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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brick walls are being widely introduced in rural areas. Walls are a very important design element of space. 

However, most brick wall works do not consider the huma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brick wall bonds such as the stack bond, running bond, english bond, flemish bond, 

america bo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There is no statistical difference of psychological 

evaluation results among student groups using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 method using 10 adjectives. 2)Stack bonds have an 

uninspiring, artificial, simple, restful, boring and order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Running bonds have an uninspiring, restful and 

order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America bonds have a unique and modernistic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English bonds have a 

unique, modernistic, complex and chaotic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Flemish bonds have no critic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3)The running bond earned the highest score in preference, while the stack bond scored the lowest. Employment of brick wall 

bonds on this study was not highly preferred, he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brick wall bond design. 4)In conclusion, the 

proper selection of brick wall bonds is very important and we should consider huma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the design of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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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FTA, DDA 협정으로 인한 농

산물 시장의 개방과 농가소득의 감소, 농촌공간의 공동

화와 농촌인구의 노령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0

년대 후반부터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각종 정부 

부처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

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다

양한 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윤희정, 

2007), 이런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많은 건축물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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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 농촌에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물

과 시설물 등이 농촌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어지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과 시설물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담장도 해당 공간의 심리적 특성과 농촌의 분위기를 상

실한 채 시공되어지고 있다.

공간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1)중 수직적 요소로서의 

담장은 눈에 가장 많이 띄면서도 가장 다루기 쉽고, 공

간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며, 공간을 명확히 구

분한다(안동만, 1999). 특히, 담장은 일정한 바닥면의 길

이에 따라 높이가 달라짐에 따라 공간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위요감과 공간지각의 정도는 거리 : 건물 높이 

비2)에 따라 달라진다(Booth, 1983). 따라서 농촌에서 원

하는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요소인 담장의 

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최근, 웰빙(well-being)의 영향으로 농촌공간에 벽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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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 Ⅰ

원본사진 a 통줄눈 b 막힌줄눈 c 미국식줄눈 d영국식줄눈 e플레밍줄눈

B. 경관 Ⅱ

원본사진 a 통줄눈 b 막힌줄눈 c 미국식줄눈 d영국식줄눈 e플레밍줄눈

C. 경관 Ⅲ

원본사진 a 통줄눈 b 막힌줄눈 c 미국식줄눈 d영국식줄눈 e플레밍줄눈

Figure 2 실험 2에 사용된 경관사진.

a 통줄눈 b 막힌줄눈 c 미국식줄눈 d 영국식줄눈 e 플레밍줄눈

Figure 1 실험 1에 사용된 벽돌 담장 줄눈.

담장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벽돌은 다양

한 색상과 질감, 무늬, 형태, 크기, 기능 등을 갖추고 있

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벽돌은 재료의 특성과 

색채 그리고 형태에 따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

고, 원하는 공간의 성격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특히, 벽돌은 줄눈의 형태에 따라 색다

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줄눈으로 막힌 줄눈, 통 줄눈, 미국식 줄

눈, 영국식 줄눈, 네달란드식 줄눈, 플레밍식 줄눈 등을 

들 수 있고,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줄눈

은 시공이 비교적 용이한 막힌 줄눈이라고 한다(홍형순, 

1999). 

본 연구는 최근 웰빙 분위기와 더불어 농촌지역 공간

개발에 따른 담장 시공 시 적용할 수 있는 벽돌 담장 줄

눈 형태를 제시하고, 각 벽돌 담장 줄눈의 형태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관련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 중, 벽돌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한 연구에서 김대현(2004)은 도시 및 가로공

간에서 사용되는 포장 재료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

과, 벽돌은 기타 포장재료에 비해 인공적이고 딱딱한 느

낌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벽돌의 줄눈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한 연구에서, 김대현과 신지훈(2008)은 벽돌

포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의 분위기는 재료에서 풍기

는 질감 혹은 색채뿐만 아니라 포장의 형태, 즉 줄눈의 

패턴에 따라 달라진다 하였고, 연구결과, 통 줄눈과 막힌 

줄눈의 경우는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질서 있고 편한 것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바구니 통 줄눈의 경우는 단순하

