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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tmodernism, a cultural movement which occurred in the mid-20th century, avoided functional form, one of the

features of modernism, and pursued post-rational and post-centric pluralistic thought which puts human emotions

in importance. Postmodernism set a high value on emotional instincts of humans and focused on creation of

empathy. It includes scepticism of rationalism and indicates the significance of emotional and psychological

instincts of humans, or 'emotions'. Along with the big change in that time, more dynamic and unprecedented

indoor spaces had appeared. Nigel Coates, who had taken various kinds of artistic activity from the early 1980s

to the late 1990s, had tried to make a new approach of objet-focused emotional spaces. Such an approach

made in the time when science and technology had rapidly developed and social structure had changed was

considerably fresh, liberal, and futuristic. He interpreted spaces by escaping from realistic intentions and

communicating with drawings, and designed object-focused emotional spaces by actively employing objets on the

basis of ideas. He tried to make emotional 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spaces through objet, and showed

unique spaces in his own way by reinterpreting the meanings of spaces and stimulating human emo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look into his artworks to show his way of approaching objets, and to find an application

plan and the future possibility of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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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세기 중반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모더니즘 특징 중 하나인 기능주의 형식에서 벗

어나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는 탈 이성적 사고와 탈 중심

적인 다원적 사고로 변화하였다. 보다 인간의 정서적 본

능을 중시하게 되며 공감을 형성하는 데 중심을 둔다.

이는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회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인

간의 정서적, 심리적 본능 즉, ‘감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보다 역동적이고 파격적인 실내공간이 등장하게 된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c@kookmin.ac.kr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2B-2013-0012-671)

20세기를 거쳐 21세기까지 감성은 중요한 키워드로 자

리 잡고 있으며, 실내 공간뿐 아니라 디자인 전반에 이

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이젤코츠(Nigel Coates)는 1980년대 일본에서 활발

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디자인 세계를 보여주

기 시작했다. 그 당시 운송수단인 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의 기술 발달과 더불어 그의 실내 공간에서도 오브제

(Object)로 자주 등장시키는데 이러한 오브제 활용을 통

해 대중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게 되었다. 즉, 오브제를

통한 감성적 접근의 상업공간을 시도하였다. 공간에서

오브제는 눈에 보이는 요소로써 대중과 공간 사이의 다

리 역할을 해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의

미를 재해석하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여 그만의 독특한

공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영국의 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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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나이젤코츠의 디자인 특징 및 유형

너 나이젤코츠의 상업 공간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브제

(Object)의 활용이 어떠한 방법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

였는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20세기 중반 이후로부터 이성중심주

의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능과 감성에 중심을 두고 접근

하는 사회구조로 변화하면서 디자인에도 큰 변화를 가져

다주게 되었다. 그 당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감성디

자인의 공간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

데 본 연구는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나이젤코츠의

상업공간을 연구 범위로 선정하였다. 먼저, 나이젤코츠의

디자인 배경을 통해 그가 어떠한 영향을 받아 디자인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그가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

던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상업공간으

로 범위로 하여, 그의 디자인 특징 및 유형을 분석하고

특성을 추출하였다.

그 다음,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감성의 개념을 도출해

감성디자인에 대한 고찰을 했으며, 오브제와 감성디자인

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오브제를 통한 감성적 접근의 방

안을 모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이젤코츠의 작품 사례를 통해 오브제

를 활용한 감성적 접근의 가능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나이젤코츠와 디자인 경향

2.1. 나이젤코츠와 디자인

나이젤코츠(Nigel Coates)는 1949년 영국 노팅험에서

태어나 노팅험 대학(Notinham University, 1968-71)과

A.A스쿨에서 건축과 디자인을 공부하였다.

1970년대 그 당시의 노팅험 대학은 그 시대의 다른 학

교들과 마찬가지로 건축의 구조나 기능, 사회문제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그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나이젤코츠는 당시 새로운 혁신적

사고의 중심이었던 아키그램(Archigram)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1)

아키그램 건축가들은 건축자체의 시공이나 창조보다는

오히려 시각적인 드로잉과 글을 통한 새로운 건축 개념

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아키그램의 작품들에는 테크놀로

지와 대중문화, 대량 생산, 시간성, 유토피아니즘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포괄하는 실험적인 시도들이 돋보였다.

또한 건축에 고도로 발달된 테크놀로지를 폭넓게 도입함

으로써 현대 과학기술문명을 찬양하고자 했다.2)

1) 김문덕, ‘실내디자인 졸업작품전략’, 광문각, 2004, pp.109-110

2) 월간미술 저, 셰계미술용어사전, 1999

급격히 발달한 과학기술과 사회구조의 변화가 있던 시

점에서 이와 같은 접근은 상당히 신선하고, 진보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성적인 판단의 실제

설계 도면이 아닌, 현실적인 의도에서 벗어나 드로잉과

이야기를 통해 공간을 해석하고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고

자 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이젤코츠는 “나는 SF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

