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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is changing rapidly from a single-raced nation into a multi-national nation caused by the huge number of

immigrants mostly from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various social problems are expressed

ostensibly, one of them is a difficulty suffered by children of the second gen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enroll to elementary schools in Korea. This should be solved urgently as it is predicted to be an unavoidable

problem in future. Only by understanding and accepting mutual cultural differences will be the solution to various

problems caused by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of emotion about the

spatial images. This study was target to Korean and Malaysian design students to perform vocabulary appraisals

on the spatial images in school health rooms which used to perform various functions for education, counseling,

treatment, etc. The emotional vocabularies used at the appraisal for emotion are based on IRI image languages,

which were extracted by the experts, and frequency was progressed by the SPSS 12.0 application. The collected

data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to ensure the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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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한국사회가 대내외적으로 국제사회와 밀접한 관

계를 맺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2300년경 고조선 건국 이래 약

4000년간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국

가로 성장하였고, 조선 후기 강경한 통상수교거부정책을

고수하다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늦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다.
1)
국가 주도적인 개화정책이 아닌 외

세의 강압에 의한 문호개방이 이루어짐으로써,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이를 수용하고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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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1)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은

‘한류’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한국은 문화 컨텐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2)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고, 3저 호황3)으로 3D업종을 비롯한 중소

규모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외국

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문화충돌로 인한 갈등 및 문제점들이 발생

하고 있다.4) 따라서 다문화적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1) 일본-미일화친조약(1854년), 중국-양무운동(1870년), 한국-강화도조

약(1876년)

2)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3)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3저현상>에 의해 1986~88년에 걸쳐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것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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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변화 및 이해가 필요하며, 상대적으

로 동남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로 다른 문화의 감성차이를 인식

할 때, 문화적 갈등 및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마

련된다고 사료되며 디자인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는 환경에서 느껴지는 느낌, 인상

등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야기되는 감성적 측면이

디자인의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다. 즉, 환경을 이용

하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즐거움, 기쁨, 재미, 행복감 등

의 긍정적인 감성적인 요소까지도 디자인 계획 단계에서

고려하고, 나라 및 문화, 환경의 차이를 넘어 누구에게든

지 감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동남아시아5) 국가인 말레

이시아와 한국과의 보건실 공간의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감성차이를 어휘평가를 통하여 비교연구를 하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한국사회의 자녀들이 제도권 교육환경 내

에서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갈등을 완화하고 보건실의 심

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계획적 접근방법을 모

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초등학교는 성장기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처음 적응하

게 되는 공간으로서 정서적 발달 및 인격 형성이 이루어

지는 장소이다. 단체생활의 협동심과 규칙을 익히고 기

초지식과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긍정적인 사회생활로 연

결되는 반면에, 학교에서의 부적응과 친구와의 부정적

관계는 실패감, 불만, 자포자기, 갈등 등의 행동으로 이

어지기 쉽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문화적 차이

에 따른 학교 부적응 및 따돌림 등에 노출되는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

로서 2003년부터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양호실에 보건지도, 예방교육 및 상담의 기능

을 추가, 확대 및 개선하고 보건실로 명칭을 바꾸어 보

다 능동적인 역할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건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안되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쉽게 보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적, 정서

4)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5) 아시아대륙은 지리학적 위치에 따라 북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

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

한국과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와 그 남동쪽의 말레이 제도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열대성기후

로 특징지어지며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

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이에 속한다. (출처: 두산백과,

http://www.doope dia.co.kr/)

적 접근성을 높여주는 환경계획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

여 공간이미지에서 느껴지는 감성인자들을 파악하여 감

성적 디자인요소를 고려한 공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1차 현장조사와 2차 설문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 현장조사는 2014년 8월

초~9월초에 부산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보건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10곳의 초등학교의 보건실을 직접 방문

하여 사진촬영, 기록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2014년 11월~1월에 한국인 디자인전공

자 학생 80명과 말레이시아 디자인전공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보건실 공간이미지에 대한 감성어휘평가를 실

시하였으며, 결과는 SPSS 12.0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평균값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 공간이미지 감성평가

