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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인들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고 감성은 이런 질 높은 삶의 근본 인 요소라는 인식이 확 되

면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반에 걸쳐 감성을 반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감성디자인은 이런 사회  

상을 배경으로 한다. 본고는 감성디자인에 있어 ‘감성체험’이라는 인간 심 인 측면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다. 즉 디자이 가 감성디자인을 창출하고자 할 때 로그래 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감성체험의 기본범주와 각 범주별 련요소들에 해 연구하 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심

으로 진행되었다. 본고는 로그래 을 한 감성체험의 기본범주를 첫째, 감성의 발생인자(사용자의 감성

 욕구), 둘째, 감성의 달과정(사용자 여 수 별 디자인 근법), 셋째, 감성의 체험모듈(사용자의 감성

체험 경로)이라는 세 가지로 분류하 다. 감성의 발생인자는 생리  감성, 심리  감성, 사회  감성, 문화

 감성으로 분석되었고, 감성의 달과정은 기호  근(소극  수용자), 경험  근( 극  수용자), 상

호작용  근(소극  창조자), 참여  근( 극  창조자)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감성의 체험모듈은 지

각하기, 느끼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계짓기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감성디자인∣감성발생인자∣감성전달과정∣감성체험모듈∣
Abstract

In post-industrial society, the ability to feel and express emotion is becoming ever more 

important. In diverse areas of our lives such as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activities, 

we are witnessing an increased application of the emotional dimens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human experiences in emotional designs. Literature reviews and case analyses have been 

used as the main research methods. I first examine the aspects of emotional experience in 

designs, and then go on to analyze the components of each aspect. Emotional experience in 

designs has three basic aspects : (a) initially there exist user’s emotional needs (b) then these 

emotions are delivered through design, (c) finally, emotions expressed in designs are experienced 

by the user. Followings are the related components for each aspect : (a) Phys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cause one to feel emotional needs. (b) Emotion is 

delivered either through visual symbols, experience, interaction and participation. (c) Emotion is 

experienced by sensing, feeling, thinking, acting and relating.

■ keyword :∣Emotional Design∣Emotional Causes∣Delivery of Emotion∣Experiential Modules of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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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디자인은 그 시 의 사회를 반 하는 문화 상이다. 

21세기 후기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을 추

구하고 있다. 인류가 산업사회를 거치며 물질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기에 한 차원 높은 심리  욕구를 추구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감성은 이런 질 높은 삶의 근본

요소라는 인식이 확 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반에 

걸쳐 감성을 반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감성디자인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 다. 선

행연구[1]에서는  감성디자인의 다양한 표 경향

들을 21세기 사회문화  패러다임과의 연 성 하에서 

분석하 다. 그러나 디자인은 사회문화  상임과 동

시에 한 인간을 상으로 한다. 디자인의 주요 

패러다임 의 하나가 ‘인간 심 패러다임’이다. 산업시

의 기계 심 인 사고에서 벗어나 디자인의 사용자

인 인간에 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감성디자인의 인간 심 인 측면, 특히 ‘사

용자의 감성체험’이라는 측면에 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해 본고는 감성디자인의 로그래 에서 고려

할 사용자 감성체험의 기본범주  각 범주별 련요소

들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감성체험의 

로그래 을 한 기본 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감

성체험이라는 다소 모호할 수 있는 사용자 행태를 디자

인 작업에 용할 수 있는 구체화된 정보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내용 및 방법
디자인의 로그래 은 문제인식 단계, 문제분석 단

계, 문제진술 단계, 문제해결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에서 본고는 ‘문제분석 단계’에 용될 감성체험의 요소

들에 한 연구로 범 를 제한하고자 한다. 문제분석 

단계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문제진술 단계와 문제해결 

단계는 학회논문의 지면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이를 미래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 

본 연구는 감성디자인과 련된 폭넓은 연구주제들 

에서 사용자의 ‘감성체험’과 련된 요인들로 연구의 범

를 정한다. 사회문화 , 물리환경  요인들에 한 연

구는 연구범 에서 제외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장에서는  감

성디자인의 개념과 표 유형, 감성디자인의 로그래

에 해 설명했다. 3장에서는 감성체험의 기본범주와 

각 범주별 련요소들을 분석했다. 4장에서는 분석결과

의 용성을 검토하기 해 사례분석을 실시했고 5장

에서는 분석결과의 활용방안으로 감성체험 로그래

의 기본과정을 제안했다. 6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미래 연구과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심으로 진행되

었다. 심리학, 소비자학, 감성디자인, 감성마 , 체험

마  문헌들에서 사용자 감성체험에 해 조사하

다. 한 분석결과의 용성을 검토하기 해 사례분석

을 실시하여 각 련요소와 연 된 사항들의 정성  분

석  연 성 수 분석을 실시하 다.

II. 감성디자인의 이해

1. 감성디자인의 개념
20세기 말에 보들리야르는 소비사회에서는 생산

력보다 소비력이 더 요하며 사물들은 ‘사용’ 가치보다 

‘기호’ 가치가 더 요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2]. 사

물의 목 과 기능보다 체험과 감성이 요하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21세기의 디자인은 에 보이지 않는 감

성에 형태를 부여해 사용자의 선호감정과 라이 스타

일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임무가 되었다.

오늘날의 디자인 환경에서 감성은 그 의미가 폭넓은 

범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감성을 의로 정의하자면 감

각과 감정의 수 에서 일어나는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

다.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느끼는 경험이나 지각을 감

각이라고 하며, 감정은 이러한 감각  지각이나 경험에 

해 느끼는 희로애락의 심리  반응을 말한다. 그러나 

의 감성은 좀 더 의의 의미를 포함한다. 의의 

감성에는 생리 , 심리  감성뿐 아니라, 사회 , 문화

 감성도 포함된다. 감성디자인은 사용자의 이런 내재

인 심리상태를 실화, 외 화, 가시화 해주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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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총체 으로 의미한다[1].

감성디자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치창출 디자인시

’ 때문이다. 사회는 창조  능력과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디자인 한 외형디자인 개발

에서 벗어나 내  가치의 창출, 즉 디자인의 내용과 개

념을 창조하고 사용자의 행태를 이끌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에 의해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도록 요

구받고 있다. 디자인이 시각표  심의 존재가치를 넘

어 인간 삶의 요한 측면들과 새로운 라이 스타일을 

창조 인 시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가치를 지

니게 된 것이다[3].

발달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계설’에 의하면 인

간은 동물  욕구인 신체, 생리  욕구 외에 상 의 심

리 , 자아실  욕구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런 자

아실 의 근본 인 욕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체, 

생리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반드시 상 의 심리 , 

자아실  욕구를 추구한다고 하 다[4]. 그러므로 경

제발 을 통해 하 의 신체, 생리  욕구를 충족한 사

회에서는 고차원의 심리  만족감을 추구하게 된다. 

의 감성디자인은 이런 상 욕구의 충족을 해 다양

한 표 방법론을 수용하며 확 되고 있다.

2. 감성디자인의 표현유형
의 디자인은 더 이상 특정 사조에 지배되지 않는

다. 21세기의 가장 향력 있는 가치 이 다원주의이기 

때문이다. 소사스, 멘디니, 스탁 등에 의해 심미  디자

인을 심으로 시작된 감성디자인은 에는 다원주

의  특성을 드러내며 표 방식이 확장되고 있으며 다

원주의의 극단  상인 개인성의 출 과도 보조를 맞

추고 있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1]에서 21세기 주요 

사회  패러다임과의 연 성 하에서  감성디자인

의 표 유형들을 [표 1]과 같이 분석하 다.