지만, 만화 속 도시 풍경이라면, 내가 처음으로 건축이

정말 흥미로울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때가 떠

오른다. 노팅험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내 지도교수였던

데이비드 그린이 아키그램 잡지 한 부를 내게 주었는데,

그 안에는 댄 에어(Dan Dare)의 도시그림이 많았다. 그

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이 내게 큰 도약의 계기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3)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초기 디자인 작품들은 주로 ‘드로잉’에 의한 공상

만화적 표현의 스케치로 건축을 하고자 시도했으며, 오

브제를 이용하여 공간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

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하여 감성적인 공간

감각을 탐구해왔다. 공간에서의 감성적 접근은 오브제를

목적 없이 나열하여 병치시키거나, 반복적 이미지를 보

여주고 이질적 요소들의 불확실한 조합으로 초현실적인

3) 공간사 편집부 저, ‘건축가 7인에게 건축과 만화를 묻다’, SPACE,

공간사 2008.12,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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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특징 효과

아키그램

비 건축적 표현 역동성, 호기심자극

만화적 표현 추상성, 실험성, 내러티브

그래픽적 표현 추상성, 실험성

드로잉
신체에 대한 호기심 표현 실험성, 호기심자극

비 형식적 표현 역동성

오브제적

감성공간

오브제의 병치, 혼합 실험성, 호기심자극

스케일의 변형 역동성, 실험성

지역성 내러티브, 정서적교감

장면성, 연속성 내러티브, 정서적교감

<표 2> 나이젤코츠의 실내디자인 특징 및 효과느낌을 살려주는 데 맹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초현실주의 기법 중 하나인 데페이즈망 기법과 흡사하

다.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차원에 속하는 사물들이 병존

하면서 크기를 대비시키거나 논리적인 모순 관계를 보여

주거나 중첩을 통해 연속성의 특징을 갖게 해준다. 또한

낯설고 신비한 공간 연출을 통해 인간은 일상에서 느끼

는 감각과 다른 새로운 감각을 체험하게 되고,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을 만들며 인

간의 심리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와 같이,

데페이즈망 기법은 공간에서 사물에 대한 습관적인 관념

을 버리게 함과 동시에 사물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심

화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나이젤코츠의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카페 봉고

(Caffe Bongo)에서는 비행기의 날개를 전면부에 넣어 급

격히 발달된 운송수단에 대한 기계미학의 찬미로 역동성

과 추상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이미지와 의도된 이미지를 합성하고 있다. 그는 이러

한 접근 방법으로 역동적이며 실험적인 공간을 만들어내

고, 오브제를 통해 이야기와 상징성을 보여줌으로써 대

중과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감성적인 공간 감각을

탐구해왔다.

아키그램의 공상과학에서 유추된 만화적 표현은 나이

젤코츠에 있어서 도시의 외현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중

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화는 특정 장소

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매우 경제적으로 묘사하고 요약

하는 점에서 내러티브를 추출할 수 있으며, 나이젤코츠

는 건축 작업에 이러한 기법을 잘 이용하였다. 이렇듯이

그는 작품에서 항상 만화적 표현을 통한 건축의 정신과

핵심을 표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를 일관되게 지속

해오고 있다.4)

2.2. 소결

나이젤코츠의 배경과 디자인 세계를 살펴 본 결과, 아

키그램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형식

적인 ‘드로잉’을 통해 공간 탐구와 리모델링을 통한 오브

제적 표현으로 공간 안에서의 내러티브적 표현과 추상적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오브

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적 특징, 환경적요인, 상

징성을 고려하여 은유적으로 시각화 했으며 공간과 인간

과의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활용 해 대중과의 소통을 중

요시 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는 초반에 드로잉에 의한

만화적 표현으로 그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

이디어에 중점을 두어 공간을 디자인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러한 맥락으로 오브제적 감성공간의 결과물

을 보여주고 있다.

4) 상게서, p.110

3. 오브제적 감성공간 특성 고찰

공간에서 오브제적 요소는 공간의 환경과 분위기를 조

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많은 오브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공간 연출이 어떠한 방법으로 감성적인 접근

을 하였는지 보여주기 위해 먼저 오브제의 개념 및 역할

과 특징을 살펴보아 오브제의 특징을 추출한 다음, 감성

의 개념을 정리하여 감성공간의 특징을 분석해 본다. 이

러한 오브제의 특징과 감성공간의 특징을 교차 분석하여

오브제적 감성공간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3.1. 오브제의 개념 및 역할과 특징

오브제(Object)란, 일반적으로는 물건, 물체, 객체 등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어이나, 미술에서는 주제에 대응하여

일상적 합리적인 의식을 파괴하는 물체 본연의 존재를

의미한다.5)

오브제의 의미와 특징은 미술(회화)작품에서 바라봤을

때와 실내 디자인으로 바라봤을 때의 차이가 있을 수 있

는데, 본 연구는 실내에서의 감성적 접근에 의한 오브제

의 의미와 특성으로 나이젤코츠의 상업공간을 분석했으

며,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오브제의 역할을 정리했다.

