배치하여 색다르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

스타일 4

직선의 단순한 형태와 모노

톤, 단색의 색채. 남성의 이

미지를 표현하는 스타일

스타일 5

자연의 질감과 패턴을 사용

하여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여유로운 스타일

스타일 6

장식이 거의 없는 단순한

직선 형태, 최소한의 소품

과 무채색 사용한 스타일

<표 3> 스타일이미지 시각자료

3.2. 조사 및 분석방법

부산시내 아파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15

일부터 9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50

부를 배포하여 32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것을 제외하고 28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부의 연

령은 평균 43.3세로 30대가 38.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5%, 50대가 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연령은 평

균 45.8세로 50대가 가장 많았으며(34.8%), 40대가

40.7%, 30대 이하가 2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부와

남편의 학력은 대졸 이상의 비율이 각각 55.6%, 74.3%로

고학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직업은 전업주

부 52.2%, 취업주부 47.8%로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았으

며, 남편의 직업은 전문직이 33.3%로 가장 높았고 자영

업 32.8%, 전문직 3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 목 f(%) 항 목 f(%)

주부

연령

30-39세 109(38.7)

남편

연령

30-39세 66(24.4)

40-49세 100(35.5) 40-49세 110(40.7)

50세이상 73(25.9) 50세이상 94(34.8)

전체 282(100.0) 전체 270(100.0)

주부

학력

대졸이상 155(55.6)
남편

학력

대졸이상 202(74.3)

고졸이하 124(44.4) 고졸이하 70(25.7)

전체 279(100.0) 전체 272(100.0)

주부

직업

취업주부 133(47.8)

남편

직업

사무직 86(31.7)

전업주부 145(52.2) 자영업 89(32.8)

전체 278(100.0) 생산직 6(2.2)

첫 자녀

시기

자녀없음 30(10.6) 전문직 30(33.3)

미취학기 59(20.8) 전체 271(100.0)

초등기 44(15.5)

가족수

3인이하 114(40.1)

중ㆍ고등기 64(22.5) 4인 128(45.1)

성인기 87(30.6) 5인이상 42(14.8)

전체 284(100.0) 전체 284(100.0)

월평균

소득

300만원미만 55(19.4)

거주

년수

2년미만 54(19.0)

300-400미만 61(21.5) 2년-5년미만 101(35.6)

400-500미만 70(24.6) 5년-10년미만 83(29.2)

500-600미만 43(15.1) 10년이상 46(16.2)

600-700이상 55(19.4) 전체 284(100)

전체 284(100.0)

분양

면적

20평형대 64(22.5)

소유

상태

자가 229(80.6) 30평형대 126(44.4)

타가 55(19.4) 40평형대이상 94(33.1)

전체 284(100) 전체 284(100.0)

※ 합계 가구수는 분석대상 284가구 중 무응답 가구를 제외한 숫자임

<표 4>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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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가구의 첫 자녀 시기는 성인기 이상이 30.6%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등교육기 22.5%, 미취학기가20.8%

초등교육기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은 평

균 3.7명으로 4인이 45.1%, 3인 이하가 40.1%로 4인의

핵가족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규모는 30평형대가 44.4%로 가장 높았으며, 40평

형대 이상이 33.1%, 20평형대 22.5%였고, 자가 비율은

80.6%로 비교적 높았다. 현 아파트 거주기간은 평균 5.2

년으로 나타났으며, 2년 이상 5년 미만이 35.6%, 5년 이

상 10년 미만이 29.2%, 2년 미만이 19.0%, 10년 이상이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400-500만원미만이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400만원미만이 21.5%, 600만원이상이

19.4%, 300만원미만이 19.4%, 500-600만원미만이 15.1%

순으로 나타났다.

4.2.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일반적 인식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실내코디네이션을 어떻게 이해하

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일반

적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내코디네이션

의 구성요소 범위에 대한 인식, 관심도, 목적, 중요성, 그

리고 트렌드 정보 습득방법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실내코디네이션의 각 요소에 대한 인식의 정도

를 살펴본 결과 <표 5>, ‘재료(78.9%)’, ‘가구(77.8%)’, ‘색

채(74.6%)’, ‘조명(74.3%)’의 요소에서는 70% 이상의 높

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평면의 구조변경(39.4%)’을 제외

한 ‘패브릭(66.2%)’, ‘소품(59.5%)’, ‘공간의 컨셉(58.1%)’에

서도 50%이상의 높은 응답률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실내코디네이션 구성요소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식범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항목 색채 조명 재료 가구 패브릭 소품
평면의

구조변경

공간의

컨셉

f

(%)

212

(74.6)

211

(74.3)

224

(78.9)

221

(77.8)

188

(66.2)

169

(59.5)

112

(39.4)

165

(58.1)

* 다중응답

<표 5> 실내코디네이션 요소의 인식 범위

실내코디네이션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3.8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평소 실내

코디네이션에 관심이 많은 편이나 자주 바꾸지 않는다.’

