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2 No.2 Serial No.97 _ 2013. 04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2호 통권97호 _ 2013.0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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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ommercial space, the modern consumers want to consume not only product but also culture. Thus, the

modern commercial space tries to induce the customer's concern and purchase to the differentiated design. The

introduction of this 'the natural element' delivers the pleasure and stability to the consumer buying process and

availability is enlarged. Therefore, the purpose of study is gain that expression and characteristic method of the

natural element in the commercial space. The detailed study method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looks into

the natural element expression tendency in the modern space. Second, the expression type of the natural

element was classified as ‘Reappearance’, ‘Transformation’, and ‘Fuse’ based on the preceding research. An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expression type, subdivided method of ‘Inclusion’ and ‘Replication’ of

‘Reappearance’ and method of ‘Imitation’ and ‘Association’ of ‘Transformation’ and method of ‘Juxtaposition’ and

‘Combine’ of ‘Fuse’. Third, the result of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expression of the natural element of the

besides the commercial space case 20 place is as follows. First, ‘Inclusion’ of ‘Reappearance’ introduced the

external scenery or planned garden as the inside through the opening. ‘Replication’ is used for decorative

purposes or functional purposes as the natural element. ‘Imitation’ of ‘Transformation’ imitated the form, pattern,

and color of the natural element and was mainly expressed in the wall and objet. The method of ‘Association’

expressed the concept of the natural element for the whole of the space and a portion of the wall and objet

repetitively. As for ‘Juxtaposition’, mixture of ‘Reappearance’ had a good visual effect, because it can be obtained

the external-internal nature. As for ‘Combine’, mixture of ‘Replication’ and ‘Imitation’ was the most common

method. Thus,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base date in designing the commercial with

development of the natural element applic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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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상업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

을 판매하여 최대의 이윤을 얻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현대의 소비자들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추구하고 있어 단순히 상업적 판매 기능만 수행

하던 공간 이상의 문화적 가치를 소비하고자 한다.1)

최근 상업공간은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질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특정한 이미지

혹은 아이덴티티(Identity)를 부여하여 소비자들에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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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공간으로 인식시키고자 노력한다. 특히 기존의 상

업공간과 차별화된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로, 고객의 관

심과 구매를 유도하고자 한다.1)

그 중 ‘자연요소’의 도입을 통한 공간디자인은 쾌적한

구매환경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구매과정에 즐거움과

안정감을 전달한다. 이는 심미적 만족감을 높여주는 요

인으로 작용하여 그 활용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요소의 표현은 소비자들을 공간에 더 머무르도록 유

도하는 중요한 판매촉진 요소임을 알 수 있다.2)

그러므로 상업공간에서 더욱 활기차고 쾌적하며 차별

1) 강지연, 인테리어-매장에 문화 담아야, 한경닷컴, 2012, 기사 인용

2) 우지연, 상업공간디자인에 있어 자연경관 요소의 적용에 관한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 3호, 2008,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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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식물 이미지가

나타나는 벽지와 주조색인

녹색으로 표현한 상업공간

<그림 1> 나무, 식물, 물

등 직접적으로 자연요소를

도입한 상업공간

성을 가지는 공간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

로 적용되고 있는 자연요소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방법과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상업공간에서의 대표적인

디자인 표현으로 파악되는 자연요소 표현방법을 분석하

여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상업공간

에서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연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상업공간에서의 자연요소 표현 방법 및 특

성을 도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방법 및 범위는 다

음과 같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상업공간에서 자연요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상업공간에 나타난 자연

요소를 조사하여 표현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자연요소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연요소

표현유형 및 방법의 분석틀을 선정한다.