2.1. 감성평가를 위한 감성어휘추출

감성평가를 위한 방법은 크게 비언어적 평가와 언어적

평가 방법이 있는데, 언어적 평가방법 중에서도 형용사

어휘를 이용한 의미분별척도법(Semantic Differental

Scale Method)은 각 차원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인식

시켜 줄 수 있어 상징적이며6) 상이한 두 집단 간의 비

교연구에서 적합한 평가방법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

는 어휘추출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선행연구 중에

서 공간이미지 평가를 위한 어휘추출과정을 연구하여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최상헌(2002)7)은 실내건축 관련 잡지에 소개된 백화점

내용의 문장 서술에서 사용된 형용사를 추출하였고 총

44쌍의 평가척도를 작성하여 백화점 여성의류 매장의 이

미지유형을 분석하였다.

한명흠(2010)8)은 감성연구관련 선행연구에서 어휘를

수집하고, 자유연상을 통하여 수집된 39쌍의 형용사를

가지고 미술관의 감성적 평가척도지표를 도출해내었다.

손광호(2008)9)의 연구에서는 지역문화회관 로비공간을

대상으로 어휘평가를 하였는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35개의 어휘를 추출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적합도 및 타

당도를 확인하여 21개의 감성어휘를 추출하였다.

6) 박선재, 전시디자인의 감성과 창의적 발상기법에 관한 연구, 국민

대 석사논문, 2009, p.35

7) 최상헌, 정용호, 백화점 여성의류 매장공간의 이미지유형 및 구성

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주요 도심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5호, 2002, pp.86-92

8) 한명흠, 오인욱, 공간 환경에 대한 감성평가와 실증분석에 관한 연

구 -덕수궁 미술관 전시실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

집 Vol.19 No.5, 2010, pp.67-74

9) 손광호, 강혜경, 지역문화회관 로비공간의 이미지 형성요소와 평가

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7권 3호, 통권 68,

2008,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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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어휘추출과정

1차

-선행연구 발췌

-관련문헌 발췌 (서적, 잡지, 웹사이트)

-자유연상 (인터뷰, 기술)

-이미지스케일 발췌

2차

-예비설문

-전문가의 적합도 평가

-유형별 어휘 정리

<표 1>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감성어휘추출 과정

박유선(2011)10)의 연구에서는 이미지 스케일11)에서 제

시한 형용사를 12개의 그룹으로 묶어 Y세대와 S세대의

이미지 언어 인지차이를 연구하였다.

오지영(2012)12)의 연구에서는 생태전시관의 친환경 공간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친환경 관련된 건

축잡지 기사에서 어휘를 추출하였고, 전문가 집단과 예비설

문을 거쳐 친환경 공간이미지 표현어휘 16개를 추출하였다.

공간에 대한 어휘평가를 한 선행연구에서는 어휘추출

을 위하여 대부분 2차 이상의 어휘추출과정을 거치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집대성

된 이미지 스케일에 제시된 형용사 중에서 전문가의 적

합도 평가와 유형별 어휘정리 작업을 거쳐 추출된 어휘

를 본 논문의 공간이미지 감성평가에 사용하고자 한다.

2.2. 공간이미지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공간이미지는 형태, 색채, 질감으로 구성되며, 구성

하는 요소에 따라 감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결

정이 된다. 다음의 <그림 1>13)은 이미지 형성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이미지 형성과정 흐름도

인지적 이미지와 감정적 이미지는 전체 이미지에 독립

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인지적 이미지의 경우 감정적 이

미지를 거쳐 전체 이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14) 인지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공간의 형태, 질감, 색

10) 박유선, Y세대와 S세대의 색채감성 및 이미지 언어 인지차이 연구

(1), 조형미디어학, Vol.14 No.1, 2011, pp.97-104

11) 이미지 스케일은 색채의 이미지에 의한 심리적 반응에 대한 객관

적 통계로서 감성의 형태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도록 제시되는 기준

을 의미하며, IRI 색채디자인 연구소가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여 개발한 객관적 지표임.