피에르 폰 마이스는 공간적 밀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채워지거나 비

워진 단일공간에서 바닥, 벽, 그리고 천장이 만나는 곳에

몰딩을 하여 암묵적으로 공간의 요소를 구분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공간의 깊이를 중첩시키는 방법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6)

즉, 오브제는 내부 공간 안에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모

두 해당되어 활용되어지며, 시각적으로 인식이 된다.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사보아 주택 1층 홀의 오

브제들에 대한 찰스 젠크스(Chales Jencks)의 설명은 오브

제들의 중첩, 오브제들로 인한 공간의 밀도에 대한 위의

설명과 상통하는 것이다. 젠크스는 사보아 주택 1층 홀에

서 “요소들이 종합되어서, 서로 관통해보이기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가린다는 점에서 마치 그의 순수주의 그림에서

5) 월간미술 저, 전게서

6) 피에르 폰 마이스, 정인하&여동진 공역, 형태로부터 장소로, 시공

문, 2002,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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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용

한국감성과학회

감성이란 ‘외부로부터의 감각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외부

로부터의 감각정보에 대하여 직관적(intuitive)이고 순간적

(반사적, reflective)으로 발생되는 것

김영한(2001) 감성공학

상품의 가치를

높인다, 경제신문

인간이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감각, 지각에 대한 반

응을 나타내는 고도의 심리적 체험으로 쾌적감, 고급감,

불쾌감, 불편함 등의 복합적인 감정

권영걸(2001)

공간디자인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이 어떤 대상과 교감을 이룰 때

인간이 받아들이는 느낌, 이때 교감은 인간과 그를 둘러

싼 환경과의 접촉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감성자체가 커뮤

니케이션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함

오영근(2002)

건축-감성디자인의

언어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으로 정서적 반응,

생리적 변화에서 표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분이나 감

정이며, 나아가 사고의 동적 양상이다. 또한 감각을 매개

로 하여 인간과 대상과의 교감을 이루는 관계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대하여 감각 지각이 일어나게 하

는 능력, 자극에 대하여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 대상으로

부터 촉발되어 표상을 얻어내게 되는 수동적인 능력, 감

각적 자극이나 인상을 받아들이거나, 경험을 수반하는 자

극에 반응하는 마음의 능력

<표 3-2> 감성의 개념적 정리

의미적 요소 형태적 요소

상징성 부여하여 은유적 시각화 조형미 부각

'특별한 의미' 통한 인간과 공간과의

관계 수립
비일상적 경험과 체험 제공

허구 또는 사실 내러티브화 비정형적 공간을 통한 호기심 유발

<표 3-1> 오브제의 두 가지 역할에 의한 6가지 특징

오브제의 특징

a b c d e f

지역성 상징성 장면성 연속성 장식성 체험성

a : 현실 또는 허구의 사건과 상황들을 오브제로 나타냄으로써, 시간의 연속

을 보여줌과 동시에 상징물로 인해 지역의 역사 배경을 보여줌.

b : 서로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먹고 자라면서 느낀 동질감을

오브제로 시각화.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지역의 상징물 이용.

c : 실제와 허구의 사건을 토대로 하나의 장면을 오브제를 통해 시각화한다.

재료의 혼합과 복합성 특징.

d : 새로운 형태의 어휘, 사용자에게 의사전달을 하고자 노력한다. 지역성과

시간의 연속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시대적 배경의 흐름과 지역의

특징을 토대로 조형언어를 통해 디자인을 제안하고 반영.

e : 오브제의 크기 왜곡, 병치, 중첩 등을 통해 초현실적 분위기 도출.

의미나 목적 없는 오브제 반복적 배치.

f :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현실에서 비일상적인 체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 제공.

다양한 오브제들이 겹쳐진 평면을 3차원적 공간에 펼쳐놓

은 입체적 꼴라쥬(Collage) 방법과 가깝다”라고 설명한다.7)

이 전부터 실내 공간 안에서의 오브제 의미는 다양하

게 논의되어왔다. 본 연구는 오브제적 감성공간을 도출해

내기 위해 오브제의 의미 및 역할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공간에서 오브제를 언어적 개념으로 대변하

여 의미적 요소로 해석한다. 오브제에 상징성을 부여하

여 은유적으로 시각화하고 반복적 배치 또는 병치시켜

단순한 조형물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통해 인간과 공간

의 관계를 수립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준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 및 역사적 특성을 유추해 낼 수 있으며, 허

구 또는 사실의 사건을 장면화 하여 공간 속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즉, 오브제는 환경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성과 상징성, 장면성의 특징을 갖는다.

두 번째는 오브제 자체가 갖고 있는 조형미를 고안하여

형태적 요소로 해석한다. 특별한 체험을 통해 ‘비일상적인

경험’을 겪고자하는 인간의 욕구를 오브제를 통해 공간 안

에 표현하는 것이다. 의미나 목적 없이 나열하여 반복적 이

미지를 통해 연속성을 나타내고 이질적 요소들의 불확실한

조합으로 크기의 왜곡과 초현실적 표현 방법 중 하나인 낯

설음 효과의 병치적 기법을 통해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호기심을 일으키게 해준다. 장식적인 효과와 함께 새로운

체험이 가능한 공간 속에서 대중과의 소통을 만들어 낸다.