며 질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어골형 줄눈의 

경우는 복잡하고 싫어하며 불편한 심리적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벽돌 줄눈에 대한 시공성을 언급한 연구에

서 Booth(1983)는 벽돌로 벽을 쌓을 때 가장 일반적인 

줄눈은 막힌 줄눈이라고 하고 있으며, 홍형순(1999)도 역

시, 벽돌 줄눈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배치와 시공

이 용이한 막힌 줄눈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막힌 

줄눈을 사용할 때는 시선에 평행하기보다는 벽돌 열이 

시선에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벽돌의 배치 시 열에 있을 수 있는 결점이 보다 적게 노

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듯 벽돌 줄눈에 대한 구체

적 특징을 밝힌 연구는 없고 일부 교과서(교육부, 1993)

에서 플레밍식 줄눈은 외관이 아름다워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벽체에 적용되는 형식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과, 우리 주변 공간에 

많이 적용되는 다양한 벽돌의 줄눈에 대한 이용자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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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1> <실험2>

Figure 3 실험설계.

리적 특성을 파악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촌지역 공간에 적용되고 있는 벽

돌 담장의 줄눈에 대한 이용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II. 연구방법

1. 벽돌 담장 줄눈의 유형 

농촌지역 공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벽돌 

줄눈의 형태와 담장계획 및 시공책자에 제시된 줄눈의 

형태를 참조하여 실험에 사용할 벽돌 담장 줄눈의 형태

를 5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때 사용되는 벽돌담장 줄눈

은 표준벽돌3)을 사용하여 나타나는 줄눈으로 제한하였

고, 실험에 사용된 벽돌 담장의 줄눈은 통 줄눈, 막힌 줄

눈, 미국식 줄눈, 영국식 줄눈, 플레밍식4) 줄눈으로 구성

하였다(Figure 1, 참조). 대부분 건축구조 및 시공 교과서

에는 벽돌 쌓기 줄눈으로 네덜란드식 줄눈도 제시되어 

있으나 영국식 줄눈과 형태가 일치하고, 다만 모서리 쌓

기 부분만 다르기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벽돌 줄눈의 심

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본 연구에서 영국식 줄눈과 평가

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는 제외하였다.

2.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은 5가지 벽돌 담장 줄눈에 일반적으

로 현장에서 많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황색, 적색, 

회색의 색채를 입혀 실험 1을 구성하였으며, 실제 벽돌

이 시공된 농촌지역의 3장소를 촬영하였고, 이렇게 촬영

된 사진(경관Ⅰ,Ⅱ,Ⅲ)에 적색 벽돌로만 구성된 5가지 형

태의 줄눈을 시뮬레이션 처리하여 실험 2를 구성하였다

(Figure 2, 참조). 피험자는 대전지역 일반 대학생 집단으

로 황색 벽돌 줄눈과 경관Ⅰ은 목원 대학생 40명이, 적

색 벽돌 줄눈과 경관Ⅱ는 혜천 대학생 40명이, 회색 벽

돌 줄눈과경관Ⅲ은 충남 대학생 40명이 평가하였다

(Figure 3, 참조).

본 연구의 실험설계를 구성한 이유와 통계분석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험 1에서는 벽돌의 색채를 

달리하여도 색채에 영향 없이 각 집단이 벽돌 줄눈 평가

를 일관성 있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계획하였고, 실험 2에서는 실제 3가지 현장 사진을 5가

지 적색벽돌 담장 줄눈만으로 시뮬레이션 평가(입면처

리)한 것과 실험 1에서 적색벽돌 줄눈 평가(평면처리)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남․녀 집단 간 평가의 일치성을 알아 보기위해 상관분

석을 구상하였으며, 벽돌담장 줄눈에 대한 심리적 특성

은 실험 1에서 얻어진 평가 값의 평균분석을 통해 알아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벽돌 담장 줄눈의 선호에 영

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3. 벽돌 담장 줄눈의 심리적 특성 평가

실험의 진행은 벽돌 담장의 줄눈 사진(3색×5줄눈=15

장)과 현장 사진에 벽돌 줄눈을 시뮬레이션 처리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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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소×5줄눈=15장)을 Power Point에 적재하여 각 대학 