사회 상 감성디자인유형 주요특징

다원주의
와

탈중심 
주의

펀(Fun)
디자인

대중문화의 수용. 유머, 유아적 표현, 유쾌한 반
전, 과장, 엉뚱함

개인형 디자인 개인의 주관적 취향을 만족. 자기실현의 경험

참여디자인
집단을 위한 디자인 영역에서 사용자들을 디자
인프로세스에 적극 참여시키는 접근법. 사용자
들의 소속감과 애정 확보에 유리

표 1. 21세기 사회적 패러다임별 감성디자인 표현유형

감성 
혁명

오감디자인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오감을 디자인
의 범위로 포함. 온 몸으로 느끼는 디자인

친근․호감의 
감성을 활용한 

디자인

사랑, 위로, 안심, 감동, 동심 등과 관련된 감정
을 컨셉으로 하는 디자인. 디지털에 아날로그의 
익숙한 감성을 접목시킨 디자인 등

자극적 감성을 
활용한 디자인

강하고 자극적인 감성의 충족. 사회적 금기에 
관련된 주제. 무의식적인 성추동과 공격추동, 
마조히즘적 성향,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등

심미적 디자인 디자인의 심미성이 주는 뷰티프리미엄 효과. 사
용자의 자아존중감 향상, 애착심의 발동

비물질적 
가치관

퍼포먼스형 
감성디자인

디자인의 시공간예술화와 관련. 사용자의 몰입
과 감성적 반응을 유도해 내기에 유리함. 빛, 영
상, 물, 안개, 소리 등 비물질적 매체 활용. 경관
조명, 분수쇼, 미디어아트 등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디자인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감정이입 효과. 스
토리텔링을 통해 소비자는 상품이 아닌 그 상품
에 담긴 이야기, 문화, 감성을 소비함

유기체적 
세계관

힐링․웰빙의 
에코디자인

식물로 구성된 환경은 인간의 정신적 능률과 생
리적 쾌적성, 안정성을 회복시키고 심리적 스트
레스를 감소시킴. 또한 자연에의 복귀를 소망하
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킴

감성 인터랙티브 
디자인

상호작용성을 통해 디자인은 무생물체에서 벗
어나 인간과 인지적, 감성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생물체로 변화되고 있음

3. 감성디자인의 프로그래밍
디자인에서 로그래 이란 정보를 수집, 분석해 디

자인과 련된 문제를 정확히 진술하는 과정이다. 한 

사용자 행 체계를 분석해 이를 반 하기 한 행태장

치의 특성을 정의하는 등 디자인 조형작업에 필요한 구

체 인 정보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20세기동안 로그

래 은 체 디자인 로세스의 기단계 정도로 인식

되었다. 그리고 물리  체계를 기능 으로 연결하기 

한 분석과정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에는 사용자들의 복잡한 요구와 이를 한 행태의 명

확한 반  필요성 때문에 로그래 은 이제 단순한 

기단계가 아닌 디자인과정의 요한 실체로 인식된다.

디자인의 로그래 은 ‘문제인식 단계’, ‘문제분석 

단계’, ‘문제진술 단계’, ‘문제해결 단계’라는 기본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욕구와 행태 등 변수요

소들 간 상호 계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 디자인의 

조형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  언어화한다.

사실 로그래 은 디자인에 향을 미치는 경제, 문

화, 양식, 구조, 사회학 등 폭넓은 심사를 반 한다. 

한 로젝트 타당성연구, 사용자 요구조사, 기능 로

그램, 디자인조건 등이 기술될 수 있다. 각 로그래

은 로젝트 목 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요한 은 

인간의 문제이다. 즉 물리 , 외부  요인의 고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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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지만, 주안 은 인간의 행 체계를 한 지원성에 

을 두어야 한다[5]. 따라서 본고의 심은 감성디자

인의 로그래 에서 고려할 인간 심 인 측면, 특히 

감성체험의 행 체계와 행태장치에 련된 요인들이

다. 로그래 을 통해 감성체험이라는 행 체계를  디

자인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화된 정보로 진술할 

수 있도록 련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III. 감성디자인에서의 사용자 감성체험 분석

3장은 본고의 핵심 장으로 감성디자인의 감성체험 

로그래 에서 고려할 사용자 감성체험의 기본범주와 

각 범주별 련요소에 해 분석한다.

1. 감성체험의 기본범주
감성체험의 기본범주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감성

의 ‘발생→ 달→체험’과 련된 범주이다.

① 감성의 발생인자
첫째, 감성의 발생인자에 한 고려이다. 즉 디자인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용자의 감성  욕구를 악

하는 것이다. 소비자욕구론들을 보면 인간욕구는 본능

 생존유지를 한 욕구(신체 련 욕구)에서 시작해 

사회  동물로서의 욕구(사회 련 욕구)로 이행하고 최

종 으로 개인의 자아실 을 한 욕구(자아 련 욕구)

로 연결된다. 감성디자인은 자아실  욕구와 연 이 많

지만[6]  감성디자인은 신체 련 욕구, 사회 련 욕

구와도 연 성을 보인다. 그러나 신체 련 욕구와 연

되더라도 생존, 안 의 욕구라기보다는 감성  쾌감이

나 즐거움을 신체감각을 통해 추구하는 것과 연 된다.

② 감성의 전달과정
둘째, 디자인에서 감성의 달과정에 한 고려이다. 

의도된 감성을 달하기에 합한 디자인의 근법을 

사용자의 여 수 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모더니즘시 까지 디자인과 조형은 공간 술의 역

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는 기본 으로 물질  속

성과 시각언어를 기반으로 하 다. 그러나 로세스 아

트와 퍼포먼스가 시작되면서 조형 술에 ‘시간 술’의 

속성이 결부되기 시작했다. 시간 술은 물질  속성보

다는 ‘경험’을 더 요하게 다룬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술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시간 술  속성뿐만 아

니라 디자인과 조형은 유기체  세계 을 수용하며 인

간과 인간, 인간과 디자인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로서 

진화하는 상도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사용자의 역할과 여 수 의 변화이다. 

다원주의와 유기체  세계 의 향은 사용자 각 개인

의 역량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형을 변

화시켜왔다. 본고에서는 디자인의 이런 변화를 포

하여 디자인에서의 감성 달 과정을 분석하 다.

③ 감성의 체험모듈
셋째, 이 게 디자인을 통해 달된 감성을 사용자들

이 경험하게 되는 체험경로에 한 고려이다. 즉 사용

자의 감성체험 모듈에 해 악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인간이 조형  상을 감성 으로 체험

을 하게 되는 경로를 시각, 청각 등의 신체감각  측면

에서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 했

듯이 조형의 역이 다변화, 다양화하면서 사용자가 특

정 상을 감성 으로 체험하여 수용하는 경로에 한 

인식도 확장되고 있다.

2. 감성체험의 기본범주별 관련요소 분석
이 에서는 감성체험의 구체 인 련요소들을 

의 세 가지 기본범주별로 분석한다.

2-1. 감성의 발생인자_사용자의 감성적 욕구
표  소비자욕구론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7-9].

매
슬
로
우

①생리적 욕구
②안전의 욕구
③소속감과 사랑
의 욕구

④존중의 욕구
⑤인지적 욕구
⑥심미적 욕구
⑦자기실현

한
나

①신체적 안전
②물질적 안심
③물질적 안락
④타인에 의한 수용
⑤안정적 측면
⑥영향력 행사
⑦개인적 성장

알
더
퍼

①생존욕구
②관계욕구
③성장욕구

셋
비
아

①기능적 욕구
②사회환경적 욕구
③주관적 욕구

뢰
바
흐

①실제적 기능
②상징적 기능
③미적 기능

표 2. 대표적인 소비자 욕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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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들 소비자욕구론과 감성  쾌감에 한 

Jordan의 연구[10]를 토 로 사용자의 감성  욕구, 즉 

감성의 발생인자를 분석하 다.

Jordan은 디자인을 사용하며 느끼는 감성  쾌감을 

신체감각을 통한 즐거움인 Physio-Pleasure, 인지  반

응에 따른 즐거움인 Psycho-Pleasure, 타인들과의 

계로 인한 즐거움인 Socio-Pleasure, 취향이나 가치 등

과 련된 즐거움인 Ideo-Pleasure로 분류했다. 이를 

표2와 비교하면 Physio-Pleasure는 신체, 생존 련 욕

구와, Psycho-Pleasure는 인지 , 심미 , 기능  욕구

와, Socio-Pleasure는 소속감, 사랑, 존 , 수용, 계 등

의 사회환경  욕구와, Ideo-Pleasure는 성장, 자기실  

등의 주  욕구와 연 되어 있다.