두 가지로 나뉜 의미적 요소의 역할과 형태적 요소의

역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브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

이 6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7) Charles Jencks, Le Corvusier and the Tragix View of Architecture,

1973, p.86

3.2. 오브제적 감성공간의 의미 및 특징

‘감성’이라는 단어는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순수이성비판, Kritik dereinen Vernunft>에서

는 “우리가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는 방식에 의해 표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수용성)이 감성이라고 불린다”라고 정

의되어 있다.8)

이성과는 반대되는 의미이지만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성이

인식이나 사고의 세계라고 정의된다면 감성은 감각이나

인체의 영향을 뜻한다. 특히, 20세기 중반부터 포스트모

더니즘의 문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

는 탈 이성적 사고와 다원적 사고로 변화하여 보다 인간

의 정서와 감성을 중시하게 된다. 이는 이성중심주의에

서 인간의 정서적, 심리적 본능 즉, ‘감성’을 중시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이성적 사고방식보다는 감성적 사고방식에 의존하

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감성공간의 개념과 특징을 창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감성의 정의를 내린 기존 문헌과 사전을 참고하

였다. 감성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 정리 된 표와 같다.

표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감성은 즉 외부 물리적인 것

(오브제, objet)에 의해 인간에게 자극을 주며 심리적인

작용까지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말한다. 노먼은 디자인은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인간과

공간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오브제의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 공

간디자인에서는 오브제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오브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디자인의 감성적 접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8) 칸트사전, 사카베 메구이 등, 이신철, 도서출판 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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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제목 정의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포스트 모더니즘적

하이터치

장면성, 연속성 / 공감각과 어메니티

임지혜

실내공간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감성적 구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2001
인간의 심리적 작용

비일상적 체험 유도 / 시각적, 심리적 의식작용의 연상 /

공간화, 장면화, 내러티브, 무대화

이미경

테마파크 환경연출기법에 있어서 감성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2003

귀납적 형태를 띤

생태학적 접근방식

조건반사적 공감체험 / 오감의 체험 / 상징성과 해학 /

장면성과 연속성 / 사실적 스케일로부터의 탈피

김명옥

스티븐 홀의 감성적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2000
지각에 의한 체험

감각적 공감체험 / 독특한 개념과 강한 형태

백승경,

김주연,

이승훈

생태요소를 적용한 감성 공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2005
공간이용자의 감성

오감의 자극 / 직, 간접적인 상징적 표현 / 공간의 역동성

서수경

감성적 접근에 의한 구게하임 뮤지엄의

공간구성과 조형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2004

인간의 인식 능력

공간의 연속성과 다양성 / 형태의 유추

신동진

감성디자인에 의한 기업홍보관 전시연출 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논, 2003

불가능한 기대욕구를

디자인에 적용

비일상적 체험 / 연속성(sequence)의 표현 /

설화적(narrative)공간에 장면화 / 경험 미학 / 오감

강혜영

감성디자인을 적용한 섬유박람회 계획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논, 2003

인간의 심리적,

신체적, 오감만족을

주는 디자인

감성과 커뮤니케이션 / 서사구조의 구성 / 장면성과 연속성 /

체험적 공간과 오감 / 조형적 공간과 상징성

<그림 1> Marcel Wanders, Mandarina Duck_London, UK, 2002

관 등의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되는 표현 방법으

로써, 오브제를 통한 상징성, 심미성, 연속성 등의 표현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 본 감성공간의 정의와 적용요소

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표 3-3> 감성공간의 정의 및 특징9)

연구자의 감성공간의 정의에 따라 각각의 적용요소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감성공간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정의했다.

첫 번째, 환경적 요소의 특징을 보여준다.

인간은 서로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먹

고 자라면서 동질감을 느끼며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지역의 특수한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간

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두 번째, 시간적 요소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내러티브(설화적)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허구의

사건과 상황을 정리하여 시간의 연속을 장면화 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공간 속에 담아있는 시간

의 흐름을 파악하고 단순히 상업적인 공간만이 아닌 교

감을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를 보여준다.

세 번째, 체험적 요소의 특징을 보여준다.

인간은 누구나 날마다 반복되는 정형화된 일상에서 벗

어나 특별한 체험을 통해 비일상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

9) 한인호, 현대 상업공간 실내에 나타난 자연요소의 감성적 표현과

인지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9, p.35 참고.

구를 갖고 있다. 감성은 오감을 통해 자극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시각적인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공간에서 비일상적인 경험을 하고

이는 오브제의 크기의 왜곡, 형태의 왜곡 및 변형 등을

통해 드러난다.

3.3. 오브제적 감성공간 연구

미국의 건축가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는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의 유명한 모더니즘적

경구인 “적을수록 많다(Less is more)”에 대응하여 “적을

수록 지루하다(Less is bore)”라고 하면서 획일적 모더니

즘을 비판하였다. 이는 공간에서의 장식적이고 오브제적

인 요소를 높게 평가한 감성적 접근의 결과였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서면서 오브제의 사용은 단순한 기능적

요소뿐 아니라, 시각적인 즐거움과 은유적 방법으로 상징

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형태의 자유성을 창조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등장한 이태리의 멤피스 그룹 디자

인 역시 새로운 형태의 어휘로 디자인을 제안하고 반영

하고자 조형언어의 명백성을 추구하였으며, 오브제의 장

식적인 한계를 벗어나 대상을 통해 인간의 감성과 연관

시킴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의사전달을 하고자 노력했다.