실험실에서 대학생 총 120명(남자: 63명, 여자: 57명)에게 

각각의 벽돌 담장 줄눈의 모습을 관찰하고 난 후, 개인

의 느낌을 7단계 어의구별척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심리

적 느낌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평가 시 피험자에게 줄눈

의 형태를 감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평가 시간을 주었으

며, 전체적인 평가 시간은 피험자가 지루하여 평가의 타

당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

였다(임승빈, 1991). 또한 평가 시 현장감을 주기 위하여 

사람이 일반적으로 한 물체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상․

하 및 좌․우 시각을 참고하여 경관 매체 화면의 가로 :

세로의 비를 1 : 1.7(60도 : 100도)비로 조정하였다. 평가거

리는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 계산 되어 나온 약 2.4m 거

리에서 각 대학별 피험자 40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벽돌 담장 줄눈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

의구별척5)에 사용된 형용사는 Hershberger(1980)가 건축

물 평가를 위해서 사용된 어의구별척을 참조하였고, 그 

중 연구자가 벽돌 줄눈에 대한 심리적 평가로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되는 10가지 형용사를 추출하였다(Table 1, 참

조). 즉 실험에 사용된 형용사는 선호성(좋아하는↔싫어

하는), 심미성(추한↔아름다운), 독특성(독특한↔평범한), 

전통성(전통적인↔현대적인), 전원성(도시적인↔전원적

인), 인공성(자연적인↔인공적인), 복잡성(복잡한↔단순한), 

안정성(안정적인↔흥분되는), 흥미성(흥미로운↔지루한), 

혼란성(질서있는↔혼란스러운) 등이다.

특성 어의구별척

선호성 좋아하는 ․7․6․5․4․3․2․1․ 싫어하는

심미성 추한 ․7․6․5․4․3․2․1․ 아름다운

독특성 독특한 ․7․6․5․4․3․2․1․ 평범한

전통성 전통적인 ․7․6․5․4․3․2․1․ 현대적인

전원성 도시적인 ․7․6․5․4․3․2․1․ 전원적인

인공성 자연적인 ․7․6․5․4․3․2․1․ 인공적인

복잡성 복잡한 ․7․6․5․4․3․2․1․ 단순한

안정성 안정적인 ․7․6․5․4․3․2․1․ 흥분되는

흥미성 흥미로운 ․7․6․5․4․3․2․1․ 지루한

혼란성 질서있는 ․7․6․5․4․3․2․1․ 혼란스러운

Table 1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 내용

III. 결과 및 고찰

1. 남․녀 집단 간 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농촌지역 공간에 적용된 벽돌 담장에 적용된 줄눈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앞서 벽돌 줄눈에 대한 

남․녀 집단별 평가의 유사성을 밝히기 위해 피어슨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2, 참조), 상관

계수는 유의수준 0.00에서 0.943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

계를 보여 남․녀 집단 간 평가의 유사성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벽돌담장 줄눈의 심리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남․녀 집단별로 구분하지 않아도 동

일한 연구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상관분석 남자 여자

Pearson상관
유의도(2-tailed)

N

1
.

50

0.943**
.000
50

**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Table 2 남녀 집단 간 평가의 상관계수

2. 색채를 달리한 평가 매체 간 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벽돌 담장 줄눈이 그려진 원본 바탕에 황색, 적색, 회

색의 색채를 달리한 평가 매체에 대한 평가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

과(Table 3, 참조),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00에서 0.839이

상(혹은 0.860, 0.896)으로 높은 상관을 보여 각 매체 간 

평가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로 

다른 평가 집단 간 색채를 달리한 벽돌 줄눈 매체에 대

해 거의 동일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즉, 벽돌 색채에 변화가 있더라도 벽돌 담장 줄눈의 

심리적 특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벽돌담장 줄눈의 심리적 특성은 색채를 달리한 벽돌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관분석 황색벽돌 적색벽돌 회색벽돌

황색
벽돌

Pearson상관
유의도(2-tailed)

N

1
.

50

0.896**
.000
50

0.839**
.000
50

적색
벽돌

Pearson상관
유의도(2-tailed)

N

0.896**
.000
50

1
.