항 목 f(%)

평소 실내코디네이션에 관심이 많으며 가구배치나 소품 등을

자주 바꾸는 편이다.
57(20.1)

평소 실내코디네이션에 관심이 많은 편이나 자주 바꾸지 않

는다.
186(65.5)

평소 실내코디네이션에 특별한 관심이 없으며 자주 바꾸지

않는다.
41(14.4)

합 계 284(100.0)

<표 6>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관심도

라는 응답이 6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실내코디네이션

을 시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소극적임을 파악할 수 있

다.<표 6>

실내코디네이션을 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낡고 오래

됨, 실용성 및 기능의 문제 등으로(44.6%)’ 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거주지 이동(21.9%)’, ‘자녀성장 또는 가족

수 변화로 인한 공간조절(17.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기분전환, 삶의 가치향상과 윤택을 위해, 내

가 원하는 스타일 또는 자기만족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있었다.<표 7>

항 목 f(%)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 28(10.1)

거주지 이동으로 기존의 것고 변화를 주기 위해 61(21.9)

낡고 오래됨, 실용성 및 기능의 문제 등으로 124(44.6)

자녀성장 또는 가족 수 변화로 공간의 조절 필요 48(17.3)

주택 매매등 주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7(6.1)

기 타 6(2.1)

합 계 284(100.0)

<표 7> 실내코디네이션을 하는 목적

실내코디네이션을 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으로

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기능적인 보완(48.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족생활 공간으로서 주택의 안락함

(23.2%)’, ‘본인의 개성표현(10.6%)’, ‘친환경 재료 및 마

감재 사용(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8>

항 목 f(%)

본인의 개성표현 30(10.6)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기능적인 보완 137(48.2)

친환경 재료 및 마감재 사용 21(7.4)

최근 실내디자인 트렌드 반영 12(4.2)

설계자(디자이너)의 스타일표현 5(1.8)

가족생활 공간으로써 주택의 안락함 66(23.2)

실내코디네이션 시행 시 가격 13(4.6)

합 계 284(100.0)

<표 8> 실내코디네이션을 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이를 종합해 보면, 조사대상자들의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실내코디네이션을 시행

하는 목적을 보면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유행하는 스타

일로 바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거주지이동, 또는 낡고

오래되거나 실용성 및 기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내코디네이션의 시행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라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중심의 공간으로서 안락함이나 효율

적인 공간 활용과 기능적 보완에 대해 더 중점적으로 고

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미적이나 장식적인 부

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성, 기능성, 경제적 여건

등이 보다 더 크게 고려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내코디네이션 트렌드에 대한 정보습득 방법을 살펴

보면<표 9>, ‘인터넷(43.9%)’, ‘이웃집 사례(43.2%)’,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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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37.1%)’, ‘모델하우스(32.9%)’등의 순으로 정보를 얻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기타의견으로는 TV, 신

문, 인테리어 전문샵 등이 있었다. 이것은 홍혜은(2011)

의 연구에서 일반인들이 ‘모델하우스(71.0%)’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공동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은 모델하우스

의 이용 비율이 높으므로 정보 획득의 주요 수단으로 모

델하우스를 많이 이용하지만, 기존 주택의 거주자들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또는 잡지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항목 여성잡지 인터넷
디자인

전문지

모델

하우스

상업공간

사례

세미나 ·

전시회

이웃집

사례

f

(%)

104

(37.1)

123

(43.9)

56

(20.0)

92

(32.9)

59

(21.1)

15

(5.4)

121

(43.2)

* 다중응답

<표 9> 실내코디네이션 트렌드 정보 습득방법

실내코디네이션을 시행할 때 개별적인 요소의 변화로

차별화되고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기 위해 실내공간 분위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요소를 살펴보았다.<표 10> 그 결과

‘색채(28.2%)’, ‘재료(26.8%)’, ‘가구(19.0%)’, ‘평면의 구조

변경(10.2%)’, ‘조명(5.6%)’, ‘소품(3.5%)’ 순으로 나타났다.