본고는 감성  쾌감에 한 이 4가지 분류를 수용하

지만 [표 2]의 주  욕구, 자기실 욕구, 상징  욕구 

등을 좀 더 명확히 포함하도록 ‘Ideo’를 ‘문화 ’이라는 

표 으로 수정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나 취향이

라는 것은 기본 으로 문화의 범주에서 논의되기 때문

이며 특히 상징  욕구는 문화  의미를 제외하고는 논

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분류한 감

성의 발생인자는 다음의 4가지이며 사용자들은 의식

으로, 는 무의식 으로 제품과 디자인을 통해 이런 4

가지의 감성  쾌감을 추구한다.

① 생리  감성 욕구

이것은 디자인에 의한 자극이 사용자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각 등의 감각기 을 자극하고 이에 사용

자의 신체가 직 으로 반응하며 얻게 되는 즐거움과 

흥분, 쾌감 등의 감성을 의미한다. 즉 감각기 을 통한 

신체  쾌감의 추구 욕구와 련된 감성이다.

그림 1. PARKROYAL on Pickering, Singapore, WOHA 
Architects, 2012 [20]

[그림 1]은 소비자의 생리  감성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힐링공간으로 디자인되었다. 동남아의 계단식 논

처럼 여러 층으로 이어드된 정원은 자유곡선 형태로 

되어있고 폭포수에 의한 청각효과와 더불어 피톤치드 

효과에 의한 후각과 각의 자극 등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도심 속의 삼림욕 공간을 제공하 다.

다른 유명사례로는 스타벅스의 오감디자인 매장, 하

라 야의 햅틱디자인 등이 있다.

② 심리  감성 욕구

이는 사용자의 뇌가 정서 , 인지  반응을 일으키며 

발생시키는 즐거움과 흥분 등의 감성을 의미한다.

[그림 2]는 3M사의 방탄유리 고 설치물인데 ‘공격

욕구’라는 소비자의 심리  감성에 어필하는 고디자

인이었다. 방탄유리 박스 안에 300만 달러(실제로는 

500달러+가짜돈)를 넣고 깨는 사람은 가져가라고 함으

로써 많은 사람들의 공격욕구를 자극하 다.

 

그림 2. 3M Security Glass 광고(Canada Vancouver), 
Rethink, 2005 [21]

특히 심미  디자인들은 이런 심리  감성욕구를 잘 

충족시킨다. 필립 스탁, 카림 라시드, 잉고 마우러 등은 

디자인에서의 심미성을 잘 활용한 표 인 의 감

성디자이 들이다.

③ 사회  감성 욕구

이는 인간이 사회  동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욕구

로써, 타인과 감성  상호작용을 하고  욕구이다.

그림 3. The Buddy Cup, Budweiser, 201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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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와이 (Budweiser)의 버디컵[그림 3]은 컵에 장

착된 마이크로칩을 통해 건배한 사람끼리 페이스북에

서 친구가 되도록 디자인되었다.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

며 더욱 쉽게 친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회

 동물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감성 욕구를 맥

주 련 제품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한 것이다.

다른 유명사례로는 사용자 감성을 표출하는 패션을 

선보인 SKIN Probe Project(필립스, 2006)가 있다.

④ 문화  감성 욕구

이는 사용자가 갖게 되는 감성  즐거움이 개인 , 

는 사회  정체성, 가치   문화  상황과 련되

어 있을 때 느끼는 욕구로서의 감성을 의미한다.

이런 문화  감성을 충족시키기 한 시도의 하나가 

디지로그(Digilog)의 발달이다. 디지로그를 용한 디

자인은 디지털기술에 문화 으로 익숙한 아날로그의 

감성을 더함으로써 과거문화에 한 향수를 충족시킨

다. [그림 4]는 iPad에 아날로그 타이 라이터를 결합시

킨 제품이다. 타이핑할 때 느낄 수 있는 강한 각  피

드백도 이 제품이 주는 매력 의 하나이다.

그림 4. iTypewriter, Austin Yang, 2012 [23]

각 개인소비자의 개성과 정체성을 극 반 한 나이

키샵(1999∼ 재)도 이의 표  사례이다.

2-2. 감성의 전달과정_사용자 관여 수준별 디자인접
근법

이 에서는 와 같은 감성  욕구를 디자인에서 

달하는 과정에 해 분석하 다. 즉 의도된 사용자의 

감성  욕구를 달할 수 있는 디자인의 근방법을 사

용자의 여 수 에 의거해 분석하 다.

이는 조형 술에서 람자 역할의 변화과정과 같은 

맥락에서 분석될 수 있다. 조형에서 람자 역할은 20

세기 말에 ‘소극  수용자’에서 ‘ 극  수용자’로 변모

했고, 21세기에 와서는 ‘소극  창조자’로, 재는 ‘ 극

 창조자’로 차 그 여 수 이 강화되어 왔다. 본 연

구는 감성디자인의 인간 심 인 측면에 을 맞추

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디자인 근법도 이런 사용

자의 여 수 에 을 맞춰 분석하 다.

20세기 모더니즘까지 조형 술은 기본 으로 시각  

근법을 심으로 발달하 다. 람자나 사용자는 ‘소

극  수용자’인 것을 제로 하 고 엘리트 술가들은 

자신들의 엘리트 인 조형의도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하다고 생각하는 시각  조형언어들을 활용

하여 제시했다. 람자는 이들의 조형의도를 작품에서 

악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존재 으므로 술은 이런 

술가들의 의도를 악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시각 상물이었다.

이런 조형 술이 20세기 말 포스트모던 시 의 도래

와 함께 큰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시각언어를 심으로 공간 술 역에 머물 던 조형

술에 시간 술의 속성이 결부되기 시작했다. 즉 조형

술에서 물질의 요성이 약화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람자 경험의 요성이 차 커지기 시작한 것이

다. 이런 경향을 반 하면서 설치미술, 로세스 아트, 

지 술(Earth Work)을 비롯해 해 닝, 퍼포먼스 등

이 등장했다. 즉 조형의 최종결과물로 ‘물질’이 아니라 

람자의 ‘경험’이 남게 되는 분야가 탄생한 것이다. 이

때부터 람자는 ‘소극  수용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 극  수용자’로 변화되었다.

21세기 디지털시 가 자리를 잡아가고 유기체  세

계 과 가치 이  세계 으로 수용되면서 모든 분야

의 경계가 해체되는 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경

계의 해체경향이 조형에서 반 되는 상 의 하나가 

창작자와 사용자 간 경계의 해체이다. 즉 사용자가 

술창작에 직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경향을 

반 하는 것이 인터랙티  아트, 커뮤니티 아트 등이다. 

이제 사용자는 술의 창작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 자가 아니라 술의 창작  변화과정에 여하는 

‘창조자’로 진화한 것이다.

사용자에 한 조형의 이런 태도변화는 디자인에서

도 수용되었다. 오랫동안 디자인의 표 방식도 시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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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주 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자인의 용범 가 확

되고 시공간 술화하면서 비시각 , 심리  표 방

식의 요성이 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

런 조형 술에서의 표 방법 확 를 기반으로 디자인

에서의 감성 달과정을 ‘사용자 여 수 ’에 의거해 다

음의 4가지로 분석하 다. 이 4가지 근법은 한 디자

인에서 통합 으로 용되기도 한다.