12) 오지영, 박혜경, 생태전시관의 친환경 공간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

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1권 1호, 통권90호, 2012, pp.220-227

13)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이성 그 너머의 감성공간디자인, 기문당,

2009, p.36

채가 감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간의 형태, 질

감, 색채를 이해를 할 때에 공간의 감성적인 요인도 파

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이미지, 감정적 이미

지에 의해 전체 이미지가 결정이 되면, 공간 사용자들에

게 행동 및 반응, 선호도 평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으

며, 이는 행동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감성적 평가를 통하여

행동, 반응이 유발되며 곧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공간이미지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사례는 주로 색채이미지와 관련되어 동아시아국가(중국,

일본)간의 비교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져 왔다. 반면

에,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남아시

아 국가와의 관련 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공간

이미지(혹은 색채이미지)에 대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를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조경덕(2002)15)의 연구에서는 지하공간에 대해 한국인

과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형

용사를 이용한 이미지 평가 및 요인분석을 연구하였다.

조은숙(2004)16)의 연구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궁궐

건축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지닌 이미지 특성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 고유의 조형 이미지 특성을 규명하였다.

차정민(2010)17)의 연구에서는 문화나 환경의 요인으로

인한 언어에서 연상되어지는 색채공간의 공통점과 차이

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왕지호(2014)18)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선호색 및 관광

호텔 공간색채이미지에 대한 선호경향을 비교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공간이미지에 대한

국가 간 감성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나며, 이는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문화, 역사, 사회, 정치, 경제, 종교,

개인적 차이 등 다양한 분야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평가

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이한 결과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

나, 국가 간 공간이미지에 대한 감성의 차이경향을 파악

한다면, 행동 및 반응 등을 예상하여 공간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

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4) Ibid, 한국실내디자인학회, p.36

15) 조경덕, 구민모, 이치하라 시게루, 지하공간에 대한 이미지 조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002. Vol.

3 No.1, pp.89-106

16) 조은숙, 박영순, 한ㆍ중ㆍ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 비교 연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 59호, Vol.18 No.1, 2004, pp.27-38

17) 차정민, 미쯔보시무네오, 언어로부터 연상되어지는 색채이미지 비

교연구 -한국인·일본인·일본거주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색채학회

지, Vol.24 No.2, 2010, pp.5-14

18) 왕지호, 박혜경, 관광호텔 공간색채이미지에 대한 중국인과 한국인

의 선호경향 비교, 한국색채학회지, Vol.28 No.1, 201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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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2014년 8월초부터 9월초까지 실시되었으

며, 부산시에 위치한 ‘보건실 현대화 사업’의 수혜학교이

면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촬영 및 현장조사 허가를 받은

사동초, 명장초, 동항초, 와석초, 토현초, 신곡초, 양성초,

신도초, 중현초, 엄궁초 총 10개의 학교(A-J로 표기)를

조사하였다. 대상학교는 다음의 <표 2>과 같다.

학교 소재지 학생수 보건실위치 설립년도 학교사진

A 부산 사하구 375 3F 1991

B 부산 동래구 396 1F 1983

C 부산 남구 597 2F 1942

D 부산 북구 646 2F 1999

E 부산 연제구 658 2F 1986

F 부산 북구 833 1F 1997

G 부산 진구 839 1F 1984

H 부산 해운대구 858 1F 1998

I 부산 사하구 871 2F 1996

J 부산 사상구 918 2F 1979

<표 2> 조사대상 초등학교 시설개요

조사대상은 ‘보건실 현대화 사업’ 메뉴얼에 따라 리모

델링이 된 곳이며, 공간유형은 다음의 <표 3>와 같다.

구분 공간 레이아웃

일

반

형

평

면

교내

상담실

인접형
A Type유

형

구

분

기

준

A Type B Type C Type D Type

교육실과 통

하는 내부출

입문이 없음.

연계투시창

이 큼.

교육실과통하

는내부출입문

중앙위치, 연

계투시창이작

음. 침상 5개

교육실과통하

는내부출입문

중앙위치, 연

계투시창이작

음. 침상 4개

교육실과 통

하는 내부출

입문 끝에 위

치, 연계투시

창이 큼.

보건실 상담

실과 교내상

담실을 공동

으로 이용.