서지은 외(2009)의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차별성 또는 분

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요소로서 ‘재료

(59.5%)’, ‘조명(42.9%)’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일반

인과 전문가의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내공간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색채, 재료, 가구

등 부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요소를 고려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거주자와 전문

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항목 색채 조명 재료 가구 패브릭 소품
평면의

구조변경
합계

f

(%)

80

(28.2)

16

(5.6)

76

(26.8)

54

(19.0)

19

(6.7)

10

(3.5)

29

(10.2)

284

(100)

<표 10> 실내공간 분위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일반적 인식 특성을 종합해보

면, 실내코디네이션에 포함되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전

반적으로 높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내코디네이

션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도 또한 높게 나타

났다. 하지만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 등의 이유로 아직

까지는 실내코디네이션을 직접 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간단하게 시행하여 주거공간

의 실내분위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내코디네이션의 목적이나 중요

성을 두는 항목에서는 실용성이나 효율성, 기능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계획 시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나 유행하는 트렌드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들

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공간을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3.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요구 및 선호

거주자들의 요구와 선호에 적합한 실내코디네이션 제

안을 위해 요소별 교체 주기, 공간에 따라 희망하는 교

체 요소, 앞으로 실내코디네이션을 시행할 때 선호하는

시행방법(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과 연 평균 비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항목
1년이내

1회이상

1～2년

마다

3～4년

마다
5년 이상 해당없음 합계

색채 6(2.1) 6(2.1) 55(19.4) 117(41.2) 100(35.2) 284(100.0)

조명 5(1.8) 14(4.9) 46(16.2) 124(43.7) 95(33.5) 284(100.0)

재료 3(1.1) 4(1.4) 42(14.8) 136(47.9) 99(34.9) 284(100.0)

가구 3(1.1) 10(3.5) 36(12.7) 166(58.5) 69(24.3) 284(100.0)

패브릭 13(4.6) 28(9.9) 64(22.5) 99(34.9) 80(28.2) 284(100.0)

소품 22(7.7) 46(16.2) 58(20.4) 86(30.3) 72(25.4) 284(100.0)

평면 6(2.1) 21(7.4) 15(5.3) 81(28.5) 161(56.7) 284(100.0)

f(%)

<표 11> 실내코디네이션 요소별 교체 주기

실내코디네이션 시 요소별 교체주기를 살펴보면<표

11>, 패브릭 또는 소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체시기가

짧았지만 대부분 요소들의 교체주기가 5년 이상으로 실

내코디네이션 시행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공간에 따라 교체를 희망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거실

의 경우 ‘색채(46.4%)’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가구

(39.8%)’, 로 나타났고, 안방의 경우 ‘가구(44.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명(34.5%)’, ‘색채(31.1%)’, ‘패브릭

(2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방 및 식당에서는 ‘조

명(35.1%)’, ‘가구(3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실 및 기타 방 에서는 ‘가구(36.8%)’, ‘색채(36.4%)’, ‘조명

(25.9%)’, ‘재료(2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욕실의 경

우 ‘재료(39.0%)’의 요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색채

(26.7%)’, ‘조명(25.7%)’, ‘소품(21.4%)’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공간별 희망하는 교체비율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거

실에서는 색채(46.4%), 안방의 경우에는 가구(44.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방의 경우에는 조명(35.1%)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실 및 기타 방에서는 색채(36.4%)

와 가구(36.8%), 욕실에서는 재료(39.0%)의 교체를 희망

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12>

이처럼 각 실에 따라 교체를 희망하는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실내디자인요소인 색채, 조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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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거실 안방
주방 및

식당

자녀실 및

기타방
욕실

색채 121(46.4) 74(31.1) 67(27.7) 80(36.4) 56(26.7)

조명 96(36.8) 82(34.5) 85(35.1) 57(25.9) 54(25.7)

재료 70(26.8) 43(18.1) 68(28.1) 54(24.5) 82(39.0)

가구 104(39.8) 106(44.5) 79(32.6) 81(36.8) 23(11.0)

패브릭 65(24.9) 66(27.7) 27(11.2) 40(18.2) 7(3.3)

소품 94(36.0) 39(16.4) 41(16.9) 37(16.8) 45(21.4)