사용자 여 수 디자인 근법

수용자 소극적 수용자 기호적 접근
적극적 수용자 경험적 접근

창조자 소극적 창조자 상호작용적 접근
적극적 창조자 참여적 접근

표 3. 사용자 관여 수준별 디자인 접근법

① 기호  근 : 소극  수용자로서의 사용자

기호  근은 디자인에서 시각  요소를 기본으로 

하는 근법이다. 디자인에서 통 으로 활용되어 온 

근법이다. 인간은 문자를 포함한 상징, 도상, 지표로 

자기 생각을 표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며, 서

로 의사소통한다. 이 게 자기 생각을 표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 내는 행 를 의미작용

(signification)이라 하고, 의미작용과 기호를 통해 메시

지를 주고받는 행 를 커뮤니 이션이라 하며, 이 둘을 

합해 기호작용(semiosis)이라 한다. 소쉬르에 따르면, 

기호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 그리고 기호 

자체로 구성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했

다면,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기의이고, 장미꽃은 이 기

의를 달하는 수단인 기표가 된다. 기의가 기표와 결

합하여 사랑을 표 하는 기호를 만들어낸 것이다. 꽃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선물한 사람의 의도를 해석한다. 

이때 발생하는 상이 의미작용이다. 기표로 기의를 표

하는 쪽뿐만 아니라 기표를 하여 해석하고 이해하

는 쪽에서도 의미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쪽과 받

은 쪽의 의미작용이 동일할 경우 성공 인 커뮤니 이

션이 일어난 것이다[11].

기호학에서 말하는 와 같은 의미작용에서 기표로

서 시각 인 조형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본고에서 말

하는 디자인에서의 기호  근법이다. 이 근법에서

는 무형의 감성 개념을 유형의 감성 구조로 환하기 

해 디자인의 시각  언어를 활용한다. 즉 에 보이

지 않는 내  감성을 시각 인 조형언어를 통해 외 화

하는 방법이다. 달하고  내용을 직 으로 알 수 

있도록 연상이나 은유  표 이 활용되기도 한다. 컨

 부드럽다, 무섭다, 귀엽다, 화려하다 등의 감성  특

성(기의)을 형태, 색채, 질감 등의 디자인 요소(기표)를 

통해 구체화, 시각화함으로써(기호 형성) 이 느낌을 사

용자에게 달(의미작용)하는 것이다.

를 들어 ‘귀엽다’는 느낌을 해 디자이 는 직선보

다는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할 것이며 강한 색보다는 

스텔톤의 색채를, 거칠고 딱딱한 감보다는 매끄럽고 

말랑말랑한 감을 부여할 것이다. 한 ‘귀여움’을 연

상시키는 동물이나 사물의 형태를 활용하기도 할 것이

다[그림 5]. [그림 6]은 이와는 반 로 깨진 시의 편 

형태로 분노, 좌  같은 감성을 달한다.

그림 5. Alessi제품 [24]

그림 6. Porca Miseria!, Ingo Maurer, 2004 [25]

이런 기호  근법이 심이 된 디자인에서 사용자

는 기본 으로 ‘소극  수용자’의 입장이다. 디자이 는 

타겟 사용자의 심리 , 문화 , 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 하지만 여 히 사용자의 역할은 디자이

가 제시한 감각 인 디자인을 디자이 가 의도한 방

식으로 즐기는 수 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기호  근법은 부분의 디자인에서 주요

방법론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론과 함께 용되는 기

본 인 근법이기도 하다. 디자인이 시각 역을 벗어

나 확장되고 있는 것이 실이지만 이런 확장도 기본

으로 디자인이 ‘시각 술’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확장

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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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험  근 : 극  수용자로서의 사용자

경험  근은 ‘사용자의 경험(experience)’을 요한 

고려사항으로 하는 근방법이므로 비시각 , 심리  

근을 심으로 한다. 즉 디자인에 의해 일어나는 사

용자의 감각 , 심리 , 신체  변화  이에 의해 발생

하는 사용자 경험이 주요 심사인 근법이다. 이것은 

의 디자인이 산업시 의 물질  가치 에서 벗어

나 비물질  가치 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시공간

술화 하고 있는 상과 깊은 련이 있다.

설치미술, 로세스아트, 퍼포먼스 같은 술형식이 

조형에 도입된 후에 디자인을 포함한 조형은 더 이상 

공간 술의 역에 머무르지 않고 시공간 술화 하고 

있다. 시공간 술에서 요한 것은 ‘시간  속성’과 이

에 의한 사용자의 ‘경험’이다. 시공간 술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형이 변화하며 최종 으로는 물질이 아

니라 사용의 경험만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컨  벨라지오호텔 분수쇼[그림 7]는 물, 빛, 음악 

등 통 으로는 조형의 언어가 아니었던 비물질  재

료들을 활용해 람자의 심리  경험을 극 화시키는 

공공디자인 사례이다. 한 야간경 조명디자인으로 

성공의 거둔 리옹의 Fete des Lumieres(1999~ 재)도 

표 인 사례이다. 이런 퍼포먼스형 디자인에서는 ‘경

험’을 형성해주는 서비스로서의 역할이 요시되기 때

문에 의도된 사용자 경험이 유발되도록 사용자의 신체

, 심리  특성을 디자인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요

하다. 그러므로 이런 근법이 심이 된 디자인에서 

사용자는 능동  수용자로 다루어진다.

그림 7.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호텔 분수쇼 [26]

③ 상호작용  근 : 소극  창조자로서의 사용자

상호작용  근은 사용자와 디자인 간, 는 사용자

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감성요소를 주요하게 

다룬다. 이 근법이 디자인에서 활용되게 된 배경에는 

디지털기술과 유기체  세계 의 발달이 있다. 유기체

 세계 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상들이 상호 복

잡하고 긴 하게 연 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세상에 

한 이런 인식은 각 분야 간 명확한 경계를 허물며 모든 

상, 모든 존재들을 상호 향을 주고받는 상으로 

인식하도록 인들의 사고체계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와 나, 디자이 와 사용자, 창작과 사용이라는 

이분법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 모든 디자인에서 자주 활용되는 표 방식인 인

터랙티  디자인은 특히 이런 근법이 요한 디자인 

유형이다. 인터랙티  디자인에서 사용자는 소극  수

이긴 하지만 사용자이면서 디자인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창작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사용자의 상호작용 경

험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계성에 한 심성모형, 상호

작용 행태의 유발, 즉각 인 피드백 등을 철 히 고려

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사용자의 욕구  행태, 인지심

리  커뮤니 이션 특성에 한 면 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12].

디자인-사용자 간 상호작용의 측면에는 피드포워드, 

피드인, 피드백이라는 상 단계가 있고 속, 몰입, 심

성모형 형성, 상호작용 행 , 변형, 경험  발생이라는 

6개의 세부 실행단계가 있다[표 4].

수행단계 내용

선행적 프로세스
-피드포워드
Feedforward

접속 디자인에 제시된 디자이너의 상호작용성 
의도와 사용자 응시의 만남

몰입
디자인에 제시된 상호작용 지원요소와 이
의 특성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 집중과 
몰입

실행적 프로세스
-피드인 Feedin

심성모형 
형성

사용자의 머릿속에 상호작용성에 대한 인
지적 심성모형을 형성

상호작용 
행위

상호작용을 위한 사용자의 행위 선택과 
수행

귀환적 프로세스 -
피드백 Feedback

변형 디자인의 상태변화와 사용자에의 피드백

경험적 발생 디자인에 대한 사용자의 경험 변화

표 4. 상호작용의 행태 프로세스[13]

첫째, 피드포워드 단계가 있다. 피드백이 사후  기능

이 발생하는 단계라면, 피드포워드는 상에 기 한 상

호작용의 조 기능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본격 인 상

호작용이 일어나기 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방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련된다. 주로 디자인 환경의 

상호작용  특성을 지각하는 것과 련되어 있다.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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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드가 잘 작용할 때 피드백 단계가 원활하게 기능하

고 상호작용이 질 으로 향상된다[14]. 피드포워드의 

세부 실행단계로는 속과 몰입이 있다.