보

건

교

육

실

인

접

형

평

면

유

형

구

분

기

준

A Type B Type C Type D Type

안정실-남녀

구분 5개침상

처치실-측벽

위치

상담실-보건

실안쪽 위치

안정실-남녀

구분 없이 5

개 침상

처치실-측벽

위치

상담실-보건

실 안쪽위치

안정실-남녀구

분 5개침상

처치실-업무

공간 옆 위치

상담실-보건

실 안쪽위치

안정실-남녀

구분 4개침상

처치실-업무

공간 옆 위치

상담실-보건

실 출입구 또

는 복도위치

<표 3> 보건실 현대화사업 매뉴얼 공간 레이아웃 및 유형구분

일반형의 경우, 안정실, 처치실, 상담실 위치에 따라

A, B, C, D 유형으로 구분되며, 보건실 교육인접형은 보

건실과 교육실이 통하는 내부출입문의 유무와 위치에 따

라 유형이 구분된다. 교내상담실 인접형은 독립유형으로

서, 보건상담실과 교내상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이에 해당한다. 각 유형은 학교의 보건실의 크기 및

공간형태에 따라 수납공간, 수세공간의 위치와 침대 개

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매뉴얼에서 제

시하는 배치를 따르고 있다.

3.2. 감성어휘평가

국가 간 공간 이미지 감성어휘평가를 위하여 설문지를

한국어와 영어 두 종류로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총 5차례

에 걸친 전문가의 검수를 받았으며, 영어설문지는 원어민

디자인 전문가의 검수를 받았다. 설문조사는 2014년 11

월~12월 한국인 디자인전공 학생 80명(남자 26명, 여자 54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2015년 1월 말레이시

아에 직접방문 하여 디자인전공 학생 80명(남자 29명, 여

자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설문조사 응

답자는 160명이다. 평가방법은 자연광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공간에서 컬러인쇄 된 보건실 공간이미지를 보여주었

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동일한 인쇄물을 사용하였다.

공간이미지 감성평가를 위한 어휘선정은 IRI 색채이미지

스케일에 사용된 형용사를 전문가가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

를 감각어휘, 감정어휘, 평가어휘, 존재어휘19)로 그룹화 및

재정리하여 총 19쌍의 형용사어휘를 도출하였다. 한국과 말

레이시아간의 문화적인 차이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

적인’과 ‘말레이시아적인’의 어휘를 추가하여 총 20쌍의 형

용사어휘를 대상으로 5점스케일을 사용하여 감성어휘평가

를 실시하였다. 선정된 평가어휘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문항 평가어휘 어휘구분

v1 부드러운-딱딱한

감각어휘
v3 맑은-탁한

v10 선명한-은은한

v11 화려한-수수한

v4 온화한-강인한

감정어휘
v7 즐거운-우울한

v15 차분한-활동적인

v17 재미있는-따분한

v5 여성스러운-남성스러운

평가어휘

v6 젊은-나이든

v8 귀여운-고상한

v9 동적인-정적인

v12 인공적인-자연적인

v13 경쾌한-둔탁한

v14 단순한-복잡한

v16 모던한-전통적인

v18 새로운-보수적인

v19 동양적인-서양적인

v20 한국적인-말레이시아적인

v2 가벼운-무거운 존재어휘

<표 4> 선정된 감성평가어휘

19) 정현원, 감성의 개념 및 어휘 체계 정립을 통한 공감각 디자인 평

가 방법에 관한 연구: 실내마감재료의 시촉각 감성평가를 중심으

로, 홍익대 박사논문, 2008,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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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간 공간이미지 감성어휘평가

4.1. 공간이미지 특성분석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초등학교 보건실의 공간 이

미지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공간이미지 구성요소인 형태,

색채, 재료를 중심으로 특성분석을 하였으며, 벽, 바닥,

가구를 이에 대한 평가요소로 선정하였다.

공간유형은 ‘보건실 현대화사업’에서 제시하는 공간유

형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일반형 B타입 5 개소, 일반형

C타입이 4 개소, 보건교육실 인접형 B타입이 1 개소로

나타났다. 일반형 B타입과 C타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유형은 전반적으로 배치는 동일하나, 침

대위치와 처치실의 배치에 따라 구분된다.