평면 60(23.0) 25(10.5) 61(25.2) 51(23.2) 40(19.0)

f(%), 다중응답

<표 12> 공간별로 교체를 희망하는 요소

단계 항목 색채 조명 재료 가구 패브릭 소품 평면

컨셉

및

계획

본인이

직접

125

(44.0)

125

(44.0)

106

(37.3)

186

(65.5)

165

(58.1)

192

(67.6)

85

(29.9)

전문업체

의뢰

159

(56.0)

159

(56.0)

178

(62.7)

98

(34.5)

119

(41.9)

92

(32.4)

199

(70.1)

계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제품

선택

본인이

직접

125

(44.0)

131

(46.1)

102

(35.9)

186

(65.5)

165

(58.1)

185

(65.1)

78

(27.5)

전문업체

의뢰

159

(56.0)

153

(53.9)

182

(64.1)

98

(34.5)

119

(41.9)

99

(34.9)

206

(72.5)

계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설치

및

시공

본인이

직접

30

(10.6)

32

(11.3)

25

(8.8)

71

(25.0)

84

(29.6)

124

(43.7)

31

(10.9)

전문업체

의뢰

254

(89.4)

252

(88.7)

259

(91.2)

213

(75.0)

200

(70.4)

160

(56.3)

253

(89.1)

계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f(%)

<표 13> 앞으로 실내코디네이션 시행 시 선호방법

항목 style1 style2 style3 style4 style5 style6 없음 합계

선호

스타일

31

(10.9)

33

(11.6)

45

(15.8)

48

(16.9)

95

(33.5)

32

(11.3)
-

284

(100.0)

유사

스타일

14

(4.9)

62

(21.8)

20

(7.0)

73

(25.7)

65

(22.9)

46

(16.2)

4

(1.4)

284

(100.0)

f(%)

<표 14> 선호하는 스타일 및 현 주택과 유사한 스타일 비교

료와 장식적요소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패브릭의 경우 거실과 안방에서의 교체 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품의 경우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낮았지만 거실과 욕실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실내코디네이션을 할 경우 프로세스별로 구분

하여 각 단계에서 선호하는 시행방법을 살펴보았다.<표

13> 컨셉 및 계획단계에서는 ‘평면구조변경(70.1%)’과 실

내디자인요소인 ‘색채(56.0%)’, ‘조명(56.0%)’, ‘재료(62.7%)’

의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을 선호하였으며 장

식적요소인 ‘가구(65.5%)’, ‘패브릭(58.1%)’, ‘소품(67.6%)’

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높게 나타났다. 제품

선택단계에서 역시 공간계획적 요소인 ‘평면의 구조변경

(72.5%)’과 실내디자인요소인 ‘색채(56.0%)’, ‘조명(53.9%)’,

‘재료(64.1%)’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을 선호하

였고 장식적 요소인 ‘가구(65.5%)’, ‘패브릭(58.1%)’, ‘소품

(65.1%)’은 ‘본인이 직접’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설치

및 시공 단계에서는 모든 요소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구조적 요소와 실내디자인 요소들은

모든 단계에서 전문업체 의뢰를 선호하였고, 장식적 요

소인 가구, 패브릭, 소품의 경우 계획과 선택의 단계에서

는 본인이, 설치는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적인 요소를 선택할 때도 전반적인

분위기의 조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시각자료를 구성하여 현재 거주하는 주거공

간의 스타일과 선호하는 스타일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

과<표 14>, 선호하는 이미지 스타일은 그린, 브라운 등

의 자연스러운 색채와 목재, 나무, 돌 등의 자연재료를

많이 사용하여 연출한 ‘스타일 5(33.5%)’가 가장 높은 비

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리석, 무늬목 등의 재료와 모

노톤의 가구 또는 색채를 사용하며 연출한 ‘스타일

4(16.9%)’와 서로 다른 스타일의 가구나 소품을 배치하

여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 ‘스타일 3(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과 유사한 이미지 스타일은 모노톤의

색채와 직선의 단순한 형태를 가진 가구와 심플한 패턴

등으로 연출된 ‘스타일 4(25.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는 ‘스타일 5(22.9%)’, ‘스타일 2(21.8%)’의 순으로 나

타났다. 선호하는 스타일과 현 주택의 스타일이 일치하

는 경우는 36.3%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5. 결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거주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실내공간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가 부각되고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실내를