현대사회는 보다 인간의 정서적, 유희적 본능을 중시

하게 되며 공감을 형성하는 데 중심을 둔다. 즉, 인간의

정서적, 심리적 본능 즉, ‘감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공간에서 과거부터 현대까지의 시대적 연속

성과 흐름을 오브제의 은유적인 방법으로 시각화하는 과

정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오브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표현 방법은 인간의 감성을 충족시키기

기 위한 역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경제, 사회,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이 비슷한 환경에서

함께 자라 동질적 감성과 추억을 디자인에 접목시킴으로

써 지역성과 상징성을 보여준다.

그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위치의 특수함을 고려하여

상징성이 드러나는 오브제를 실내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성적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환경과 인간과

의 정서적 교감으로까지 이어진다.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건, 사건과 공간을 공간에서 느끼는 인간의 감성자극

을 사물, 즉 오브제를 통해 나타난다.

<그림 1>은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만다리나 덕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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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el Wanders, Mandarina Duck_London, UK, 2002

모티브 ‘걸리버 여행기’, 트래블백(Travel Bag)

오브제 대형 ‘걸리버 마네킹’

특징 지역성, 상징성

<표 3-4> 그림 1 분석표

Peter Zumptor_Kolumba Museum_Köln_Germany_2007

모티브 ‘세계 2차 대전’, 역사적 의미, 정신적 가치

오브제 폭격 맞은 부분과 새로운 외피의 공존

특징 장면성, 연속성

<표 3-5> 그림 2 분석표

<그림 2> Peter Zumptor_Kolumba Museum_Köln_Germany_2007 

<그림 3> Philippe Starck_Bon Restaurant_Paris_2008

보를 위해 각 지역 별로 각각 다른 이야기를 공간에 담

아내서 지역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런던에 위치한 만다

리나 덕 매장은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가 디자

인을 맡았으며, 그는 이 브랜드의 상징적인 상품인 트래

블 백(Travel Bag)에서 ‘여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어, 런던의 유명한 상징적인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서

유추해 내어 오브제로 형상화 시켰다. 1층과 2층을 가로

지르는 7m 높이에 상당하는 대형 ‘걸리버 마네킹’을 설

치해 시각적인 효과와 자연스러운 동선 유도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오브제를 통해 지역의 내러티브와 상징을

공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런던이라는 지역의

상징을 대표적인 소설 ‘걸리버 여행기’ 이야기를 조형물

에 반영하여 조형언어로 상징화한 점이 특징이다.

사람들은 다른 것과의 관계, 혹은 비슷한 대상에 의하

여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된다. 모든 사

물이 친밀감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들은 더욱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그 사물을 은유적으로 비교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경험을 다른 것에 결부시키는 작업은 창조적

인 사고의 특성이다.10)

장면성, 연속성은 동선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공간의

전개를 경험하면서 기대감을 유발하고 시각적인 선호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방향성과 움직임을 유도하여 공간

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감성디자인은 환경과 사용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는

조건 반사적 공간체험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장치 안에 장

면성과 연속성의 개념을 포함시킨다. 공간의 장면성

(Scene)은 심리적 차원의 비일상적 의식작용을 하나의 장

면, 또는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방식이라 하겠

다. 이는 하나의 환경이 하나의 무대가 되어 환경 안에

있는 사용자의 감정을 환경장치 안에 몰입시키는 역할을

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장면성은 공간의 흐름 즉 연속성

의 표현을 동반하는데 이는 매우 가변적이며 마치 살아있

는 듯한 움직임이나 유기적 생명체의 움직임으로 표현되

거나 또는 설화적(narrative)성격의 표현으로 나타난다.11)

즉,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오브제로 형상화 시켜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특징으로 사건과 상황의 장면성,

연속성을 공간 안에 드러낸다. 또한 실제나 허구의 사건

을 토대로 공간에서 오브제를 연속적으로 배치하거나 하

나의 장면으로 시각화한다.

10)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p.43

11) 오영근, 건축 감성디자인 언어 : 인각척도론, 시공문화사, 2002, p.159

<그림 2>는 독일 쾰른에 위치한 콜룸바 뮤지엄은 피

터줌터(Peter Zumptor)에 의해 오래된 성당을 리노베이

션한 건물이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폭격을 맞은

부분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주변을 새로운 외피로 감싸

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도시의 역사적 의

미, 정신적 가치 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건물이다.

공간에서 오브제의 ‘스케일 변형’과 ‘재료 변형’등을 통

해 정형화된 구조에 벗어나며, 이러한 형태의 비정형성

은 공간에서의 비일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즉, 형태

와 스케일을 왜곡시켜 이질적인 재료를 중첩, 병치 시킨

다. 이로 인해 인간은 일상에서 느끼는 감각과 다른 새

로운 감각을 체험하게 되고,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을 만들며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까

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조형장치인 오브제를 활용

하여 과장된 형태를 보여주며,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

아낸다.

