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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xamine a variety of influences in the field of design and 

analysis about the value of visual tactile design. In hair design, through study 

on visual tactility, creative design inspiration in the field of hair design enables 

development of quality research. Research methods use Internet publications 

such as local and foreign data, analysis, and related research and book forms, 

such as network searches. library goes for consideration by a literature search. 

Contents of this study used review of the case and by visual tactility design, 

for this study, expressive characteristics by color, texture and form of hair 

design, from 2014-2017 trend shown in the last three years the expressions 

of visual tactility being used through the analysis of design by date of the 

case. Result of this study is, visual tactile design appearing in the areas of 

hair design, that are not of the rules that are active, abstract form, texture, 

described as a visual feel the promotion of effective, and light and high 

brightness is sweet tactile impression, high saturation was cold, dark color 

was hard and heavy, red system is warm and the blue system is cold sense. 

In general, design trend in hair for three years from 2014-2017, visual tactility 

in 2014 is a high saturation and unstructured also soft and bright colors. 

2015 is on the overall shape, color, texture, hybrid design configuration is 

more. As of 2016, 2017 is curved and straight texture, appearance of the 

hybrid mix to maximize the visual tac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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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연구의�배경� 및�목적1.�

현대는 멀티미디어 컴퓨터 스마트 폰 등을 통해 끊, , TV, 

임없이 접하는 새로운 정보와 이미지를 빠르게 흡수하는 

이미지 정보 수용의 시대로 시각적으로 임팩트 있는 것에 

먼저 감성적인 반응을 하는 지각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시각적 촉감은 이

성적 판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각을 통해 촉각 정보를 수

용하여 과거의 촉각적 경험을 연상함으로서 느끼게 되는 

시각적인 촉감은 영상매체시대에 적합한 지각방식으로 주

목을 받고 있다 은 시각적 촉감은 물체의 표. Park (2009)

면이 갖고 있는 특징의 차이에 따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감으로 촉각적 경험과 혼성된 시각을 통한 무의식

의 촉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풍부한 정보의 시각적 촉감. , 

은 정보의 인지를 용이하게 하고 수용자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어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다각도로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유행의 흐름에 민감, 하게 반응하며 개인의 개

성과 감성을 보여주는 헤어 디자인 분야에서도 감성적 언

어를 지닌 시각적 촉감이 활용되며 헤어의 형태 색채 질, , , 

감의 느낌을 시각적 촉감을 활용해 풍부하게 표현하는 디

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시각 예술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는 

헤어 디자인은 일반 조형예술의 요소와 원리를 적용하여 

외형적으로 시각적 촉감의 요소에 따라 형태 질감 색채로 , ,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디자인 분야별로 적용되고 

있는 시각적 촉감의 시각화 형성 사례와 표현 특성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헤어 디자인 트렌드에 나타난 시각적 , 

촉감을 활용한 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헤. 

어 디자인 분야의 연구가 매우 미흡한 현 실정에서 시각적 

촉감을 응용한 디자인 연구를 통해 창작 범위 확대의 기회

를 모색하고자 하며 풍부한 감성적 디자인을 전달할 수 , 

있는 시각적 촉감이 적용된 디자인 연구를 통해 다변화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다채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2.�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시각적 촉감을 이해하기 위해 조, 

형 디자인 시각 디자인 패션 디자인 등의 분야의 관련 서, , 

적과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시각적 촉감의 개념 및 요소

에 대해 연구하고 둘째 시각적 촉감의 전달 방법인 조형, , 

적 감성적 표현 특성 분석을 위해 시각적 촉감이 활용된 , 

디자인 분야별 사례를 년부터 년까지 최근 년간 2014 2017 4

나타난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강한 시각 전달력을 갖고 있

는 광고 및 시각 디자인 분야 구매욕 상승 및 기능성을 , 

높이는 제품 디자인 분야 소비자의 감성과 감각에 민감한 ,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디자인 분야 창의적인 ,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감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

는 스페이스 디자인 분야 개인의 개성과 감성을 가장 잘 , 

표출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인 분야 시대 트렌드를 가장 잘 , 

반영할 수 있는 뷰티 분야의 헤어 디자인 트렌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셋째 시각적 촉감이 활용된 헤, , 

어디자인의 형태 질감 색채에 의한 표현 특성 연구를 위, , 

해 트렌드 사례의 연대별 분석을 통해 시각적 촉감이 활용

된 디자인의 표현 양상 및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

다.

시각적�촉감의� 이론적�배경�II.�

시각적�촉감의�개념1.�

인간의 외부수용 감각은 각각의 수용기가 외계로부터 자극

을 인지하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 ( ), ( ), (視覺 聽覺 嗅覺 味
촉각 의 오감 을 통해 반응하는데), ( ) ( ) , Lee 覺 觸覺 五感
는 시각 은 가장 큰 역할을 (2003) ( , Visual Sensation)視角

하는 감각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거나 파악하는 각도 

또는 입장을 촉각 은 온도나 아픔, ( , Sense of Touch)觸覺
을 분간하는 피부의 감각으로 생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

보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각적 촉감은 사물표면이피. , 

부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었을 때 느껴지는 일차적 감각이라

고 할 수 있는데 는 인간의 감각기, Park and Choi (2001)

관에 대한 수용기관에 대해 과 같이 정리한 바 있Table 1 

다 촉감 은 사전적 의미로 외부의 자극으로. ( , Tactility)觸感
부터 받은 느낌을 뜻하는데 는 일차적인 촉각의 , Jea (2011)

감각과 과거의 경험 또는 유사한 사물을 통해 연상과정을 

통해 느껴지는 인간의 감성적인 측면이라고 정의 한 바 있

다 즉 재료의 속성에 의해 형태 질감 색채를 인식하여. , , , , 

윤택함 경질 거침 유연함 접착 평활 광택감 등의 일차, , , , , , 

적 촉각적 감각을 이전의 경험과 같은 요소들과 복합적으

로 종합하여 수용하는 인지적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촉감은 능동적 촉감 수동적 촉감  , (Active touch), 