공간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동일하나, 상담실의 형태와

파티션의 형태가 조금씩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

다. 상담실은 원형형태의 공간과 직선형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으며, 파티션의 형태 및 높이에 따라 형

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티션의 디

테일적인 디자인에 따라서도 형태가 구분이 되는데, 파

티션에 테두리를 강조한 G, H학교에 경우 보다 더 뚜렷

하게 파티션의 형태를 인지할 수 있었다.

공간의 색채는 대부분 YR, Y계열의 색상을 기본적으

로 도입하고 있으며, 색상 구성 면에서 B학교가 가장 적

은 색상(Y, YR)로 구성되어 단순한 배색을 나타내며, I

학교의 경우 총 6가지 다양한 색상이 적용되어 색상을

통한 다양한 감성들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YR계열

색상은 모든 시설에 평균 3-4개 도입되었으며 A학교에

서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Y색상은 B학교

에서 가장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 보건실의 색채는 전

반적으로 아이보리, 베이지, 브라운 등의 Y나 Y의 인접

색상(YR, GY)로 구성된 난색조를 이루고 있으나, 저채

도의 YG, G, BG, B계열의 한색조의 색들이 소수 적용되

고 있다. C학교가 저명도. 저채도의 가장 무거운 색상사

용을 보이고 있으며, J학교가 고명도, 저채도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색채사용 특성이 보인다. 바닥은 대부

분의 시설이 저명도, 저채도의 YR계열이나, J학교 만이

고명도, 저채도의 Y계열 색채가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밝

은 느낌을 주고 있다. I학교의 경우, 넓은 면적에 설치된

수납공간 및 수세공간 집기에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포인

트 색상이 적용되어 활발한 느낌을 주고 있다.

공간에 적용된 재료는 바닥의 경우, 원목과 데코타일

의 사용이 두드러졌는데 데코타일은 공통적으로 나무무

늬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티션은 원

목을 사용한 경우(B, E, F, I)와, MDF위 시트를 적용한

경우가 많았고 부분적으로 유리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준

학교(A, G, H, J)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공간이미지 공간이미지 특성

A

공간유형 일반형- C type

형태 원형공간의 상담실, 낮은 침대 파티션

색채 YR계열 색상이 다수 사용, 중명도, 저채도

재료 바닥-원목, 파티션-무늬목 시트, 벽-민무늬벽지

B

공간유형 일반형- C type

형태 직선형태공간의 상담실, 높은 침대 파티션

색채
YR, Y계열의 단조로운 색채구성, 전체적으로 중

명도, 중채도, 바닥-저명도의 어두운 색상

재료 바닥-원목, 파티션-일부 원목사용, 패턴벽지

C

공간유형 일반형- B type

형태 낮은 침대 파티션, 원형공간의 상담실

색채
YR, Y, GY, BG, B계열의 다양한 색채구성, 저명

도, 저채도

재료 바닥-데코타일, 파티션-패브릭 및 시트

D

공간유형 보건교육실 인접형- B type

형태 아치형태의 문을 가진 상담실, 높은 침대 파티션

색채
YR, Y, G, GY, RP계열의 색채구성, 고명도 저

채도

재료 바닥-격자무늬 원목, 파티션-시트·유리, 패턴벽지

E

공간유형 일반형- C type

형태 직선형태공간의 상담실, 높은 침대 파티션

색채 YR, Y, B계열의 색상, 중명도, 중채도

재료 바닥-격자무늬 원목, 파티션-원목, 벽-민무늬벽지

F

공간유형 일반형- C type

형태 직선형태의 상담실, 높은 침대 파티션

색채
YR, Y, G계열의 색상, 고명도, 저채도, 다양한

컬러의 포인트 가구

재료 바닥-원목, 파티션-원목, 패턴벽지

G

공간유형 일반형- B type

형태
직선형태 상담실, 낮은 침대 파티션, 파티션 형

태구분 디테일이 강함.

색채
YR, Y, GY계열 색상, 고명도, 저채도, 컬러포인

트 가구

재료 바닥-원목, 파티션-시트·유리, 벽-민무늬 벽지

H

공간유형 일반형- B type

형태
직선형태의 개방적인 상담실, 낮은침대 파티션,

파티션 형태구분 디테일이 강함.