<그림 3> ‘Bon Restaurant’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해

있으며, 필립스탁(Philippe Starck)에 의해 설계되었다.

2008년 리노베이션을 해 가기 다른 테이블과 재미있는

장식의 의자를 배치하여 유머러스함과 우아함을 강조하

고, 독특한 천정 마감과 커다란 조명으로 시각적인 극대

화를 시켰다. 또한 조명은 약간 어둡게 설정하여 촛대를

배치해 아늑하고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오

브제의 크기를 극대화 시켜 과장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

으며 장식적인 효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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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 상징성 장면성

환경
지역의 환경적 특성

고려

주변 환경의 상징물

은유적 표현

역사적 의미, 정신적

가치의 시각화

시간
역사적 배경의 흐름을

보여줌

과거와 현대의

대조적인 상징물

과거와 현대의 대조를

장면화

체험
지역의 이야기

내러티브화

상징물을 통한

대중과의 교감

현실 또는 허구의 사건

장면화

연속성 장식성 체험성

환경
경계의 모호성

조화롭게 연결

주변 환경의 특성

장식화

주변 환경과의

직간접적 체험

시간
시간의 연속성

오브제로 표현

시간의 대조적인 표현

장식화

시공간을 뛰어넘는

체험의 공간

체험
오브제의 반복적 배치,

중첩, 병치

오브제 형태의

비정형성 표현

비일상적인 신비한

체험 제공

<표 3-7> 오브제적 감성공간 특성

순번 작품명 위치 용도 년도

1 Bohemia Jazz Club Tokyo, Japan Jazz Bar 1980

2 Caffe Bongo Tokyo, Japan Bar&Restaurant 1986

3 Noah's Ark Restaurant Sapporo, Japan Restaurant 1987

4
Otaru Marittimo Hotel

Otaru, Japan
Hotel

1989
World Fish Restaurant Bar&Restaurant

5 Taxim Nightpark Istanbul, Turkey Club 1990

6 Bargo
Glassgow,

Scotland
Restaurant 1996

<표 4> 사례선정 표

Philippe Starck_Bon Restaurant_Paris_2008

모티브 아시안 최고의 레스토랑, 몽환적인 느낌

오브제 과장된 크기의 액자, 조명, 재미있는 요소의 장식

특징 장식성, 체험성

<표 3-6> 그림 3 분석표 

1. Bohemia Jazz Club

위치 개요

Tokyo,

Japan

나이젤코츠는 패션디자이너 Takeo Kikuchi에게 도쿄에 새로 지어진

Tadeo Ando의 빌딩 3층에 재즈바를 디자인하자고 제안했다. 두 층

으로 연결된 규모가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이해하고

규모의 단점을 살렸다. 1층, 2층에서 모두 stage를 바라 볼 수 있도

록 하고 비행기 날개모양의 오브제를 사용해 캐노피 역할을 하게

했다. 캐노피 하단에는 비행기 엔진 모양의 타악기 봉고를 반복적으

로 배치하였고, ‘Jazz Stool'이라 불리는 의자, 조명 모두 나이젤코츠

가 직접 디자인 했다.

년도

1980

Interior Design Object

구분 a b c d e f

오브제

감성
지역성 상징성 장면성 연속성 장식성 체험성

환경

시간

체험

3.4. 소결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리한 오브제의 역할과 특징, 감

성의 요인을 근거로 오브제적 감성공간의 활용방안에 대

해 모색했다. 실내에서 오브제의 특징은 의미적 요소와

형태적 요소의 역할에 의해 지역성, 상징성, 장면성, 연

속성, 장식성, 체험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인간은 실

내 공간에서 크게 환경적 요인, 시간적 요인, 체험적 요

인에 의해서 감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인간의 감성은

외부 물리적인 것. 즉 오브제에 의해 크게 작용한다. 이

러한 근거로 나이젤코츠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오브제적

감성공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이 오브

제적 감성공간의 특성을 도출 해 냈다.

4. 나이젤코츠 작품속 오브제적 감성공간

디자인 사례분석

4.1. 사례선정 기준

나이젤코츠는 영국의 디자이너로써 1980년대 일본으로

넘어가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버블

경제가 꺼지기 전으로, 부동산 경기의 호황을 바탕으로

상업 공간 인테리어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던 시기였

으며,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조형성을 추구하였다.12)

그는 오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중들의 시선과 관

심을 끌고,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공간을 선보

이며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의 오브제

적 감성공간을 시도를 하게 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

년대 후반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사례 선정하였다.