둘째, 피드인 단계는 상호작용 결과를 가져오기 한 

참여행태가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사용자는 앞선 

단계에서 악된 상호작용 요구사항을 인지 으로 처

리해 심성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의거한 외  행동을 

실천한다. 이 단계는 상된 상호작용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비하

는 단계이기도 하다[14]. 피드인의 세부 실행단계로는 

심성모형 형성과 상호작용 행 가 있다.

셋째, 상호작용이 가지고 있는 순환  특성으로서의 

피드백 단계가 실행된다. 이는 상호작용의 사후  조

기능이며 러스(＋)와 마이 스(－) 피드백이 있다. 사

용자가 행한 행동에 해 상했던 결과가 일어나면 

러스 피드백을 받은 것이고 사용자는 그 행동을 강화하

여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상했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거나 다른 반응이 일어나면 마이 스 피드백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행동을 단하거나 다른 행

동으로 환할 것이다. 앞선 피드포워드와 피드인 단계

가 잘 작동했다면 마이 스 피드백이 일어났을 경우에 

비한 다른 체  상호작용 행태가 디자인에서 잘 

비되어 있을 것이다. 피드백의 세부 실행단계로는 변형

과 경험  발생이 있다.

디자이 는 와 같은 로세스에서 감성  상호작

용이 의도 로 작동되도록 계성에 해 면 하게 계

획해야 한다. 특히 피드백 단계에서 의도했던 상호작용

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비한 체  상호작용 행

태를 잘 계획해야 한다. 사용자가 생성하는 디자인에 

한 심성모형이 디자이 가 의도한 심성모형과 일치

하는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이다.

[그림 8]의 병원은 어린이 환자들이 병원에서 느끼는 

긴장감을 잊도록 치료실로 가는 복도에 interactive 

animal wall을 설치하는 감성 로젝트를 실시하 다. 

복도벽은 자연의 캔버스가 되어 환자들의 움직임에 인

터랙티 하게 반응하면서 말, 사슴, 고슴도치, 새, 개구

리 등의 다양한 동물들이 나타난다. 아이들의 키에 맞

추어 여러 높이에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

그림 8. Nature Trail, Jason Bruges Studio, 2012 
(Great Ormond Street Hospital for Children 복
도의 Interactive Animal Wall) [27]

다른 유명사례로는 람자의 행 가 사운드 변화로 

연동되는 소노하우스(Son-O House)(Edwin van der 

Heide & NOX, 2004)가 있다.

④ 참여  근 : 극  창조자로서의 사용자

‘창조자로서의 사용자’ 역할은 디자인에서 그 범

가 차 확 되고 있다. 창조과정에의 사용자 여 

수 을 더 극 으로 수용한 것이 참여  근방법이

다. 이것은 ‘ 로세스와 차’에 을 둔, 즉 결과보다 

‘과정’에 을 둔 디자인의 새로운 근방식이다. 디

자이 의 독  권한이던 창작의 권한을 사용자와 공

유하게 된 것이며 디자이 가 사용자의 능력을 수용하

게 된, 디자인에서의 ‘탈 심화’ 과정이다. 이 근법에

서 디자이 의 가장 요한 역할은 사용자의 참여를 어

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런 참여디

자인은 사실 결과물만을 놓고 보면 문가인 디자이

가 디자인한 것보다 조형  가치는 떨어진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에 지를 쏟은 상에 애착을 느끼는 심

리가 있다. 따라서 참여  근은 사용자들의 소속감과 

애착심 확보에 유리한 략이다. 그러므로 이의 계획에

서 요한 것은 사용자의 심리 , 감성  요구를 잘 

악하여 디자인에 반 하는 것, 사용자의 극  몰입과 

의도된 행태, 이에 의해 발생하는 감성  만족감을 극

화하는 것이다[1].

참여  근은 개인형디자인에서 가장 요한 감성

체험의 고려사항이다. 컨  Custom Converse[그림 

9]는 디지털 린트시스템을 통해 Blank Canvas라 명

명한 흰색 스니커즈에 고객이 원하는 패턴을 린트 할 

수 있는 Custom Studio를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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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ustom Converse, 2011∼ [28]

창작에의 사용자 참여가 집단수 에서도 이루어진 

인 청계천 소망의 벽[그림 10]은 시민들의 소망을 그

린 타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나 청계천홍

보 을 방문해 그림이나 씨를 그려 신청했다.

그림 10. 청계천 소망의 벽, 2005 [29]

2-3. 감성의 체험모듈_사용자의 감성체험 경로
이 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에서 달된 감

성요소를 사용자가 체험하게 되는 경로를 조사한다. 즉 

감성의 체험모듈을 분석한다. 본고에서는 특정 디자인

에서 주요하게 고려할 모듈에 한 정의를 해 각 체

험모듈을 명확히 구분된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사실 이

들은 인간의 체험과정에서 확실히 분리되어 작동하기

보다는 서로 깊은 연 성을 가지고 작용한다. 본고는 

이런 감성의 체험모듈을 체험마 에서 제안하는 

략  체험모듈(Strategic Experiential Modules)[15]을 

기반으로 분류했으며 이를 본고에 맞추어 재정리했다.

① 지각하기(Sense)

이것은 시각, 청각, 각, 미각, 후각의 감각기 을 통

한 지각에 의해 미학  즐거움, 흥분, 만족감 등이 체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감디자인은 이를 극 으로 활

용한 감성디자인 표 유형이다. 뭔가를 확실히 이해하

기 해서 인간은 감각에 많이 의존한다. 감각은 기억

과 연결되어 감성을 자극한다. 인간의 기억보 소에는 

가치, 느낌, 감성이 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기억 장을 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각이라는 트

랙을 사용하며 이 5개 트랙은 정서와 직 으로 연

되어 함께 작동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장

한다[16]. 이처럼 감각은 기억과 연결되어 시 지 효과

를 발휘하며 인간의 체험과 사고에 큰 향을 미친다.

[그림 11]은 자동디스펜서를 르면 잌이 나오는 

고 설치물이며 잌향도 스 이로 분사했다. 시각

 고보드, 버튼 각, 이크가 나오는 재미, 후각, 

미각 등 모든 지각채 을 동원한 고이다.

그림 11. Mr. Kipling 버스정류장 광고, 2012 [30]

다른 유명사례로는 감을 극 활용한 Panasonic 

Design Company의 젤리모컨, 색채를 통해 미감을 

극 으로 자극한 라소 비타민워터 등이 있다. 

② 느끼기(Feel)

이는 사용자의 심리 인 감정 반응을 통해 감성 체험

이 창출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심리 으로 느끼는 감

정에의 어필을 통해 다양한 감성이 체험된다.

그림 12. Hug Salt & Pepper Shakers, Alberto Mantilla, 
2002 [31]

[그림 12]는 서로 포옹하고 있는 소 통과 후추통이

다. 인간이 스킨쉽을 통해 느끼는 애정의 감정에 어필

한다. 사용하기 해 둘을 떼어놓을 때 미안한 감정이 

들어 다시 붙여서 정리해 놓게 될 듯하다.

다른 유명사례로는 과감한 성  감성을 활용했던 

Madonna ‘Blond Ambition World Tour’의 무 의상(장 

폴 고티에, 1990)이 있다.

③ 생각하기(Think)

이것은 사용자가 창조  인지력과 지성을 동원하는 

과정을 통해 감성이 체험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지와 

감성은 별개의 심리과정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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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있었지만  심리학은 이 둘이 서로 히 

연결된 두뇌작용임을 밝히고 있다[17]. 즉 감성이 인지

 단에 향을 미치기도 하고 인지  창의성이 감성

 즐거움을 느끼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림 13]은 폐기되는 트럭 방수천과 자동차 안 벨

트를 재활용하여 만든 Freitag 가방이다. 이 회사는 소

비자가 인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하 다. 즉 재활용 제품에 ‘개인형’ 디자인이라는 아이

디어를 더했는데, 소비자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트럭 

방수천의 패턴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

게 한 것이다. 소비자는 이런 창조의 과정을 통해 세상

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디자인을 창출하고 소유했

다는 만족감을 체험한다.