시각적 촉감 으로 구분할 (Passive touch), (Visual Tactility)

수 있는데 은 사물의 표면을 탐색하는 방법, Gibso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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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능동적 촉감과 수동적 촉감으로 분류하였으며 능, 

동적으로 피부 운동감각을 가지고 터치하고 느끼고 인식, 

하는 능동적 지각과 어떤 자극이 피부에 닿아 무엇인가 느

껴졌을 때 일어나는 수동적 지각의 두 방법에 따라 경험하

는 것과 지각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였다 즉 능. , 

동적인 촉감은 물체를 신체부위로 만지면서 물체의 윤곽과 

특성을 지각하는 의도적인 것이고 수동적 촉감은 경험된 , 

감각으로 볼 수 있다 은 시각적 촉감은  능동. Park (2009)

적 수동적 촉감에 비해 매우 수동적이고 무의식적인 특징, 

을 갖고 있으며 물체의 표면이 갖고 있는 특징의 차이에 , 

따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감으로 연구한 바 있는

데 즉 시각적 촉감은 촉각적 경험과 혼성된 시각을 통한 , , 

피부 대신 눈이 만지는 수동적이고 무의식의 촉감이라고 

할 수 있다 분산 이란 사전적 의미로 대. ( , Dispersion)分散
상이 따로따로 나뉘어 흩어지게 되는 것으로 는 , Jea (2011)

과 같이 시각적 촉감을 분류하였는데 시각적 촉감Table 1 , 

에서 분산은 이미지를 볼 때 집중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힐끗 보는 우연적이고 충격적인 분산적인 방식으로 보고, 

이러한 분산적인 지각은 시각인 동시에 촉각적이라고 분류

하였다 즉 분산을 통한 의도하지 않은 무의식의 수동적이. , 

고 반복적인 촉각의 수용이 시각적 촉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촉감의�요소2.�

시각적 촉감의 요소는 표현 감각의 특징과 감각 요인에 따

라 형태 질감 색채로 분류할 수 있다, , . 

Table� 1.� Tactile� Features�

Tactility Action Feature Subject

Active tactility
Move, rotate, press, hold,

twist, rub
Active Object

Passive tactility Touch, contact Passive Sensation

Visual tactility See Passive, uncontrollable Appearance

Table� 2.� Specialization� of� the� Visual� Tactility�

Specialization� of� the� Circle Specialization� of� the� Square

           

시각적 촉감과 형태1) 

형 이란 다른 영역과 구별되어 분리시키는 경계선에 (Shape)

의한 한정된 공간으로 는 차원 평면상의 형이 Jae (2011) 2

여러 개 모여 차원의 입체적인 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3

의하였다 즉 인간은 일상에서 사물을 인지할 때 사물을 . , 

구성하고 있는 외곽선의 굵기와 방향 등에 의해 형태의 정

보를 인식하여 시각적 촉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은 와 같이 형태를 구성하고 있. Park (2009) Table 2

는 외곽선이 분화된 형태일수록 더욱 시각적 촉감을 유

발하는 특성을 구분하였는데 과 같이 원 사각, Figure 1 , 

형의 기본형태보다 분화된 형태는 시선을 이동해 갈수록 

더 강렬하게 운동감 날카로움 뾰족함 등의 감성적 자, , 

극을 일으킬 수 있다 와 같이 형태의 비례에 . Figure 2

따라 하부가 둔각일 경우에는 무거운 촉감과 외곽선의 

곡선을 통해 부드러운 촉감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 

는 과 같이 형태의 비례 크기 움직Kim (2005) Table 3 , , 

임 등의 형태적인 지각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촉감이 형

성되는 것을 구분하였는데 의 경우 중심 둔각, Figure 3

의 비평형한 형의 불규칙한 형태와 전체적으로 종이로 

접고 꼬은 듯 한 질감으로 시각적 촉감을 느끼게 하고, 

는 상부 둔각의 형태로 상중이 무겁고 부드러운 Figure 4

형태로 전체적으로 커브형태 라인으로 가벼운 느낌을 부

여한다 는 곡선의 하부 둔각이 활용된 사례로 하. Figure 5

중이 무겁지만 부드러우며 은 외곽선이 사각 형태, Figure 6

로 의도적으로 분화하지 않고 시각적 촉감을 둔하게 한 디

자인으로 단순함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은 상부둔각. Figure 7

과 하부둔각이 믹스된 하이브리드 적인 디자인으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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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hape� Perception� &� Visual� Tactility

Shape� Perception

Reaction

Lower� Part�
Obtuse� Angle

Higher� Part
Obtuse� Angle

Middle� Part
Obtuse� Angle

Straight

&

Hard
Hard Hard Hard

Curve

&

Soft 
Soft Soft Soft 

Figure� 1.� Seven� Eleven� Slurpee
-http://cafe.naver.com

/nissinugget

Figure� 2.� Human� Nature
-http://blog.naver.com

/pji0710

Figure� 3.� Comme� des� Garçons
� Paris� 2017� S/S� 1.

-http://whimsymind.blog.me

Figure� 4.�
Dior

Paris� 2016� S/S
-http://blog.naver.com

/hrpt606

Figure� 5.�
Dior

Paris� 2015� S/S
-http://blog.naver.com

/cocoleenice

Figure� 6.�
Comme� des� Garçons� �
Paris� 2017� S/S� 2.

-http://whimsymind.blog.me

Figure� 7.�
Jacquemus

Paris� 2017� S/S�
-http://sshoroom.blog.me

적 분화의 불규칙한 변형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시각적 촉감과 질감  2) 

시각적 촉감에서 질감 은 재료의 조직구조에서 생(Texture)

기는 질감을 총괄하는 것으로 사물 표면의 질감을 인지하

는 행위는 촉각과 시각이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Park 

은 이러한 질감은 사물에 무게와 안정감을 부여하며(2006)

물체다움을 식별하게 하는 시각적 촉감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감은 감각. 