12) 서정연, 실내디자인에서 Object의 비일상성 연구-Nigel Coates의

초기 상업공간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가구학회지, 2012, p.186

4.2. 사례분석

특성분석

비행기 날개를 활용하여 캐노피 역할과 동시에 1층과 2층을 구분하고, 비행기가

공중에서 활주하고 있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또한 높은 천고의 특징을 살려

1층과 2층을 비행기 날개로 모호하게 연결시켰으며, 위층에서 아래층을 바로 내

려다 볼 수 있도록 중간은 비워두고 비행기 엔진 형태와 비슷한 이중적인 연상

을 일으키는 오브제 타악기 봉고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공간에서 연속성과 방

향성을 나타내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비행기 날개, 엔진, 타악기 봉고, 'jazz

stool'을 오브제로 활용하여 수직방향으로의 곡선미와, 비정형적인 구조로 재즈

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중에게 시공간을 뛰어넘는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체

험의 공간을 제공한다.

2. Caffe Bongo

위치 개요

Tokyo,

Japan

도쿄 파르코 백화점 1층에 위치한 카페봉고는 외부 파사드와 실내

공간에 모두 비행기 날개 오브제를 적용하였고, 날개 위 폼페이의

유물 조각상을 위치시킴으로써 현대와 과거의 공존을 나타냈다. 후

기 그리스 건축양식인 코린트 양식의 기둥을 입구에 배치하여 페르

시아 로마가 현대를 상징하는 비행기 날개의 오브제와 어우러지게

하였다. 작은 공간을 보다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 날개의

형상으로 캐노피 역할을 하게하여 공간을 구획하였다.

년도

1986

Exterior Design In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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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Object

구분 a b c d e f

오브제

감성
지역성 상징성 장면성 연속성 장식성 체험성

환경

시간

체험

특성분석

현대 상징물인 비행기 날개와 엔진, 고대 그리스 후기 건축양식인 코린트 양식

의 기둥을 함께 배치해 과거와 현대의 대조를 보여주며, 활주하던 비행기가 건

물 외부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듯 비행기 날개와 엔진 오브제를 통해 연출했다.

또한 건물 외부에 있는 비행기 날개의 일부가 내부로 이어지면서 높은 천고의

특징을 살려 캐노피의 역할로 경계를 모호하게 구획하고, 현대를 상징하는 오브

제 비행기와 퇴폐성을 상징하는 폼페이 유물 조각상과 코린트 양식의 기둥을

반복적으로 배치, 병치시켜 비정형적 공간과 시공간의 중첩을 보여준다. 중간의

계단은 기능적인 요소를 배제한 단순히 장식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3. Noah's Ark Restaurant

위치 개요

Sapporo,

Japan
일본 홋카이도 섬, 삿포로에 위치한 노아의 방주(Noah's Ark

Restaurant)는 주변에 물이 흐르는 섬이라는 특징적인 장소성을 따

라서 건물의 외관은 배의 형상을 띄고 있다.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

어 위층은 바이로 아래층은 레스토랑이며 내부에 나무의 구조를 외

부로 드러나게 설계했다. 천정의 램프는 서로 복잡하게 교차되어있

으며, 내부 벽은 영국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걸려있다.

년도

1987

Exterior Design Interior Design Drawing

구분 a b c d e f

오브제

감성
지역성 상징성 장면성 연속성 장식성 체험성

환경

시간

체험

특성분석

삿포로 주변 물이 흐르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토대로 로마 시대 노아의 방주

가 삿포로 땅 위로 떠 내려와 앉았다는 허구의 이야기로 내러티브화 한다. 외부

에는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큰 배를 은유적으로 시각화 하였고, 내부에는 나

무 구조가 드러나도록 연출했다. 내부 벽에는 로마 공화정 이전에 이탈리아에

존재했던 주요 문명인 에트루리아(Etruria) 시대 물건들과 같은 시대 영국 예술

가 작품들을 배치하여 상징성을 드러냈으며, 고대 로마 시대 노아의 방주의 장

면으로 역사적 의미와 정신적 가치를 보여준다. 아래층은 계단과 램프로 복잡하

게 교차시켜 비정형성을 보여주며, 대중들에게 마치 고대 로마시대로 돌아가 노

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듯 시공간을 뛰어넘는 체험을 제공한다.

4. Otaru Marittimo Hotel / World Fish Restaurant

위치 개요

Otaru,

Japan Otaru

Marittimo

Hotel

일본 홋카이도 섬, 오타루에 위치한 이 부티크 호텔은 이

전에 은행이었던 곳을 개조한 곳이다. 항구 주변에 위치

해 있는 장소성을 가지고 세계 선박의 이야기를 모티브

로 삼았다. 과거의 번영을 회상하며 항구도시로서의 오타

루를 재발견하여 바다여행과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25개

의 모든 객실은 각각 다른 나라의 항구도시 문화를 접목

시켰다. 로비에서부터 항해하는 선박의 느낌으로 고객 스

스로 원하는 도시를 선택하여 이야기를 형성시킨다.년도

1989

World

Fish

Restauran

t, Star

Bar

망망대해를 주제로 원래의 은행 홀이었던 곳은 ‘World

Fish Restaurant'라는 이름의 호텔 레스토랑으로 운영되

고 있다. 고대 로마식 기둥과 돛대 형상의 장식, 갈매기

가 프린트된 천막의 오브제를 활용했으며, 레스토랑의

메자닌층을 선박에 사용하는 철제를 사용했다. 1층의

Star Bar는 조명을 사용하여 밥하늘의 별빛으로 형상화

했다.