색채
YR, Y, GY, RP계열 색상, 고명도 중채도, 컬러

포인트 가구

재료 바닥- 원목, 파티션-시트·유리, 벽-패턴벽지

I

공간유형 일반형- B type

형태 원형공간의 상담실, 낮은 침대 파티션

색채
YR, Y, GY, BG, B, R계열의 다양한 색상사용,

고명도, 중채도 , 붙박이장에 고채도 색상 사용

재료 바닥-데코타일, 파티션-원목, 벽-민무늬벽지

J

공간유형 일반형- B type

형태
아치형태 문을 가진 상담실, 모서리가 둥근 파

티션, 전체적으로 원형태의 디자인 요소가 많음.

색채
YR, Y, GY계열 색상사용, 고명도, 저채도, 붙박이

장의 Y색상으로 포인트, 바닥색의 명도가 높음.

재료 바닥-데코타일, 파티션-원목, 부분 유리

<표 5> 조사대상 공간이미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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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간이미지 감성어휘평가 분석

(1) 감성어휘의 학교별 특성 비교

보건실 공간이미지 감성어휘평가를 SPSS 12.0 어플리

케이션으로 평균값을 구하여 다음의 <표 6>와 같이 그

래프로 나타내었다. <표 6>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감성어휘평가한 공간이미지에 대한 평균 결과

값이며 한국인에 해당하는 값은 (●)으로 표시하였고, 말

레이시아인의 값은 (▲)으로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의 보건실 공간이미

지에 대한 감성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몇 개의

학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학교의 공간이미지를 통해,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모두 단순하고 차분한 감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레이시아인은 부드러운, 가벼운 감성을 느끼지

만, 한국인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학교의 경우, 중간지점에 위치한 ‘해당없다’에 체크한

답변이 많았으며, 이는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모두 B학

교의 공간이미지를 통해 뚜렷하게 느껴지는 감성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학교의 공간이미지를 통하여,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모두 단순하고 차분하게 느끼지만, 말레이시아인들이 좀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인은 부

드러운, 가벼운, 맑은 이라는 감성을 느끼지만 반면에 한

국인들은 수수한 이라는 감성을 느끼고 있었다.

D학교는 한국인들이 정적인, 따분한, 보수적인, 무거

운, 차분한 감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말레이

시아인의 경우 특정한 감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하기가 어려웠다.

E학교의 경우, 중간지점에 위치한 ‘해당없다’ 에 체크

한 경우가 많았고,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모두 느끼는

감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F학교의 경우, 말레이시아인들이 부드러운, 가벼운, 맑

은, 젊은 감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인

에게서는 특정 감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G학교의 경우, 한국인들이 맑은, 선명한 이라는 감성

을 느끼고 있는 것에 반해 말레이시아인들이 느끼고 있

는 감성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H학교는 말레이시아인들이 부드러운, 가벼운, 맑은, 단

순한, 차분한 감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인들이 느끼는 감성은 뚜렷하게 찾기가 어려웠다.

I학교는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의 감성차이가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한국인은 맑은, 젊은, 즐거운, 귀여운, 동

적인, 선명한, 화려한, 경쾌한, 재미있는, 새로운 감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말레이시아인은 모던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평균값 그래프 학교 평균값 그래프

A
F

B

G

C
H

D
I

E J

<표 6> 국가간 감성어휘평가 평균값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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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학교의 경우,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이 부드러운, 차

분한 감성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말레

이시아인은 ‘가벼운’, ‘단순한’ 감성을, 한국인은 ‘온화한’,

‘수수한’ 감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어휘평가의 평균값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공간이미

지에 대해서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이 느끼는 감성의 차이

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학교에서는(A,

F, G) 비교적 공통적인 감성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이할만한 점은, 한국인은 I학교의 공간이미지에서

긍정적인 감성(‘맑은’, ‘젊은’, ‘즐거운’, ‘귀여운’, ‘동적인’,

‘선명한’, ‘화려한’, ‘경쾌한’, ‘재미있는’)을 가장 많이 느낀

반면에, 말레이시아인은 ‘즐거운’과 ‘모던한’의 두 가지

감성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I학교 이미지에 대

한 두 국가의 감성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해 보면, 한국인이 가장 긍정적인 감성을 느