수용기의 분류에 따라 촉감적 질감 과 시(Tactile Texture)

각적 질감 으로 분류하는데 촉각적 질감은 (Visual Texture) , 

실제 피부나 신체의 접촉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질감으로 

재료의 성질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와 같이 Table 4

구분할 수 있다 은 질감은 연상 작용으로 . Par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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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cation� of� the� Texture� and� Character� According� to� the� Sensory� Receptors�

Classification Character� Expression

Tactile

 Texture

Soluble Nature Texture Present as the nature of the material

Modulatory Nature Texture Adjusts different textures of materials 

Organic Texture Multiplicate texture

Visual

 Texture

Decorate Texture Surface presentation of texture 

Nature Texture Surface texture and form representation

Mechanical Texture Mechanical Expressions obtained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and� Visual� Tactility

Visual� Tactility� Color

Roughness Roughness increase : Yellow<Green<Gray  

Hard and soft sense
Softness : Individuality of warm systems, achromatic colors

Hardness : The high density of a cold system

Lack of feeling
Light : High brightness 

Heavy : Dark color

An illustrated book
Warmth : Red (R) series

Cold : Blue (B) series

경험되는 감정요소에 의해 질감을 구성하는 밀도에 따라, , 

시각적 복잡도에 영향을 받아 시각적 촉감을 형성한다고 

연구한 바 있는데, 와 같이 재료를 있는 그대로 사Table 4

용하는 가용적 자연 질감 재료를 구기거나 접는 등 조절, , 

변형시켜 자체의 성질은 두고 표면의 질감을 바꾸는 조절

적 자연 질감 여러 질감의 재료가 모여 새로운 질감을 만, 

들어내는 유기적 질감으로 나누었다 즉 시각적 질감은 신. , 

체와의 접촉 없이 단지 보는 행위만으로 질감의 표현을 감

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재료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표면

에만 질감이 나타나는 장식적 질감 재료 표면상의 질감 , 

표현을 나타내는 우연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자연적 질

감 반복적인 패턴 등 기계적 수단으로 얻어지는 기계적 , 

질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 샴푸 광고로 모발표현에서 느껴지는 촉촉하Figure 8

고 매끄럽고 부드러운 등의 질감에 대한 감각적 반응은 

기억속의 경험에서 느낀 촉감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는 나이키의 초경량 운동. Figure 9

화 플라이 니트 로 제품을 구성하는 질감의 섬(Fly- Knit)

세한 밀도 표현을 통해 공간감과 깊이감을 부여하여 시각

적 촉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은 한국타이어 광고, Figure 10

로 낫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뾰족한 스파이크처럼 표

현되어 눈에도 강한 타이어의 성능을 보여주며 거친 대상

물의 질감을 통해 시각적 복잡도를 높여 지루하지 않고 새

롭게 전환된 시각적 촉감의 쾌감을 유발하고 있다. Figure 

은 소재 재료 자체의 성질은 두고 표면의 질감을 재배치11

하고 바꿔 반복적인 패턴을 형성해 조절적 자연 질감을 활

용한 디자인을 하였다 는 재료 표면상의 질감 . Figure 12

표현을 스트링으로 잡아당겨 우연적 형태로 나타내는 자연

적 질감을 응용하였으며 은 재료를 부풀리고 인, Figure 13

위적으로 조절 변형시켜 디자인의 시각적 촉감을 극대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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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Kerasys� Shampoo
-http://blog.naver.com/ilyungi

Figure� 9.� Nike� Fly-knit
-http://www.footwearbiz.com

Figure� 10.� Hankook� Tire�
-http://blog.naver.com/jahwai

Figure� 11.� Thom� Browne
Paris� 2017� S/S

-http://blog.naver.com/lenyjo

Figure� 12.� VFILES�
N.Y� 2016� F/W

-http://blog.naver.com/snu958

Figure� 13.� Comme� des� Garçons�
Paris� 2017� S/S� 3.

-http://whimsymind.blog.me

시각적 촉감과 색채 3) 

색 은 빛을 받은 물체가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Color)

반사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물체의 빛깔을 의미하는 것으

로 는 색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눈을 통해 가Jea (2011)

시광선을 인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연구한 바 있다 즉 색. , 

채는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빛의 파장에 따라 그 표면에 나

타나는 특유의 빛으로 형태나 질감에 감각적 성격을 부여

하는데 색채의 기본 성질인 색상 명도 채도는 시각적 촉, , , 

감에 관여하며 거친 정도에 따른 경감과 연감 결감 무게, , 

감 온도감과 같은 촉감의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 Park 

연구에서 색상과 시각적 촉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2009)

분석표인 를 살펴보면 촉감에 있어 거칠기는 노란Table 5 , 

색과 녹색 등이 영향을 주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연감, 

의 경우 따뜻한 계통의 고명도나 무채색이 많이 섞인 계열

이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경감의 경우 차가운 계열의 파랑, 

색과 어두운 저명도나 고채도 계열이 무게감의 경우 밝은 , 

색은 가볍게 어두운 색은 무겁게 동시에 명도가 높은 색, , 

은 경쾌하게 보이고 저명도는 중후해 보이는 특성이 있다. 

또 색은 시각적으로 따듯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온난감을 느끼게 하는 색은 주로 빨강 주황, , , 

노랑 자주색으로 앞으로 나와 보이는 전진의 볼륨감을 형, 

성하며 한냉감은 주로 파랑 남색 초록 하늘색 등으로 뒤, , , , 

로 물러나 보이게 하는 깊이감과 공간감을 형성한다 대체. 

적으로 저명도는 온난감을 고명도는 한냉감을 느끼게 하, 

고 저채도는 온난감을 고채도는 한냉감을 느끼게 한다, , . 

의 경우 라이트 콜라 광고로 레몬 껍질을 이용  Figure 14

해 노란 색상의 이미지를 고명도로 표현함으로서 거친 재

료의 촉감과 가벼운 느낌의 식감으로 다이어트 효과까지 

주는 듯한 시각적 촉감을 유발하고 있다 는 노. Figure 15

을의 자연경광을 머리카락의 배경으로 한 염색약 광고로 

따뜻한 고명도의 그러데이션 배색으로 머릿결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결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적색 계열 색상으로 따

듯한 느낌을 주어 가을 겨울의 계절감까지 부여하고 있다, . 