그림 13. Freitag, Freitag형제, 1993 [32]

다른 유명사례로는 휴 폰과 련된 다양한 일상경

험에 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실제 고로 만들었던 

SKT의 ‘ 생활백서’ 시리즈 고가 있다.

④ 행동하기(Act)

이는 사용자의 신체 인 행동을 통해 감성이 체험되

는 것이다. 루트번스타인은 생각도구의 하나로 ‘몸으로 

생각하기’를 언 했다[18]. 인간은 몸을 움직여 어떤 일

을 처리하고 난 후에야 그것을 인지할 때가 있으며 자

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느낌을 알 때도 많다. 우리

는 사고하고 창조하기 해 근육의 움직임과 긴장, 

감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 이때 몸의 상상력이 작동하

며, 한 이때 사고하는 것은 느끼는 것이고, 느끼는 것

은 사고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인간은 신체  움직임

을 통해서도 사고하고 느끼고 체험한다.

[그림 14]는 폭스바겐사의 ‘The Fun Theory’ 캠페인 

 하나인데 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모두에게 유익한 방

향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디자인은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에스컬 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해 

계단에 여러 음계의 소리가 나도록 장치했다. 사람들은 

계단을 밟는 행동을 통해 재미를 느끼며 기꺼이 계단을 

선택했다.(계단이용자 60% 이상 증가)

그림 14. Piano Stairs, 폭스바겐, Stockholm, 2009 [33]

체험  상품들, 컨  스페인 토마토축제, 보령 머

드축제 등도 이런 행동하기를 극 활용한 이다.

⑤ 계짓기(Relate)

이것은 타인과의 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용자 경험

을 통해 감성이 체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타인과의 계 속에서 

무언가를 경험할 때 더 큰 자극을 느끼도록 세 되어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에서도 타인과의 계짓기를 통

해 인간은 더 큰 감성  만족감을 체험한다.

그림 15. BIG♥NYC, Bjarke Ingels Group, 2012 [34]

[그림 15]는 투명 LED 아크릴튜 로 된 인터랙티  

하트이다. 구든 이 설치물의 사진을 어서 Think 

Energy Facebook에 포스트 할 때마다 이 회사는 1달러

씩을 ‘the Hope & Heroes Children's Cancer Fund’에 

기부한다. 나의 행동이 타인을 돕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보람을 느끼게 한다. 한 센서에 손을 면 하트 움직

임과 빛이 강해지는데 여러 사람이 손을 함께 수록 

움직임과 빛이 더욱 강해진다. 장의 타인들과의 계

성에서 오는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

다른 사례로는 방문객들이 만날 때마다 비옷 색이 변

해 얼마나 자주 만난 사이인가에 한 정보를 표시해 

 Blur Building(Diller & Scofidio, 2002)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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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III장에서 분석된 감성체험의 기본범주  

각 범주별 련요소들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기본범주 련요소

감성의
발생인자
-사용자의 
감성적 
욕구

생리적 감성 욕구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
을 통해 얻는 신체적 욕구로서의 감성

심리적 감성 욕구 뇌가 정서적, 인지적 과정을 일으키며 발생
시키는 심리적 욕구로서의 감성

사회적 감성 욕구 타인과 신체적, 심리적으로 교류하고자 하
는 욕구로서의 감성

문화적 감성 욕구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 및 가치관과 관련되
어 있는 문화적 욕구로서의 감성

감성의 
전달과정
_사용자 
관여 
수준별 
디자인 
접근법

기호적 접근
-소극적 수용자 
로서의 사용자

시각적 접근법.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감성
을 시각적인 조형언어를 통해 외현화하는 
방법. 디자인의 전통적인 접근법

경험적 접근
–적극적 

수용자로서의 
사용자

비시각적, 심리적 접근법. 디자인에 의해 일
어나는 사용자의 감각적, 심리적, 신체적 변
화 및 이에 의해 발생하는 사용자 경험이 주
요 관심사인 접근법

상호작용적 접근
-소극적 

창조자로서의 
사용자

사용자와 디자인, 또는 사용자들 간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감성요소를 주요하게 다
루는 접근방식. 관계성에 대한 심성모형, 상
호작용적 행태의 유발, 즉각적인 피드백 등
의 고려가 중요

참여적 접근 
-적극적 

창조자로서의 
사용자

디자인 창작에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상정하며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성요소
를 주요하게 다루는 접근방식. 사용자의 애
착심 및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유리함.

감성의
체험모듈
-사용자의 
감성체험 
경로

지각하기
sense

시각,청각,촉각,미각,후각 등 감각기관을 통
한 지각에 의해 감성이 체험되는 것

느끼기
feel

사용자의 심리적인 감정적 반응을 통해 감
성이 체험되는 것

생각하기
think

사용자가 창조적 인지력과 지성을 동원하는 
과정을 통해 감성이 체험되는 것

행동하기
act

사용자의 신체적인 행동을 통해 감성이 체
험되는 것

관계짓기
relate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용자 경
험을 통해 감성이 체험되는 것

표 5. 감성체험의 기본범주 및 관련요소

IV. 사례분석 : 분석결과의 적용성 검토

이번 장에서는 III장의 분석결과를 실제 감성디자인 

사례에 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유용성과 

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사례의 선정과정 및 분석틀
본 연구에서 그동안 제시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차를 통해 수집되었다.

첫째, 사례 수집을 한 키워드를 추출하 다[표 6].

국 문  문 국 문  문
감성 emotion, emotional 유머 humor

감성디자인 emotional design 펀 fun
감성 체험 emotional experience 오감

디자인
multi-sensory 

design
감성적 욕구 emotional need 심미성 aesthetics
무의식 욕구 subconscious desire 힐링 healing
감성소비 emotional consumption 웰빙 well-being
감정이입 empathy 인간중심 human-centered
개인성 individuality 취향 taste

표 6. 사례수집을 위한 키워드(Keyword)

둘째, 사례를 수집했다. 국내외 명 디자인정기간행

물에서 키워드와 련된 사례를 1차 탐색했고 이들 정

기간행물의 홈페이지에서 2차로 수집했다. 기타 인터넷 

사이트와 문헌들에서 사례를 수집하여 보완했다.

셋째, 수집된 사례들을 감성  만족감을 기 으로 선

별하 다. 산업디자인학과 수강생 40명을 상으로 사

례들에 해 감성  만족감의 정도를 10  척도로 표시

하게 하 다. 그 결과에서 평균 8  이상을 받은 사례들

을 본고 III장의 시사례로 사용하 다.

이번 장의 분석 상 사례는 와 같은 과정을 거쳐 

III장에서 제시된 시사례들 에서 4개의 서로 다른 

디자인분야를 선택했다. 각 분야별로 감성  만족감 조

사에서 가장 높은 수를 받은 사례를 선정했다.

선택된 사례는 [표 7]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먼  감성체험 련요소들을 정성 으로 분석했고 이

에 의거하여 각 련요소별 연 성 수 을 분석했다.

표 7. 사례분석틀 (연관성 수준 표기: ●강/◐중/○약)

기본정보
및  개요

(디자인명, 디자이너명, 제작연도, 용도, 재료)
(디자인에 대한 개요)

감성체험 
목표 (디자이너가 의도한 사용자 감성체험)

정성적 
분석

감성의 발생인자 (사용자의 감성적 욕구 분석)
감성의 전달과정 (사용자의 관여수준 및 디자인 접근법 분석)
감성의 체험모듈 (사용자의 감성체험 경로 분석)

연관성 
수준 분석

감성의 
발생인자

생리적 감성 심리적 감성 사회적 감성 문화적 감성

감성의 
전달과정

기호적 접근 경험적 접근 상호작용적 
접근 참여적 접근

감성의
체험모듈

지각하기 느끼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관계짓기

종합 분석 
및 평가

(연관성 수준 분석결과 도표)
(감성체험에 대한 종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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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

기본
정보
및 
개요

Porca Miseria!(Damn it!), 
Ingo Maurer, 1994,
Chandelier, Metal & 
porcelain, 150x110cm

*수작업으로 1년에 10개만 생산. 접시를 깨트리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파편들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는 우연성을 디자인요소로 
도입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디자인으로 완성됨. 인간의 삶에 우연
의 요소가 많다는 것을 반영하였다고 함
*영화 “Zabriskie Point”에서 성이 폭발하는 슬로우모션 장면에
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 이 제품을 본 이탈리안 관람객들이 놀라서 
‘Porca Miseria!’라고 말하자 이를 디자인의 명칭으로 함.