50

0.860**
.000
50

**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Table 3 평가 매체 간 평가의 상관계수

3. 평가 매체와 시뮬레이션 매체 간 상관관계 분석

실험 1에서 사용된 5가지 유형의 적색 벽돌 담장 줄눈

(평면처리)과 실제 현장사진에 실험 2에서 준비한 적색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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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특성
담장 줄눈의 유형

선호성 심미성 독특성 전통성 전원성 인공성 복잡성 안정성 흥미성 혼란성

통 줄눈 2.87 4.72 2.18 4.09 3.75 2.69 2.00 5.06 2.23 5.89
막힌 줄눈 4.81 3.60 2.63 4.40 3.67 3.33 3.33 5.41 3.66 5.06
미국식 줄눈 4.06 3.70 5.49 2.89 4.83 3.23 4.96 4.10 4.83 3.61

영국식 줄눈 3.52 4.24 5.64 2.96 4.83 2.75 5.58 3.69 4.67 2.89
플레밍식 줄눈 4.15 4.12 3.36 3.92 3.86 3.09 4.09 4.70 3.69 4.12

※ 굵은 숫자는 중간 값 4에서 1점 이상 좌․우로 벌어져 평가된 점수값.

Table 5 벽돌 담장 줄눈에 대한 심리적 특성의 평균값

돌 담장 줄눈(입면처리)으로 시뮬레이션 처리한 매체에 

대한 평가의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Table 4, 참조), 상관계수

는 유의수준 0.00에서 0.558 이상(혹은 0.721, 0.871)의 비

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 시뮬레이션 처리한 매체에서도 

벽돌 담장 줄눈의 심리적 특성이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추정 하건대, 실험 

1을 통해 파악된 벽돌 줄눈의 심리적 특성을 실제 현장

공간에 사용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관분석 경관 Ⅰ 경관 Ⅱ 경관 Ⅲ

적색
벽돌

Pearson상관
유의도(2-tailed)

N

0.558**

.000
50

0.871**

.000
50

0.721**

.000
50

**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Table 4 평가매체와 시뮬레이션 처리 매체 간 
평가의 상관계수

4. 벽돌 담장 줄눈의 심리적 특성 분석

앞의 결과에서 보듯이 남․녀 집단 간, 색채와 시뮬레

이션 처리를 달리한 평가 매체 간 벽돌 담장 줄눈의 심

리적 특성은 유사하게 나타나 연구방법의 실험설계에서 

제시한 실험 1의 평가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벽돌 담장 

줄눈에 대한 심리적 특성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인 벽돌 담장 줄눈에 대한 심

리적 특성 분석을 위해서 실험 1에서 얻은 평가 결과만 

가지고 서술하고자 한다. 실험 1의 결과로 나타난 점수

의 평균값을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5, 참조). 

Table 5.에서 중간 값 4점을 기준으로, 1점 이상 좌․우

로 벌어져 나타난 점수값을 중심으로 벽돌 담장 줄눈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통 줄눈의 

경우는 싫어하고 평범하고 인공적이고 단순하고 안정적

이고 지루하고 질서 있다는 쪽으로 나타났으며, 막힌 줄

눈의 경우는 평범하고 안정적이고 질서가 있다는 쪽으로 

평가되었다. 미국식 줄눈은 막힌 줄눈과 줄눈의 형태가 

유사하여 특성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그와 다르

게 독특하고 현대적이라는 쪽으로 특성을 보였으며, 영

국식 줄눈의 경우는 독특하고 현대적이고 복잡하고 혼란

스럽다는 쪽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플레밍식 줄눈의 

경우는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0가지 심리적 특성에 따른 벽돌 담장 줄눈별 차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선호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가장 