은 빨강 노란색의 프린트가 전진의 볼륨감을 한Figure 6 , , ,

냉감의 파랑 남색이 뒤로 물러나 보이게 하는 후퇴의 시, 

각적 촉감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색채와 촉감은 . 

서로 연관성이 높으며 통합적으로 인지되어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오강수ㆍ김경인� 시각적�촉감을�활용한�디자인의�특성�연구�/� � � � � � � 133

Figure� 14.� Coca� Cola� Lemon� Light
-http://blog.naver.com/cks088

Figure� 15.�Wella� Koleston�
-http://2003prs.blog.me

Figure� 16.� Alexander�McQueen� S/S� 2017
-http://sshoroom.blog.me�

Figure� 17.� Chupa� Chups
-http://exsalt.blog.me

Figure� 18.� Heinz� Ketchup
-www.jcdecaux.com

Figure� 19.� Skin� Food
-www.theskinfood.com

Figure� 20.� Nescafe
-www.publicis.com

시각적�촉감을� 활용한�디자인�분야별� 표현� 양상III.�

시각� 디자인�1.�

시각디자인 분야는 정보전달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

로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높으며,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디자인은 강한 시각 전달력을 갖고 

있어 중요한 디자인 영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은 . Figure 17

막대 사탕 광고로 형태 외곽선을 불규칙적으로 분화시켜 

감성적인 시각적 촉감을 촉진하였으며 재료의 재질감을 , 

자연적 질감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해 식감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고 과즙이 풍부해 떨어져 흐르는 디자인은 기억속

의 경험에 의한 연상 작용으로 침샘을 자극하여 시각적 촉

감을 유발하고 있다 은 토마토케첩 광고로 토. Figure 18

마토를 썰어놓은 듯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주재

료인 토마토의 질감 표현을 통해 시각적 촉감을 형성하고 

있다 는 화장품 광고로 제품의 고명도의 밝은 . Figure 19

이미지로 화이트닝 제품의 특성을 보여주며 부드러운 질감 

표현으로 경쾌하고 가벼운 시각적 촉감을 연출하고 있다. 

에 제시된 커피 광고는 커피 향이 가득하다는 의Figure 20

미로 향수병 패키지를 통해 후각적인 자극을 하는 동시에 

노란 색의 따뜻한 고명도를 사용해 커피의 부드러운 연감

의 느낌을 광고 배경에 어두운 저명도 배색을 통해 무겁, 

고 중후한 커피 향과 식감의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촉감을

유발하고 있다. 

제품�디자인�2.�

제품디자인 분야에서는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디자인은 사

용자에게 제품의 구매욕을 상승시키는 동시에 기능성을 높

이는 독특한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에 제시된 . Figure 21

일본 디자이너 유키오 타카노 의 (Yukio Takano) 'LED 

는 하중이 무겁고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Mushroom lights'

를 하고 있는 버섯 전등의 따뜻한 이미지와 표면이 거친 

나무의 자연적 질감의 무겁고 어두운 조합을 통해 시각적 

촉감의 자극을 높이고 있다 에 제시된 알레시. Figure 22

의 도치 는  자석이 부착된 클립 홀더는 클립(Alessi) ' (Dozi)'

이 붙으면 고슴도치 모양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불규칙적

으로 분화된 형태의 질감을 통해 시각적 복잡도를 높여 시

각적 촉감을 유발하고 있다 은 독일 함부르크 . Figure 23

디자인 스튜디오 슐츠 앤 프랜즈 에서 (Scholz & Friends)

디자인한 파나소닉 사의 노트 이어폰으로 청각(Panasonic) ‘ '

적인 자극을 주는 분음표의 이미지를 이어폰 패키지 배열8

을 통해 시각적인 촉감으로 표현한 감성적 발상의 디자인

이다 일본의 디 브로스 의 쿠다메모. Figure 24 (D-Bros) ‘

는 포스트 잇 메모장으로 과일 모양의 형태(Kudamemo)’

를 곡선과 고명도로 부드럽게 표현하여 기존의 딱딱한 이

미지의 사무용품에 신선한 흥미를 부여하고 다양한 감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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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Mushroom� Lamps
Yukio� Takano

-www.geocities.jp

Figure� 22.�
Dozi
Alessi�

-www.alessi.com

Figure� 23.�
Panasonic� Earphone
Scholz� &� Friends
-http://s-f.com

Figure� 24.�
Kudamemo

MasashiTentaku� &� D-Bros
-http://www.d-bros.jp

 

Figure� 25.� Cicret� Bracelet
-http://technabob.com

Figure� 26.� INyx� SmartBeds
-www.i-nyx.com

Figure� 27.� Fun-Vii� Toyota
-http://www.motortrend.com

Figure� 28.� Fun-Vii� Toyota
-http://www.motortrend.com

시각촉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 

제품 디자인은 창의적이고 신선한 감각으로 소비자의 감성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멀티미디어�디자인�3.�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

어 멀티미디어 디자인은 빠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감성과 감각에 민감한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멀

티미디어 디자인이 선호되고 있다 에 제시된 프. Figure 25

랑스 디자인 회사 시크릿 에서 개발한 시크릿 팔지(Cicret)

는 팔을 움직여 작동시키면 미디어 기기 (Cicret Bracelet)

대신 손목을 스마트폰 스크린으로 사용해 터치스크린을 영

사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기발하고 신선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은 아이닉스 의 프. Figure 26 (inyx)

로젝터와 스크린 음향 시스템까지 모두 일체화된 침대로 , 

좌우에 내장된 블라인드를 끌어당겨서 양쪽의 빛을 차단해 

스크린에 몰입할 수 있으며 캐노피에 내장된 라이트, LED 

의 간접 조명과 음악 향을 나게 하여 수면을 유도해 주는 , 

나이트 스카이 모드기능까지 내장되어 소비자의 시각 청, 

각 후각을 충족시키는 감성의 시각적 촉감이 활용된 멀티 , 

침대이다 과 에 제시된 토요타. Figure 27 Figure 28 (Toyota)