감성체
험목표

샹들리에라기 보다 분노의 폭발에 가까운 느낌을 경험. 접시 파편들 
사이로 새어나오는 독특한 빛의 경험.

정성적 
분석

감성의
발생인자

*심리적 감성 욕구 :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파괴
본능을 충족
*문화적 감성욕구 :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디자인을 소
유했다는 특별한 문화적 만족감의 충족
*생리적 감성 욕구 : 빛, 접시파편 등 독특한 시각과 촉각 
자극이 주는 오감의 만족

감성의 
전달과정

*기호적 접근
-일반 샹들리에의 투명하고 반짝이는 시각적, 촉각적 느
낌을 완전히 벗어나서 불투명하고 거친 질감을 활용

-접시를 깨트려서 우연이 만들어 내는 형태를 도입함
-접시파편의 불투명성때문에 그림자가 형성됨. 또한 파편
들 사이로 빛이 도망치듯 새어 나오므로 일반 샹들리에
와는 다른 시각적 형태가 연출됨

감성의 
체험모듈

*지각하기 : 시각적, 촉각적 자극의 지각
*느끼기 : 공격추동의 간접적 경험

연관성 
수준 
분석

감성의 
발생인자

생리적 감성 심리적 감성 사회적 감성 문화적 감성
◐ ● ●

감성의 
전달과정

기호적 접근 경험적 접근 상호작용적 
접근 참여적 접근

●
감성의
체험모듈

지각하기 느끼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관계짓기
● ●

종
합
분
석 

및 

평
가

    

*인간의 본능적인 공격추동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어려운 내적 감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한 
성공적인 디자인.
*감성의 전달과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관여 수준이 높지 않은 기호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지만 비전통적인 조형 기호들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느낌으로 줌.
*매번 다른 디자인이 생산됨으로 독특함, 개성을 존중하는 현대 소비자
들에게 ‘나만이 소유한 물건’이라는 ‘특별함’의 감성을 부여함

표 8. 제품디자인 사례의 분석

기본
정보
및 
개요

Nature Trail(Interactive Animal Wall), Jason Bruges 
Studio, 2012, Great Ormond Street Hospital for Children 
복도, 70개 LED panels, 총길이 50m
*사람이 지나가면 모션 센서가 작동하여 숲이 그려진 벽에 LED로 
동물들이 나타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님. 
*어린 환자들의 키 차이를 반영 : 다양한 높이에서 인터랙션 발생

감성체
험목표

interactive distraction artwork: 치료실로의 이동공간에서 잠시 
치료에 대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잊도록 재미를 느끼게 함

정성적 
분석

감성의
발생인자

*생리적, 심리적 감성 욕구 : 치료에 대한 생리적 긴장감과 
심리적 두려움의 해소 욕구
*사회적 감성 욕구 : 다른 어린이 환자들과 놀이를 통해 교
류하고자 하는 욕구

감성의 
전달과정

*상호작용적 접근 : 모션센서로 사용자의 움직임이 디자인
에 반영됨. 다른 환자들의 움직임도 함께 반영됨
*기호적 접근 : 숲은 벽지로, 동물들은 LED 픽셀로 표현
*경험적 접근 : 복도가 자신에 의해 계속 변하는 경험

감성의 
체험모듈

*행동하기 : 디자인을 변화시키는 신체 움직임이 유도됨
*지각하기 : 시각적 자극의 지각
*관계짓기 : 복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도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

연관성 
수준 
분석

감성의 
발생인자

생리적 감성 심리적 감성 사회적 감성 문화적 감성
● ● ◐

감성의 
전달과정

기호적 접근 경험적 접근 상호작용적 
접근 참여적 접근

◐ ○ ●

감성의
체험모듈

지각하기 느끼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관계짓기
◐ ● ○

종
합
분
석 

및 

평
가

  

*어린 환자의 스트레스와 긴장감 해소라는 distraction artwork로서
의 감성체험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함. 환자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병원 
측은 interactive wall을 병원 전체에 확장해 가기로 함

표 9. 환경디자인 사례의 분석

기본
정보
및 
개요

Custom Converse, 2011~ 
*개인맞춤형 디자인 서비스 :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한 패턴, 또는 제
시된 패턴들 중에서 선택해 컨버스운동화에 프린팅할 수 있음
*유명 아티스트,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 행사도 진행. 이들의 디자
인은 컨버스 스니커즈에 한하여 프린팅이 가능함

감성체
험목표

내가 디자인을 직접 창작한다는, 나만의 개성을 표출한다는 즐거움
을 체험하게 함

표 10. 패션디자인 사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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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분석

감성의
발생인자

*문화적 감성 : 나만의 개성, 정체성의 표현욕구 충족. 유
명 아티스트의 디자인을 사용한다는 자부심 충족
*심리적 감성 : 인지적, 감성적 창조 욕구의 발산

감성의 
전달과정

*참여적 접근 : 소비자가 디자인 창작에 직접 참여
*경험적 접근 : 완제품의 ‘사용’뿐만 아니라 ‘과정’으
로서의 소비를 경험함. 즉 빈 캔버스에 형태를 채워 나가
는 예술가처럼 소비자도 빈 컨버스 운동화에 자신의 작품
을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소비를 경험함
*기호적 접근 : 소비자가 선택할 독특한 패턴들을 제공

감성의 
체험모듈

*생각하기 : 어떤 디자인으로 창작할지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인지적, 창의적인 사고과정이 필요.
*행동하기 : 적극적인 창작행위를 통해 스니커즈를 완성
*지각하기 : 자신의 창작보다는 세련된 전문적인 디자인의 
패턴을 원할 경우, 아티스트들의 콜라보디자인 패턴, 또는 
컨버스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패턴에서 선택

연관성 
수준 
분석

감성의 
발생인자

생리적 감성 심리적 감성 사회적 감성 문화적 감성
● ●

감성의 
전달과정

기호적 접근 경험적 접근 상호작용적 
접근 참여적 접근

◐ ● ●

감성의
체험모듈

지각하기 느끼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관계짓기
◐ ● ●

종
합
분
석 

및 

평
가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
*컨버스사를 소유한 나이키사는 같은 컨셉의 나이키샵을 성공적으로 운
영한 경험이 있음. 비록 결과물이 디자이너의 전문적인 디자인보다 조
형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각 사용자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감성적 만족감과 자아실현감을 경험하게 함

기본
정보
및 
개요

BIG♥NYC, Bjarke Ingels Group(BIG), 2012, 
Times Square(뉴욕), 인터랙티브 설치물, 투명 
아크릴튜브 & LED, 10-foot 높이

*Times Square Alliance의 Annual Heart Installation 4번째 
프로젝트. 이전 프로젝트들이 물질적 재료를 사용하여 하트를 만든 
반면, 이 프로젝트는 ‘비물질’인 ‘빛’으로 구성됨.
*센서에 손을 대면 빛이 밝아지고 하트가 박동침. 사람들이 많이 모
일수록, 또 손을 잡을수록 빛이 밝아지고 하트 박동이 강해짐. 사람
들의 인터랙션이 없을 때는 하트가 사라짐.

*누구든 이 설치물의 사진을 찍어서 Think Energy Facebook에 
포스트 할 때마다 이 회사는 1달러씩을 ‘the Hope & Heroes 
Children's Cancer Fund’에 기부함.