Interior Design (Hotel) Object

Interior Design (Restaurant)

구분 a b c d e f

오브제

감성
지역성 상징성 장면성 연속성 장식성 체험성

환경

시간

체험

특성분석

홋카이도 섬에 위치한 오타루의 지역적 특성을 토대로 망망대해와 세계 선박의

이야기를 주제로 호텔과 레스토랑을 연출했다. 이전 은행이었던 곳으로써, 과거

의 번영을 회상하며 항구도시로서의 오타루 재발견하여 지역성을 재조명한 점

이 특징이다. 고대 로마식 기둥과 돛대 형상의 의자, 갈매기가 프린트된 천막,

밤하늘 별빛 조명 등의 오브제로 오래된 항구도시를 상징화하여 보여준다. 공간

안에서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담아 장면화 시켰으며, 과거 로마식 오브제와 현대

모던한 오브제를 적절히 배치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돛단배를 형상화한 오브제

와 기둥을 나란히 배치하여 연속성과 방향성으로 동선을 유도하였고, 형태의 비

정형성을 표출했다. 또한 각 객실마다 다른 항구 도시문화를 접목시켜 바다여행

이라는 주제로 대중에게 새로운 경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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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axim Nightpark

위치 개요

Istanbul,

Turkey
이스탄불에 위치한 Taxim 클럽은 각각의 공간에 적합한 다양한 이야기를

장면화하여 디자인했다. Main stage의 층은 공항의 이야기를 담아 공항 활

주로와 같은 느낌을 담아냈으며, 비행기 날개를 오브제로 사용하여 군중을

통해 천천히 회전하는 듯한 형상을 띈다.

년도

1990

Interior Design

구분 a b c d e f

오브제

감성
지역성 상징성 장면성 연속성 장식성 체험성

환경

시간

체험

특성분석

천정에 비행기 날개를 오브제로 활용해 군중을 통해 천천히 회전하는 듯한 형

상으로 대중의 시선을 끈다. 공항라운지의 장면과 활주로의 느낌을 살렸으며,

공간마다 다양한 이야기로 다른 분위기 연출한 점이 특징이다. 오브제의 형태를

비정형적으로 표현하여 역동적으로 배치하였으며, 각각의 공간마다 다른 분위기

로 몽환적이며 신비한 경험을 제공한다.

6. Bargo

위치 개요

Glasgow,

Scotland
Glasgow 지역의 인근 부두와 조선업의 상업적 역사를 공간에 일부 반

영하였다. 극장과 같은 분위기와 규모가 큰 목재들을 실내에 사용하

고, 카운터는 3배 높게 디자인했으며, 조명 벽과 중층의 망 스크린으

로 빛을 부분적으로 차단하였다.

년도

1996

Interior Design Object

구분 a b c d e f

오브제

감성
지역성 상징성 장면성 연속성 장식성 체험성

환경

시간

체험

특성분석

지역의 인근 부두와 조선업의 상업적 역사를 일부 반영하여 공간에 내러티브화

하였으며, 상업적인 역사적 의미와 정신적 가치를 오브제로 시각화 한 점이 특

징이다. 조명 벽과 중층의 망 스크린으로 자연광을 부분적으로 차단 해 마치 정

원의 풍경처럼 외부의 일부를 내부로 스며들도록 했다. 큰 나무 목재들을 사용

해 3배 높이의 카운터로 상업적 느낌을 냈으며, 빛을 활용해 밤과 낮의 대조적

인 시간의 흐름을 표현 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연출했다.

5. 결론

사례분석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과거와 현대의 시공간 중첩을 오브제로 시각화

한다. 주로 고대 로마의 유물, 조각 등의 예술품을 활용

해 과거의 흔적을 표출하여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보여

주고,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현대 기계미학을

상징하는 비행기의 부품을 활용하여 서로 이질적인 오브

제를 적절히 배치한다. 이를 보다 세련되고 파격적으로

연출하여 초현실적인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해 대중

의 감성을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한다.

둘째, 사실 혹은 허구를 바탕으로 내러티브화한다. 이성

적인 판단보다 감성적 접근의 아이디어를 통해 아이디어

중점의 공간을 구획했으며,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과거의 흐름과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 공간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셋째, 오브제 형태의 왜곡, 스케일 변형, 병치 기법을

통해 시선을 끈다. 초현실주의 기법 중 하나인 데페이즈

망 기법을 통해 입구에서부터 실내 공간에 이르기까지 대

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방향성을 유도한다. 오브제의 조형

성을 살려 장식적인 효과를 추구하였으며 특별한 목적 없

이 나열하거나 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기위한 오브제

의 활용 등을 통해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공

간의 동선에 있어 단순한 공간이 아닌 역동적이고 파격적

인 느낌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이와 같이 그 당시 나이젤코츠는 오브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살려 공간에 적용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러한 오브제를 통한 감성적 접근

의 공간 연출은 지금도 꾸준히 활용되어지고 있다. 21세

기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매

체의 등장으로 오브제의 활용성과 함께 오브제적 감성공

간의 영역이 점차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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