좋아하는 줄눈은 막힌 줄눈이며 그 다음은 플레밍식 줄

눈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줄눈은 통줄

눈으로 나타났다. 심미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추한 줄눈

은 통 줄눈과 영국식 줄눈으로 나타났고, 아름답다고 평

가된 줄눈은 막힌 줄눈과 미국식 줄눈으로 조사되었으나 

평균값으로 볼 때 두드러지게 아름답다고 평가된 경우가 

아니어서 실험에 사용된 기존의 줄눈보다 아름다운 줄눈

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존의 문헌에

서 제시한 플레밍식 줄눈에 대한 평가6)와 본 연구의 결

과가 일치되지 않아 해당 줄눈의 현장 적용 시 주의가 

요망된다. 독특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영국식과 미국식

이 독특하다고 평가되고 있었으며 통 줄눈과 막힌 줄눈

은 평범하다고 나타났다. 전통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

대적인 느낌이 있다고 평가되는 줄눈은 미국식과 영국식 

줄눈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 줄눈은 구체적인 특성을 보

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원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도시적인 느낌의 줄눈은 영국식과 미국식 줄눈이고 

가장 전원적인 느낌의 줄눈은 막힌 줄눈으로 나타났다. 

인공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실험에 사용된 모든 줄눈이 

인공적인 느낌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 통 줄

눈이 가장 인공적인 특성을 보였다. 복잡성 측면에서 살

펴볼 때 영국식이 가장 복잡하다고 평가하였고 가장 단

순하다고 평가한 줄눈은 통줄눈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흥분된다는 느낌으로 평가된 줄눈은 

없었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된 줄눈은 막힌 줄눈과 

통 줄눈이었다. 흥미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통 줄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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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지루하다고 평가되었으며 미국식과 영국식 줄눈이 

약간 흥미롭다는 쪽으로 평가되었다. 혼란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영국식이 가장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는 줄눈

으로 그리고 통줄눈이 가장 질서 있는 느낌을 주는 줄눈

으로 평가되었다.

5. 벽돌 담장 줄눈의 선호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 

분석

벽돌 담장 줄눈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선호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심미성, 독특성, 

전통성, 전원성, 인공성, 복잡성, 안정성, 흥미성, 혼란성 

등의 9가지 심리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

귀식을 유의도 0.05 수준에서 Stepwise 방식7)으로 구성한 

결과(Table 6, 참조), 회귀식의 설명값(R2)이 0.5238)인「(벽

돌 줄눈의 선호성) = 5.637 - 0.756 × (심미성) + 0.181 × (안

정성) + 0.131 × (흥미성)」식이 구성되었다. 이 식을 통해 

미루어 볼 때 벽돌 담장 줄눈의 선호에 가장 많은 영향

을 주는 심리적 특성 변수로 베타(Beta)계수9)의 절대 값

이 가장 큰 심미성이 큰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

었다. 그 다음으로 안정성과 흥미성이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벽돌 담장 줄눈의 선호성

이 높이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흥분되지 않고, 지루하지 

않은 줄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 B Beta 유의도 F값 R2

(Constant)

심미성

안정성

흥미성

5.637

-.756

.181

.131

-.638

.171

.135

0.000

.000

.000

.003

117.300 0.523

※ Dependent Variable: 선호성

Table 6 벽돌 담장 줄눈의 선호성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Stepwise 방식)

IV. 요약 및 결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의 활성화 사업

의 일환으로 농촌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개발 사업에 의한 농촌개발은 농촌의 공간 분

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

간의 분위기는 바닥(수평면), 천정, 벽(수직면)의 3가지 

요소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중 벽(수직

면)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담장은 공간의 분위기를 연

출하는 매우 주요한 구성 요소이다. 현재, 농촌공간에서 

웰빙의 영향으로 벽돌 담장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

러한 벽돌 담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 분위기는 재료

에서 풍기는 질감 혹은 색채뿐만 아니라 벽돌의 구성형

태, 즉 줄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의 분위기를 조절하고 창출할 수 있는 벽돌 담장 줄

눈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각 집단별 벽돌 담장 줄눈에 대한 심리적 특성 평

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집단 간 상관분

석과 색채를 달리한 벽돌 줄눈의 평가 집단별 상관분석, 

그리고 적색 벽돌 줄눈과 이를 실제경관에 시뮬레이션 

처리한 경관매체별 상관분석을 통해 집단 간, 매체 간 

평가의 유사성을 알아본 결과, 각 평가의 상관계수는 비

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집단 간, 평가의 

집단별, 처리된 매체별, 평가의 유사성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2) 농촌지역 공간에 적용된 벽돌 줄눈에 대한 선호성 

평가 결과, 막힌줄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

체적으로 줄눈의 선호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선호성이 높은 벽돌 담장 줄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플레밍식 줄눈에 대한 선

호성 평가와 본 연구의 선호성 평가 결과가 일치되지 않

아 해당 줄눈의 적용 시 주의가 요망된다. 