낀 I학교는 10 개소의 보건실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간색

채가 적용되었으며(YR, Y, GY, BG, B, R) 고명도, 중채

도의 색채가 나타남에 따라, 한국인은 밝고 경쾌한 느낌

의 이미지의 공간을 선호하며, 이는 공간색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침대의 파티션이 낮아 전반적

으로 개방적인 공간이미지를 나타내며, 한쪽 벽 전체에

설치된 집기의 입면에 다양한 색상을 적용하여 공간에

포인트를 부여한 것이 한국인에게 긍정적인 감성을 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인은 오히려 ‘모

던한’의 감성을 느끼는 것으로 볼 때, 집기 입면에 나타

난 모던한 형태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대로 말레이시아인은 H학교의 공간이미지에서 ‘부드

러운’, ‘가벼운’, ‘맑은’, ‘단순한’, ‘차분한’의 감성을 느끼지

만, 한국인은 H학교에서 어떠한 감성도 느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H학교는 직선적인 형태의 요소들이 다소

많이 관찰되며, 특히 직선적인 형태의 상담실, 높이가 낮

은 파티션과 파티션의 테두리가 뚜렷이 구분되어 보다

깔끔한 공간이미지가 관찰된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말

레이시아인들이 공간이미지를 통하여 형태적인 특성을

주목하여 어휘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인은 D학교에서 다소 부정적인 감성(‘정적

인’, ‘따분한’, ‘보수적인’, ‘무거운’, ‘차분한’)을 느끼고 있

으며, 말레이시아인은 특정 감성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이 직선형태의 공간과 높

이가 높은 파티션으로 인하여 다소 답답한 공간 이미지

로 느끼며, 다소 위압감을 주는 강한 아치형태의 상담공

간의 문, Y계열의 인접색상이 다수 공간에 적용되어 색

채 사용이 단조로운 것임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 감성어휘의 국가간 특성 비교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이 보건실 공간이미지에 대한

감성어휘평가의 결과에서 평균값 3.5이상, 2.5이하, 빈도

값 2이상의 어휘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그 내용

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빈도 한국인 말레이시아인

7 맑은 가벼운, 맑은

6 - 부드러운

5 차분한 단순한, 한국적인

4 온화한, 젊은, 즐거운, 수수한, 단순한 차분한

3 여성스러운, 귀여운, 선명한 젊은

2 부드러운, 가벼운, 모던한, 경쾌한 온화한, 즐거운, 모던한

<표 7> 유의한 빈도값을 가지는 감성어휘 비교분석

평균값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감성어휘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공통적으로

‘맑은’, ‘단순한’, ‘차분한 ’의 감성이 빈도값을 높게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은 말레이시아인들이 느끼

지 않는 ‘수수한’, ‘여성스러운’, ‘귀여운’, ‘선명한’, ‘경쾌

한’ 의 감성을 느끼며, 반대로 말레이시아인은 한국인이

느끼지 않는 ‘한국적인’ 의 감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분명히 한국과 말레이

시아간의 감성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들이 다양한 감성을 비교적 넓은 범위에

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 각 개

인이 느끼는 감성의 경향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하기

도 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인의 경우, 한국인보다 느끼

는 감성의 종류가 적게 나타나고 소수의 감성어휘가 높

은 빈도값을 가지는 것으로 볼 때, 말레이시아인이 공간

에서 느끼는 감성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차이는 향후 타문화권 인구를 위한 공

간계획 시 고려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다음의 <표 8>은 <표 7>에서 나타난 어휘의 빈도를

<표 4>에서 제시한 어휘분석틀인 감각어휘, 감정어휘,

평가어휘, 존재어휘로 나누어 빈도값을 분석한 내용이다.