감성체
험목표

‘More People = More Love’라는 것을 하트의 시각적 변화와 
더불어 기부액의 증가를 통해 체험하도록 함

표 11. 퍼블릭 설치디자인 사례의 분석

정성적 
분석

감성의
발생인자

*사회적 감성 : 타인과의 관계성에 의해 설치물이 변화하
는 경험을 통해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욕구를 충족
*문화적 감성 : 사진을 찍어 Facebook에 포스트하는 나
의 행동이 타인을 돕는 행동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자아
존중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심리적 감성 : 빛을 발하며 박동치는 하트 형태는‘따듯
함’,‘애정’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

감성의 
전달과정

*상호작용적 접근 : 사용자, 또는 현장의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적 행동이 설치물에 상호작용적 변화를 가져옴.
*경험적 접근 : 하트의 빛과 움직임의 강도가 사람들의 반
응에 따라 변화해 감을 경험함
*기호적 접근 : 하트 형태가 일으키는 자연스러운 감성적 
반응을 활용함. 현장에 함께 있는 타인들과도 잠시나마 
따듯함과 애정을 나누게 함.
*참여적 접근 : 기부행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감성의 
체험모듈

*행동하기 :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고 센서에 손을 대는 등
의 상호작용적 행동을 함. 또한 기부를 위해 설치물의 사
진을 찍어 Facebook에 포스트하는 행동을 함
*관계짓기 : 나의 행동이 타인을 돕는 기부로 연결됨. 현장
의 타인들과도 함께 설치물의 변화를 만들어냄.
*지각하기 : 설치물이 일으키는 시각적 변화의 지각
*느끼기 : 하트의 형태와 움직임이 불러일으키는 따듯함과 
애정의 감성을 느낄 수 있음.

연관성 
수준 
분석

감성의 
발생인자

생리적 감성 심리적 감성 사회적 감성 문화적 감성

◐ ● ●

감성의 
전달과정

기호적 접근 경험적 접근 상호작용적 
접근 참여적 접근

● ● ● ◐

감성의
체험모듈

지각하기 느끼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관계짓기

● ◐ ● ●

종
합
분
석 

및 

평
가

  

*상업적 이미지로 혼잡한 뉴욕 타임스퀘어에 마치 사랑의 섬이 떠있는 
듯한 공간을 창출하여 따듯한 감성을 경험하게 함
*이전 프로젝트와 달리 비물질재료인 빛과 사람들의 에너지를 주재료로 
사용함으로써 큰 관심을 끌고 기부에도 많은 참여자를 이끌어냄

V. 감성체험 프로그래밍의 기본과정 제안

5장에서는 3장의 분석결과를 용한 감성체험 로

그래 의 기본과정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활용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림 16]은 조형 련 로세스가 

심이 되었던 과거의 디자인 로세스에서 사용자 행

태 련 로세스가 강화된 디자인 로그래 이 어떤 

방식으로 확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이다[19].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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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식 단계 문제분석 단계

디자인의 관련 요인 
수집 및 분석

각 측면별 관련요소의 
체계화

< 강화된 사용자 행태관련 프로세스로서의 디자인 프로그래밍 기본 과정 >

디자인 설계자 - 디자인프로세스 조절

문제인식

관련자료 조사-사용자 욕구 
및 관련자료

조건 및 관련자료 분석

컨셉 창조

아이디어 개발과 평가

최종아이디어 정리- 
디자인 1차안 도출

드로잉

3D 시뮬레이션

스케일 모형 제작
프레젠테이션 및 

보고서 작성

보정 및 수정

해석화 개념화 시각화 평가 및 정보화

디자인안 평가

사용자 행태 관련
프로세스 단계 조형 관련 프로세스 단계

< 기존 디자인 프로세스의 기본 과정 >

문제진술 단계

필요행태의 도출 및 
구체화

문제해결 단계

조형언어화 할 수 있도록 개
념적 언어를 통해 조직화

그림 16. 강화된 사용자 행태관련 프로세스로서의 디자인 프로그래밍

문제인식 단계 문제분석 단계 문제진술 단계

디자인의 관련 요인 
수집 및 분석

감성체험의 기본범주별
관련요소의 체계화

디자인 대상 선정

타겟 사용자 선정

조건 및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디자인 대상과 
관련된 사용자 행위 

관찰 및 분석

사용자 측면 감성체험의 구조화

디자인 측면 감성체험의 구조화

사용자의 주요 감성적 
욕구 도출

디자인에 적용할 
사용자의 

감성체험 모듈 
결정

디자인 대상물과 
사용자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 조사

사용자와 디자인 
대상물 간의 

특징적인 커뮤니 
케이션 요소 추출

개념적 플래
닝 시행 : 조
형언어화 할 
수 있도록 개
념적 언어를 
통해 조직화

사용자 관여 
수준 결정

디자인접근
법 결정

생리적 감성

심리적 감성

감성디자인의
행태 구조

설계

감성디자인의 
내러티브 구조 

설계

사회적 감성

채택된 
감성체험의 각 

관련요소에 
대한 구체적 

진술

문화적 감성

소극적 수용자

적극적 수용자

소극적 창조자

적극적 창조자

기호적 접근

경험적 접근

상호작용적 접근

참여적 접근

지각하기 sense

느끼기 feel

생각하기 think

행동하기 act

관계짓기 relate

감성체험의 
과정별 

필요행태의 
도출 및 
구체화

문제해결 단계

그림 17. 감성체험 프로그래밍의 기본과정_문제분석 단계에의 연구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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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과정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3장의 분석결과를 

용하여 [그림 17]과 같이 사용자 감성체험과 련된 

로그래 의 기본과정을 제안한다. 문제인식 단계, 문제

분석 단계, 문제진술 단계, 문제해결 단계라는 4개 과정 

에서 본고의 연구결과는 ‘문제분석 단계’의 상세화에 

용될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감성디자인에서 감성체험 련 로그래

을 시행할 때 고려할 감성체험의 기본범주  련요

소들을 분석했다. ①감성의 발생인자, ②감성의 달과

정, ③감성의 체험모듈이라는 3가지 기본범주를 심으

로 련요소를 분석했는데, 감성의 발생인자는 사용자

의 감성  욕구를 심으로 분석했고 생리 , 심리 , 

사회 , 문화  감성욕구로 분류되었다. 감성의 달과

정은 사용자의 여 수 별 디자인 근법을 심으로 

분석하 으며 기호  근(소극  수용자로서의 사용

자), 경험  근( 극  수용자로서의 사용자), 상호작

용  근(소극  창조자로서의 사용자), 참여  근

( 극  창조자로서의 사용자)으로 분류되었다. 사용자

의 감성체험경로인 감성의 체험모듈은 지각하기, 느끼

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계짓기의 5가지 모듈로 분류

되었다. 한 본 연구는 이들 분석결과를 용하여 ‘문

제분석 단계’를 상세화시킨 감성체험 로그래 의 기

본과정도 제안했다[그림 17].

본 연구는 와 같이 감성 명시 에 디자이 가 인

간의 감성을 계획하고 디자인에 용하기 한 로그

래 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활용되도록 사용자의 

감성체험과 련된 요소들을 분석하 고, 이런 요소들

이 첩되는 특성을 지녔음에도 가능한 한 구분이 이루

어지도록 분류를 시도했다. 본 연구결과가 감성체험과 

련된 로그래 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 했듯이 인간과 련된 

모든 요소들은 서로 연 성이 있으며 향을 주고받는 

유기체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감성디자인을 구체화할 

때는 인간의 사고와 경험의 이런 유기체  특성도 반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감성체험 로그래 의 문제분석 단계에 

용할 감성체험의 기본범주와 각 범주별 상  카테고리

의 련요소 분석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감성체험

의 로그래 을 좀 더 구체 으로 지원하자면 문제진

술 단계에 용할 수 있는 상세 특성들의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즉 각 련요소별로 재 디자인에서 활용

되는 세부특성들을 분석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

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이에 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

으나 이를 본고의 주제와 련된 미래 연구과제로 제

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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