3) 벽돌 담장 줄눈의 선호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선형 회귀식을 유의도 0.05수

준에서 Stepwise 방식으로 구성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 

값(R2)이 0.523인「(벽돌줄눈의선호성) = 5.637 - 0.756 ×

(심미성) + 0.181 × (안정성) + 0.131 × (흥미성)」식이 구성

되었고, 벽돌 담장 줄눈의 선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

는 심리적 변수로 베타(Beta)계수의 절대 값이 가장 높은 

심미성, 안정성, 흥미성 변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벽돌 담장 줄눈의 선호성이 높이기 위해서 심미성, 안정

성, 흥미성을 높인 줄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벽돌 담장 줄눈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결

과, 통 줄눈의 경우는 싫어하고, 평범하고, 인공적이고, 

단순하고, 안정적이고, 지루하고, 질서 있다는 쪽으로 나

타났으며, 막힌 줄눈의 경우는 평범하고, 안정적이고, 질

서가 있다는 쪽으로 평가되었다. 미국식 줄눈은 막힌줄

눈과 유사하여 심리적 특성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었으

나 그와 다르게 독특하고, 현대적이라고 나타났다. 영국

식 줄눈의 경우는 독특하고, 현대적이고, 복잡하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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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다는 쪽으로 조사되었고, 플레밍식 줄눈의 경우는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 주변에 적용된 기본적인 벽돌 줄눈을 

사용하여 실험한 것과 피험자 집단을 일반 대학생으로만 

한정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적용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후

에 보다 다양한 일반인 계층을 대상으로 심도 높은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1) 공간의 존재와 특징은 대개 그 공간을 둘러싸는 공간구성 요
소가 결정 한다. 공간은 바닥, 천장. 벽의 3가지 요소로 형성된
다.<안동만, 1999, p. 207.> 

주2) Gary Robinette가 지은 책 Plants, People and Environmental 
Quality에서의 기준에 따르면 완전위요는 주변 건물 벽이 1:1 
(거리 대 건물 높이 비)비를 이룰 때, 혹은 45도 시각을 가질 
때 생긴다. 위요의 임계는 2:1일 때 이며, 최소의 위요는 3:1일 
때, 4:1일 때는 위요감이 없어진다고 한다..<Booth, 1983, p. 
130.>   

주3) 표준벽돌의 크기는 190㎜×90㎜×57㎜ 이다.

주4) 프레밍(flemish)은 현재 벨기에 서부, 네덜란드 남서부, 프랑스 
북부를 포함한 북해에 면한 중세 국가를 칭하는 용어이다.

주5) 어의구별척은 원래 환경, 인간, 장소 혹은 상황 등에 관한 의
미 및 강도를 조사하는 데 쓰이는 방법이다(Osgood et al., 
1957, p. 21.).

주6) 고등학교 교과서(교육부, 1993)에서 플레밍식 줄눈은 외관이 
아름답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이 4.12로
서 보통 수준(중간 값: 4)의 평가를 받았다.

주7) 회귀분석 방법은 독립변수를 모두 동시에 투입하는 Enter 방식
과 주요한 변수 순으로 투입하다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변수만 남게 되면 분석을 중단하는 Stepwise 방식이 있으며, 
모든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회귀식을 도출하고 나서 중요
도가 낮은 변수를 순차적으로 제거해 가면서 회귀식을 산출하
는 Backward 방식이 있다.<채서일․김범종, 1989, p. 89.>

주8) R2은 결정계수라고 하며,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회귀식이 데

이터에 적합하다고 한다. 

주9) Beta는 회귀계수를 표준화한 것으로서 회귀계수의 중요도를 
나타낸다.<채서일․김범종, 1989,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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