의 펀 비 는 자동차 외관을 포함하여 차체 전체가 - (Fun-Vii)

터치스크린으로 되어있는 스마트 전기 자동차로 운전자가 

원하는 색상 컨텐츠를 외관에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기능, 

이 있으며 전방에 있는 차와의 거리를 초록색 동그라미로 , 

나타내주거나 날씨 온도 메일 지도 등의 정보도 알려주, , , 

고 실내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스마트폰의 터치로 구동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스마트폰 차량으로 시각적 촉감을 극대

화 한 미래형 자동차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이스�디자인4.�

스페이스 디자인과 건축은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부분의 중

요도가 높았으나 공간의 심미적 기능이 확산되며 스토리와 

창의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사용자에게 감성

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스페이스 디자인은 에 제Figure 29

시된 파리의 루이비통 박물관 의 (Louis Vuitton Fondation)

경우와 같이 원형이나 사각형 등의 기본형태보다 분화된 

형태가 더욱 두드러지며 에 제시된 프랭크 게리, Figure 30

가 디자인한 시드니 경영 학교(Frank Gehry) (Sydney 

와 같이 다채로운 밀도의 질감 표현을 통Business School)

해 공간 깊이의 강약을 주고 어두운 저명도로 안정감 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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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Fondation� Louis� Vuitton
-http://ceo2688.blog.me

Figure� 30.
Sydney� Business� School
-www.fondation.com

Figure� 31.�
Ginza� Mikimoto� Toyo� Ito

-http://100.daum.net

/encyclopedia

Figure� 32.�
Galleria� Ben� Van� Berkel
-http://dept.galleria.co.kr

Figure� 33.�
Thom� Browne� 2015� S/S
-http://blog.naver.com

/lenyjo

Figure� 34.�
Alexander�McQueen� 2015� S/S

-http://blog.naver.com

/PostView

Figure� 35.�
Comme� des� Garçons�

2014� S/S
-www.skalty.blog.me

Figure� 36.�
Loewe� 2016� F/W

-https://visualoptimism.

blogspot.kr

색채 외곽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 형태와 질감 색채를 통, 

해 시각적 촉감을 유발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Figure 

에 제시된 일본 동경의 진주 보석 전문점 긴자 미키모토31

본사 건물은 건축가 토요 이또(Ginza Mikimoto) (Toyo 

가 디자인한 치즈모양 건축물은 시각적으로 촉감이 강Ito)

한 외곽의 형태적 특성 뿐 아니라 내부의 기능성이 우수한 

시각적 촉감이 강조된 건축 구조물이다 는 네델. Figure 32

란드의 벤 반 버클 이 디자인한 우리나라 (Ben Van Berkel)

갤러리아 명품관 으로 기존의 콘크리(Galleria Luxury Hall)

트 구조에 개의 디스크를 부착하여 낮 동안은은한 느4,330

낌을 밤에는 조명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여 , Led 

시각적인 촉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페이스 디자. 

인에서는 시각적 촉감을 활용하여 변화무쌍한 조명과 색상

의 적용을 통해 시간과 계절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되는 가

변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패션�디자인5.�

패션 디자인은 개인의 개성과 감성을 가장 잘 표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 분야로 형태 질감 색채의 변형과 오브제의 활용 , , 

등으로 감성과 감각을 자극하는 시각적인 촉감을 활용한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에 제시된 톰 브라운. Figure 33

의 컬렉션에서는 형태의 의도적이고 과장(Thom Browne)

된 조작과 남성적 이미지의 외형과는 상반된 여성적 이미

지인 꽃모양의 오브제를 부착해 의외성에서 오는 시각적 

촉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알렉산더 맥퀸, Figure 34 

의 컬렉션에서는 자연으로부터 영감(Alexander McQueen)

을 받은 장식들과 플라스틱과 같은 인공의 소재를 동시에 

사용해서 부드러움과 딱딱한 질감의 서로 상반되는 비조화

로운 질감 배열을 시도해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질감을 

활용한 시각적 촉감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에 . Figure 35

제시된 꼼데가르송 의 컬렉션에서는 (Comme des Gar ons)ç
손으로 접은 듯한 독특한 재질의 수공예적인 부착기법을 

사용해 딱딱하고 건조한 질감을 통한 시각적 촉감을 형성

하였으며 은 로에베 의 깨진 거울 조각을 , Figure 36 (Loewe)

재활용해 바지에 불규칙적으로 부착한 디자인으로 분화된 

형태의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촉감 효과를 높였고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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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Kenzo�

2014� S/S�
-http://blog.naver/16by

Figure� 38.�
Mary� Katrantzou�

2014� S/S�
-http://skalty.blog.me

Figure� 39.
Moschino�

Milan� 2017� S/S�
-http://sshoroom.blog.me � �

Figure� 40.
Maison�Margiela
Paris� 2017� S/S

-http://sshoroom.blog.me
  

버려진 재료를 재활용함으로서 동시에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으며 유리 조각의 날카롭고 차가운 , 

촉감을 주는 질감을 통한 시각적 촉감을 유발하고 있다. 

에 제시된  겐조 의 컬렉션에서는 바다의 Figure 37 (Kenzo)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프린팅과 광택 소재를 사용하여 푸른 

색상이 주는 한냉감과 사선 곡선 형태의 유연하고 부드러, 

운 시각적 촉감이 나타나고 있다 에 제시된 마. Figure 38

리 카트란주 컬렉션에서는 남성 구두의 (Mary Katrantzou)

이미지를 확대 프린트하여 소재로 사용해 프린트의 광3D 

택감과 촉감을 느낄 수 있게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디자인

을 제안하고 있다 에 제시된 모스키노. Figure 39

컬렉션은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는 프린트를 (Moschino) 

다채롭게 활용하고 종이접기 식의 디자인 디테일을 응용해 

무의식 중 느껴지는 유기적 시각 촉감의 자극을 통해 작품

을 표현하고 있다 에 제시된 마르지엘라. Figure 40 (Maison 

은 시각적으로 광택감 있는 소재와 반대색 보색Margiela) , 

관계의 색상 배열을 통해 시각적 촉감의 자극의 극대화로 

작품의 유니크함을 보여주고 있다. 