개성적으로 코디네이션하는 작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공간에서 생활하는 거주자 측면

에서 실내코디네이션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시

행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

트 거주자들의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일반적 생각, 선호 및 요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 사람들이 실내코디네이션에 포함되는 구성요소를 폭

넓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해 중요하

다고 생각하고 관심도 또한 높게 나타났지만 시간적, 경

제적, 환경적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는 실내코디네이션을

직접 하거나 시행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 거주자의 입장에서 디자인 변화가

쉽고 손쉽게 시행 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 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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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실내코디네이션 선호 및 요구를

살펴보면, 각 실별로 희망하는 교체요소가 다르게 나타

났으며 실내건축요소인 색채, 조명, 재료와 장식적요소인

가구의 교체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패브릭의

경우 거실과 안방에서의 교체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

며 소품의 경우 교체하는 희망 비율이 다른 요소들에 비

해 낮았지만 거실과 욕실에서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

났다. 실내코디네이션 시행 시 선호하는 방법을 살펴본

결과 건축계획적요소인 평면의 구조변경 과 실내구성요

소에 해당하는 색채, 조명, 재료 의 요소 등을 전문가에

게 의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장식적 요소는 본

인이 직접 계획 및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인

의 개성에 맞추어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구체

적인 방법이 미흡하고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므로 소극

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스타일과 거주자가 선호

하는 스타일이 일치하는 경우는 비교적 낮은 비율이었으

며, 응답자 중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과는 차이

가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실내코디네이션에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의 취향대

로 요소들을 계획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는 크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시행 방법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의 스타일이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과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나

스타일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본인의 개성보다는 효율성이나 가족생활의 안락

함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주요 경향으로 나타났다.

거주자 각자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연

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은 높으나 실제로 시행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거주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

제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후 실내공간의 코디네이션

계획에서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공간의 분위

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이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취득이 용

이하게 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즉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거

주자들의 생활환경, 생활패턴, 라이프사이클 등이 변화함

에 따라서 교체, 수정, 변경 등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지역의 아파트로 제한되어 전체

주거유형이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조사대상의 특성을 변인으로 하는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의 연구에서 조사대상 지역

의 확대와 조사도구 및 내용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다

면 개선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유연숙,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예일미디어, 2009

2.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1996

3. Friedmann, Pile & Wilson, 실내건축디자인, 윤도근 외 공역,

기문당, 1994

4. Kilmer & Kilmer, 인테리어 디자인: 기초이론, 김혜원 외 공역,

교문사, 1999

5. 강민영, 모델하우스에서의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

신여자대학교 석논, 2008

6. 김건희, 체험마케팅을 위한 모델하우스 아파트 실내코디네이션

계획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논, 2008

7. 김소희,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에 따른 주거 코디네이트 연

출방법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논, 2009

8. 김지은 한정원, 실내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경향 분석, 한국실

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3(1), 2011

9. 김현주, 모델하우스에 나타나는 홈인테리어 오브제 연출에 관

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논, 2008

10. 박미경, 주거 공간 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아파트 단위세대

연출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논, 2009

11. 박민서, 디자인 호텔 실내코디네이션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혼

성적 개념을 반영한 객실공간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논,

2009

12. 박완아, 트렌드분석을 통한 모델하우스 단위세대 내 디스플레

이 계획연구, 국민대학교 석논, 2005

13. 박화선,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

회논문집 5(5), 2003

14. 백진영, 브랜드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특성

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논, 2010

15. 백진영 최상헌, 국내 타운하우스 실내에 표현된 인테리어디자

인 스타일 및 Coordination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5(5), 2003

16. 신수현, 국내 특급호텔의 웨딩 공간 인테리어 코디네이트 특성

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논, 2008

17. 오혜경 이지현, 뉴욕 소재 일식당의 레스토랑 토탈 코디네이션

과 전통성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2(1), 2010

18. 유연숙 이선민, 기호체계에 의한 인테리어코디네이션 트렌드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 2011

19. 이미연, 국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테리어 코디네이트 연출사

례 분석에 대한 연구-중대형 평형 거실공간을 중심으로, 상명

대학교 석논, 2010

20. 이지영, 주거 공간 인테리어 코디네이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

교 석논, 2003

[논문접수 : 2012. 03. 30]

[1차 심사 : 2012. 04. 19]

[게재확정 : 2012. 05.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