유형
한국인 말레이시아인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감각어휘 16 33.33 12 28.57

감정어휘 12 25.00 8 19.05

평가어휘 18 37.50 15 35.71

존재어휘 2 4.17 7 16.67

합계 48 100 42 100

<표 8> 유의한 값을 가지는 감성어휘 유형별 빈도값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은 평가어휘에서는 비슷한 빈도

와 백분율 값을 갖고 있으나, 한국인이 감각어휘, 감정어

휘에서 더 많은 빈도값과 백분율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말레이시아인은 반대로 존재어휘에서 더 많은

빈도값과 백분율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어휘와 감정어휘는 객관적 평가보다는 주관적 감

정이나 심리가 작용하는 의미영역인데, 한국인들이 감각

과 감정적 표현에 있어서 말레이시아인 보다 뚜렷하며

주관적인 해석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 5>에서 분석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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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어휘는 사물의 객관적인 형태나 특질을 평가하는 어

휘이며, 존재어휘 빈도가 말레이시아인에게서 높게 나왔

다는 것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서 공간이미지를 관찰

하고 평가하였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실 공간이미지에 대한 국가간 감성어휘

평가를 하여 감성차이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결과를 향

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화충돌 완화 및 보건실 공간

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계획의 기초

적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초등학교 보건실 공간이미지에 대한 한국인

과 말레이시아인의 감성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비슷한 감성경향을 보이고 있

으나, I학교와 H학교에 대해서는 감성의 차이가 현저하

게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은 공간이미지에서 ‘색채’를 통한 감성평가가 말레이시아

인보다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말레이시아인은

공간이미지에서 ‘형태’적인 부분을 통하여 감성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감성어휘평가 평균값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 감성어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14종류

의 감성어휘가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인은 10종류의 감

성어휘가 나타났다. 한국인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다

양한 감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인은

공간이미지에서 느끼는 감성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나, 공간이미지 감성어휘평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감성차

이는 향후 공간계획 시 참고할만한 사항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 유의미한 값을 갖는 감성어휘를 감각어휘, 감

정어휘, 평가어휘, 존재어휘 4가지 그룹으로 유형화하여

빈도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한국인은 감각어휘, 감

정어휘에서 높은 비율을 갖으며 말레이시아인은 존재어

휘에서 높은 비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들이 감성어휘평가에 있어서 보다 감각적이고 감정적이

며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말레이시아

인은 객관적이며 실재하고 있는 사물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한국인들이 공간

이미지 요소 중에서도 ‘색채’에 주목하여 평가하는 것과,

말레이시아인들이 ‘형태’에 주목하여 평가하는 결과와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계획이 필요할 시, 이

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이성 그 너머의 감성공간디자인, 서울, 기

문당, 2009

2. 박선재, 전시디자인의 감성과 창의적 발상기법에 관한 연구, 국

민대 석사논문, 2009

3. 정현원, 감성의 개념 및 어휘 체계 정립을 통한 공감각 디자인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실내마감재료의 시촉각 감성평가를 중

심으로, 홍익대 박사논문, 2008

4. 박유선, Y세대와 S세대의 색채감성 및 이미지 언어 인지차이

연구(1), 조형미디어학 Vol.14 No.1, 2011

5. 손광호, 강혜경, 지역문화회관 로비공간의 이미지 형성요소와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7권 3호, 통

권 68, 2008

6. 오지영, 박혜경, 생태전시관의 친환경 공간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1권 1호, 통권90호, 2012

7. 왕지호, 박혜경, 관광호텔 공간색채이미지에 대한 중국인과 한

국인의 선호경향 비교, 한국색채학회지, Vol.28 No.1, 2014

8. 조경덕, 구민모, 이치하라 시게루, 지하공간에 대한 이미지 조

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002. Vol.3 No.1

9. 조은숙, 박영순, 한ㆍ중ㆍ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 비교 연

구,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 59호 Vol.18 No.1, 2004

10. 차정민, 미쯔보시무네오, 언어로부터 연상되어지는 색채이미지

비교연구 -한국인·일본인·일본거주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색

채학회지, Vol.24 No.2, 2010

11. 최상헌, 정용호, 백화점 여성의류 매장공간의 이미지유형 및 구

성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주요 도심백화점을 중심으

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5호, 2002

12. 한명흠, 오인욱, 공간 환경에 대한 감성평가와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 -덕수궁 미술관 전시실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ol.19 No.5, 2010

13.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14.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논문접수 : 2015. 04. 27]

[1차 심사 : 2015. 05. 15]

[게재확정 : 2015. 06.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