헤어�디자인에�나타난� 시각적�촉감의� 특성�분석�IV.�

시각적�촉감의�요소에�따른� 분석�1.�

시각 예술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는 헤어 디자인은 일반 조

형예술의 요소와 원리를 적용하여 외형적으로 형태 질감, , 

색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각적 촉감의 요소에 따라 헤, 

어디자인에 나타난 시각적 촉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형태 특성1) 

헤어 디자인의 형태는 완성된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전

체적인 외곽선 윤곽선을 말하는 것으로 순수한 형태, , 

와 추상적 형태 로 분류할 (Pure Form) (Abstract Form)

수 있는데 시각적 촉감을 활용한 헤어 디자인의 형태적 ,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 형태의 조형에서는 직. , 

선이나 사선과 같은 선의 종류 추상적 형태에서는 자유, 

롭고 규정화되지 않은 분화된 형태감으로 시각적 촉감 

효과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둘째 하부둔각 상부둔각. , , , 

중심 둔각과 같은 형태의 지각에 따라 시각적 촉감이 형

성될 수 있다 과 같이 시각적으로 장식적 디. Figure 41

테일을 배제해 최소화된 형태의 강렬함을 부각시키고 사

선으로 딱딱하고 절제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직선의 , 

하부 둔각 형태선으로 하중이 무겁고 딱딱한 시각적 촉

감을 형성할 수 있다 는 플랫하고 간결한 디. Figure 42

자인 형태의 직선 헤어 라인으로 절제된 정형성을 표현

해 날카로움과 차가운 느낌을 표현하였고 직선의 중심 , 

둔각으로 시각적으로 무거움 단단한 시각적 촉감을 유, 

발하고 있다 은 해체적이고 극대화된 추상적 . Figure 43

이미지를 곡선과 불규칙한 선의 흐름을 통해 날카로움, 

차가움의 촉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곡선의 하부 둔각 형, 

태선으로 하중이 무겁고 우아한 시각적 촉감을 형성할 

수 있다 와 같이 직선과 곡선이 혼성된 추상. Figure 44

적 이미지의 경우 직선의 무거움 차가움과 곡선의 부드, 

러움 매끄러움 편안함 등이 동시에 느끼게 하여 추상, , 

적 형태감을 극대화한 시각적 촉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곡선의 중심 둔각으로 시각적으로 무거움 단단한 시각, 

적 촉감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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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air� Design� Form� &� Visual� Tactility�

Pure� Form Characteristic Abstract� Form Characteristic� �

Figure� 41.� Wella� 2015� 1.�
-http://cafe.daum.net

/sungnamat

- Form perception : 

- Looks like a line of fire,  

Moving

- Lower gluteal angle : 

Heavy load and stiff
Figure� 43.� Amos� 2015

-http://www.amosprofessio

nal.com/kr

- Form perception :

-Curved, smooth and 

elegant. 

- Lower gluteal angle : 

Heavy load and soft

  

Figure� 42.�
Toni� &� Guy� 2014� 1.

-http://www.toni 

andguy.co.kr

-Form perception :

-Straight, sharp, cold touch 

- Centre angle : 

equilibrium and stiffness
Figure� 44.� Wella� 2014� 1.

-http://cafe.daum.net

/lovescissors

- Form perception :

-Curved, smooth and 

elegant. 

- Centre angle : balanced 

and soft

질감 특성2) 

헤어 디자인에서 질감은 시각적으로 느껴지거나 촉각적으

로 만져질 수 있는 머릿결을 의미하며 헤어의 재질은 모발

의 지름 두께라고 할 수 있으며 비활동적인 질감, , 

과 활동적인 질감(Un-Activated Texture) (Activated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각적 촉감이 활용된 헤어 Texture) . 

디자인에서 비활동적인 질감의 경우 절제되고 컬이 없는 

직선형의 모발이 모여 전체 형태를 만들어 딱딱하고 고정

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활동적인 질감은 펌이나 웨이브 등, 

으로 곡선이나 불규칙한 직선과 곡선이 혼합되어 날카로움

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표현해 다채로운 시각적 촉감을 형

성한다 와 같이 볼륨감이 거의 없어 공간적인 . Figure 45

부피를 느끼게 하는 공간감은 낮고 공간 속에 포함된 모, 

발의 빽빽한 정도가 큰 밀도감을 형성하며 건조함 미끈미, 

끈함 부드러움 등의 시각적 촉감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 

을 살펴볼 수 있다 과 같이 머릿결의 볼륨감이 . Figure 46

있는 질감을 연출해 공간적인 부피감은 크고 공간 속 모, 

발의 빽빽한 정도는 낮은 밀도의 자유로운 모발 움직임으

로 다채로운 시각적 촉감을 형성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

다 모발의 결 재질에 따라 강하고 뻣뻣한 굵은 모발은 경. , 

쾌하고 화려하며 과장되고 추상적 이미지로 거친 질감의

느낌을 주고 숱이 없고 가는 모발은 부드럽고 가벼운 시, 

각적 촉감을 유발한다. 

색채 특성3) 

색채는 물체에 빛이 반사될 때 얻어지는 시각적 효과로 질

감과 부피를 만들어 주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인데 헤어 , 

컬러 디자인 은 얼굴의 개성 파악해 (Hair Color Design)

모발에 염색을 함으로서 이미지 변화를 주고 로우라이트

하이라이트 와 같은 밝기와 (Low Light), (High Light)

어둠 색상 채도의 조합 컬러의 면적 비율 디자인 등으, , , 

로 부피의 증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서 개인의 이미지 ,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각적 촉감이 활용된 헤. 

어 디자인은 첫째 결감은 과 같이 고명도의 , Figure 47

파스텔 계열은 부드러운 결감을 과 같은 저명, Figure 48

도 고채도 디자인은 차갑고 딱딱한 결감을 형성한다, . 

둘째 무게감은 와 같이 고명도의 밝은 색상은 , Figure 49

가벼운 시각적 촉감을 과 같이 저명도의 어두, Figure 50

운 색상은 무거운 시각적 촉감을 유발한다 셋째. , Figure 

과 같이 적색 계통은 온 난감을 와 같은 51 , Figure 52

청회색 계통은 한 냉감의 시각적 촉감을 형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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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air� Design� Texture� &� Visual� Tactility

Un-activated Characteristic Activated Characteristic

Figure� 45.� Toni� &� Guy�
2014� 2.

-http://www.toniandguy.co.

kr

- Afterconnection : Low 

sensitivity

- High density 

- Linear : Smooth, soft, 

dry
Figure� 46.� Amos� 2017� 1.
-http://www.amosprofessio

nal.com/kr

- Counterforce : High 

frequency

- Low density 

- Linear, curved mix : Sharp, 

smooth and soft touch

Table� 8.� Hair� Design� Color� &� Visual� Tactility

� Grain Weight Temperature�

Figure� 47.�
Toni� &� Guy�
2014� 3.

- www.toniand

guy.co.kr

Figure� 48.
Amos� 2017� 2.�

-http://www.am

osprofessional.co

m/kr

Figure� 49.�
Toni� &� Guy
2014� 5.

-www.toni 

andguy.co.kr

Figure� 50.�
Amos� 2017� 3.

-http://www.amo

sprofessional.com

/kr

Figure� 51.�
Toni� &� Guy�
2014� 6.

-www.toni 

andguy.co.kr

Figure� 52.�
Toni� &� Guy�
2017� 1.

-www.toni 

andguy.co.kr

High brightness  

achromatic, pastel, 

tenderness

Darkness, high 

chroma,

heaviness

High brightness,

lightness

Darkness, 

low chroma,

heavyness

Warmth, 

red series

Cold,

 blue series

헤어�디자인의�시각적� 촉감� 특성�분석�IV.�

헤어 디자인은 개개인의 개성 시대상을 반영하는 특징을 , 

나타내주며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트렌드에 가

장 민감하고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헤

어 디자인에 나타나고 있는 시각적 촉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였다 년도 헤어 디자인은 대체로 . 2014

형태적으로 추상적이고 비정형화된 형태의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는데 과 같이 분화된 형태는 시각적 촉감, Figure 53

을 더욱 촉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질감의 특성은 활. 

동적이고 거친 질감이 많이 나타났는데 와 같이 , Figure 54

활동적 질감은 볼륨감과 공간감을 형성해 시각적 촉감을

유발하고 있다 색채의 특성은 주목성이 높은 고명도 고채. , 

도 헤어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는데 와 같이 강. Figure 55

하고 자극성 있는 색채 이미지 표현을 통해 시각적 촉감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년도 헤어 디자인은 전. 2015

체적으로 혼성적인 디자인 구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형태적으로는 과 같은 곡선의 이미지가 주가 된 Figure 56

부드러운 형태감과 더불어 과 같이 활동적 비활Figure 57 , 

동적 질감의 혼성을 통한 시각적 자극을 주는 디자인이 많

이 나타났다 색채도 또한 과 같이 파스텔 컬러. Figure 58

의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혼성적인 배색을 통해 시각적 

촉감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년도 헤. 2016

어 디자인은 대체적으로 심플한 형태와 비정형화된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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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나타났는데 와 같은 중심 둔각의 형태 , Figure 59

지각은 인위적이지 않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 감성

의 시각적 촉감을 보여주고 있다 질감과 색채의 경우 . 

은 직선형과 곡선형 질감의 혼합으로 시각적 촉Figure 60

감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은 바탕색인 기본 색, Figure 61 1

과 색 색 배색 혼성으로 깊이감을 부여해 시각적 촉감2 , 3

유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년 까지 혼성적. 2017

인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데 와 같이 형태선은 불규칙적인 디자인 라인에 , Figure 62

과 같이 혼성적인 질감과 의 색상은 고Figure 63 Figure 64

명도 부드러움과 저명도의 거침의 혼성적인 변형이 시각

적 촉감의 특성으로 분석 할 수 있다. 

Table� 9.� Hair� Design� Trend� &� Visual� Tactility

2014� 2015

Form

Figure� 53.�
Wella� 2014� 2.

-http://cafe.daum.net

/lovescissors

-Abstract form

,Atypical 

Autonomous oblast

-Curve, soft

, elegance  

-Perception :  
Figure56.�

Toni� &� Guy� 2015� 2.
-http://blog.naver.com

/janggawe

-Recurring curve, 

maximize volume, 

Smooth and elegant 

- Lower gluteal angle : 

heavy load and soft 

-Perception:  

Texture

Figure� 54.�
Vidal� Sassoon� 2014�

-http://blog.naver.com

/janggawe

-Active texture

- Images of thin, 

dry, sharp and visual 

touch

- Counterforce :High

 frequency

- Low density 

Figure� 57.
Toni� &� Guy� 2015� 2.

-http://blog.naver.com

/janggawe

- Active texture and 

inactive texture mix , 

medium density. 

- Linear and curved 

mix : soft and loose

Color 

Figure� 55.�
Amos� 2014 

-http://www.amosprofes

sional.com/kr

-Garnish. mildness

- Light color, 

highly sensitive, 

high construction Figure� 58.�
Wella� 2015� 2.

-http://cafe.daum.net

/sungnamat

- Color contrast in 

pastel colors and 

shades of contrast 

colours

결론V.�

소비 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문화적 욕구에 따라 디자인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소비자에게 풍

부한 정보와 감성을 전달하는 시각적 촉감을 적용한 디

자인이 감성적 욕구의 만족을 이끌어내며 대두되고 있는 

트렌드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 시각적 촉감이 활용된 디

자인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트렌드의 영향을 , 

가장 빠르게 받는 분야 중 하나인 헤어 디자인에 나타난 

시각적 촉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자료를 제공하고 차별성 있는 디자인의 

가치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140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1 4

Table� 9.� Continued

2016 2017

Form  

Figure� 59.
Marni�

2016� F/W
-http://www.marni.com

-Volume sense 

highlighted by 

simplicity, smooth 

and elegant  

,amorphous

silhouette

- Centre angle : 

balanced, soft 

-Perception: 

  

 

Figure� 62.�
Toni� &� Guy
2017� 2.

-www.toniandguy.co.kr

-Recurring curve 

,Maximize volume, 

smooth and elegant 

- Lower gluteal angle 

: heavy load and soft 

-Perception :

 

Texture

Figure� 60.�
Martin�Margiela�

2016� F/W
-http://blog.naver.com

- Mixed texture and 

active texture, heavy, 

soft, warm 

coexistence 

-Medium density. 

- Linear and curved 

mix
Figure� 63.�
Toni� &� Guy�
2017� 3.

-www.toniandguy.co.kr

- Active texture

- Images of thin, dry, 

sharp, visual touch

- Counterforce : High 

Frequency

- Densities : Low 

density

Color

Figure� 61.�
Amos� 2016

-http://www.amosprofess

ional.com

-Mixed & 

congruence 2-color, 

3-color color, color 

based primary and 

secondary colors, 

color harmony, 

color depth
Figure� 64.�

Amos� 2017� 4.
-http://www.amosprofes

sional.com

-Mixed & congruence

-Multifunctional : 

Mixed primary and 

secondary colors   

본 연구의 방법은 시각적 촉감과 관련된 미디어 기사 및 , 

관련 선행 학술 연구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고찰을 하

고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나타난 시각적 촉감의 표현 양, 

상을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을 분석한 후 그로부터 도출된 

특성을 기반으로 최근 년간 트렌드 컬렉션에 나타난 헤어 3

디자인을 분석함으로서 시각적 촉감의 조형적 특성과 의의

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 결과 헤어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 

나고 있는 시각적 촉감의 특성은 시각적 촉감의 요소에 따

라 형태 질감 색채적인 특성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 , 

특성 분석을 할 수 있었다.

첫째 형태적으로 직선이나 사선과 같은 선으로만 단순  , 

하게 표현하는 순수 형태의 헤어 디자인보다는 자유롭고 

규정화되지 않은 분화된 추상적 형태의 디자인이 시각적 

촉감의 촉진적 효과를 더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하부둔각 상부둔각 중심 둔각과 같은 형태의 지각에 , , , 

따라서 부드러움 딱딱한 평형함 등의 시각적 촉감이 형성, , 

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둘째 촉각과 시각으로 느낄 . , 

수 있는 머릿결인 헤어의 질감은 비활동적인 질감의 경우 

절제되고 딱딱한 촉감을 형성하고 활동적인 질감의 경우 , 

곡선이나 사선 등의 불규칙한 선의 혼성적 표현을 통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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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더 다채로운 시각적 촉감을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활동적 질감은 모발에 밀도감과 공간감을 형성하. , 

여 시각적 촉감 효과를 촉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고명도나 파스텔 계열 모발의 색상. , 

은 부드러운 결의 촉감을 유도하고 어두운 톤의 저명도나 , 

고채도는 차갑고 딱딱한 결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고명도의 밝은 색상은 가벼운 시각적 촉감을 저명도, 

의 어두운 색상은 무거운 시각적 촉감을 유발하는 것을 살

펴볼 수 있었다 또한 적색 계통은 온난감을 청색 계통은 . , , 

한냉감의 시각적 촉감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헤어디자인 트렌드에 나타난 시각적 촉감의 표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년부터 년을 중심으로 년간 헤어 2014 2017 4

디자인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년 헤어 디자인의 형태적 특성은 비정형화된 형태  2014

의 추상적인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는데 볼륨감을 강조한 , 

실루엣과 분화된 형태는 시각적 촉감의 형성을 더욱 촉진

하였으며 질감의 경우 활동적이고 거친 질감은 공간감과 , 

깊이감을 형성했으며 색채에 있어 고명도 고채도의 부드, , 

럽고 밝은 배색은 시각적 촉감을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년 헤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혼성적인 디자인 . 2015

구성이 많이 나타났는데 형태적 특성은 규정할 수 없는 , 

비정형적 실루엣과 비대칭의 추상적인 형태감이 질감은 활

동적 비활동적 질감 간의 혼합된 질감 표현을 통한 시각, 

적 촉감을 촉진하는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색채는 밝은 . 

색과 어두운 색의 극단적인 혼성적 표현이나 명시성이 좋

은 명도 대비 등을 통해 시각적 촉감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년 헤어 디자인의 형태는 심플하. 2016

면서도 비정형화된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는데 인위적이지 , 

않은 자연스러운 형태선은 부드러운 감성적인 시각적 촉감

을 보여주고 있으며 질감은 직선형과 곡선형의 질감 혼합, 

이 많이 나타났고 색채는 바탕색과 색에서 색 배색 등 , 2 3

불 규칙적인 혼성이 나타났다 년은 형태는 다양한 감. 2017

성의 시각적 촉감을 유발하는 둥글거나 직선 등의 형태가 

불규칙하게 혼성되고 질감은 비활동적 질감과 활동적인 , 

질감인 믹스된 혼합의 하이브리드 디자인과 색상은 대비적

인 배색을 통해 감각을 자극하는 시각적 촉감이 점차 극대

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고객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요  

자 중심의 시각적 촉감이 디자인 산업과 생활 문화 전반에 

꾸준히 나타나 문화 소비자들에게 폭넓게 어필하며 성장하

고 있는 디자인적 가치에 대해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좋은 아트적인 영감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며 향후 여러 디자인 분야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헤어,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도 시각적 촉감이 더욱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목되며 다채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헤어 디자인 기획. , 

에 있어 다양성을 촉진하며 헤어 디자인 분야의 독창적인 

질적 발전과 다채로운 디자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 시각적 촉감이 활용된 디자, 

인에 대한 실제 소비자의 선호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와 헤

어디자인 외의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타 뷰티 분야에 접, 

목된 시각적 촉감에 대한 연구 등 헤어 디자인 분야의 디

자인 창조에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뉴 패러다임인 시

각적 촉감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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