셋째, 자연요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된 국내․외

상업공간 20곳의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자연요

소 표현방법을 파악하고 특성을 도출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트랜드 ‘자연’의 최근 경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3) 2009년～2012년까지로 한정한다. 공간적

범위는 건축․인테리어 전문잡지와 전문 사이트4)에 소

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요소’의 관련 설명이 언급된

상업공간 40곳을 1차 선정한 후, 2차로 실내디자인 관련

전문가 집단 10명을 통해 20곳을 선정하였다.5)

2. 상업공간에서의 자연요소

2.1. 상업공간에서 자연요소 도입의 필요성

상업공간에서 자연요소의 도입은 공간에 쾌적함을 제

공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단절된 친화관계를 회복

시켜 소비자들의 감성을 만족시켜준다.6) 그러므로 상업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자연요소는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

다고 판단되는데, 선행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자연요소

도입의 필요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공간에서 자연요소는 실내 환경의 개선·증진

3) 이곡숙, 트렌드 ‘자연’을 위한 아파트 마감재의 표현방법 및 적용평

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8권 제3호, 2012, p.104 : 지속적

으로 등장한 ‘자연’ 트랜드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3～5년 정도 지속

된다.

4) 정기간행물은 2009년 1월～2012년 6월까지의 ‘월간 마루’와 ‘월간

인테리어’를 참조하였고, 인터넷 사이트는 ‘모아진 인테리어월드’

‘Dezeen’를 통하여 적합한 상업공간을 선정하였다.

5) 조사대상 선정과정은 3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6) 정지향 외 1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실내디자인의 환경친화적인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제4호, 2003,

p.398

의 효과로 자연과 인간의 정서를 치유해 주는 기능을 가

진다.7) 둘째, 자연요소의 도입은 공간에서 자연환경을 간

접적으로 경험하도록 자극하여 인지성, 쾌적한 정체성 및

장소성을 높일 수 있다.8) 셋째, 자연요소의 형태, 질감, 색

등의 변화를 통해 흥미로운 시각 대상으로 미적효과를 줄

수 있으며,9) 넷째, 외부의 자연요소의 전체 또는 부분을

실내에 표현하게 될 경우 소비자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내

부로 끌어들여 시지각적 연속성을 부여하기도 한다.10)

따라서 상업공간에서 자연요소의 도입은 소비자들의

풍부한 감성을 더욱 만족시키고, 차별적인 공간디자인으

로 표현함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사료된다.

2.2. 상업공간에서의 자연요소 표현

최근 상업공간은 매장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

해 다양한 디자인이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자연에 대한

현대인들의 지속적인 선호로 인해 상업공간에서 자연요

소의 표현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

다.11) 마케팅 측면에서 자연요소가 실내공간에 적용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기에는 공간에 단순히 대형 화분을

도입하는 등의 소극적인 표현이 대부분이었지만,12) 최근

에는 자연요소의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도 표현하여 이색적인 공간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그 예로서 <그림 1>13)은 내․외부 공간에 길, 시냇물,

나무, 계곡 등 다양한 자연요소 그대로 적용한 직접적인

표현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60m 가량의 긴 수로가

각 실 주변에 흐르도록 표현되어 사람들에게 시각적 자

극과 동시에 청각적 자극을 전달하여 쾌적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다.14)

<그림 2>15)는 공간에 자연이 연상되는 ‘녹색’을 주조

7) 김정아, 병원 실내공간의 치유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요소 적용방법

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5호, 2011, p.247

8) 강희 외 2명, 현대건축 내·외부에 나타나는 자연도입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1호, 2010, p.48

9) 홍소정, 호텔 로비공간의 자연친화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

대 석사논문, 2008, p.25

10) 김정아, op. cit., 2011, p.250

11) 홍소정, op. cit., 2008, pp.24～25

12) 우지연, op. cit., 2008, p.45

13) 이미지출처 : http://lumdimsum.com/tag/ai-jiang-shan/

14) 월간 마루 vol 78,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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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으로 사용하고, 실제와 유사하게 프린트된 민들레 홀

씨 이미지의 벽지와 유기적인 원형의 형태를 천장에 표

현하여 간접적으로 자연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자연은 상업공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적인 모

습 그대로 표현되거나, 자연요소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표현되

고 있고, 중요한 표현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에서 자연요소를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파악하여 분석기준을 세우고, 선정된

상업공간 조사 대상들의 자연요소의 표현방법 및 특성을 도

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표

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3. 자연요소 선행연구 동향

공간에서 자연요소를 표현하는 방법 및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자연요소의 표현방법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정지향(2003),16) 이유희(2008),17) 강희

(2010)18)는 ‘직접적 표현’, ‘간접적 표현’, ‘절충적 또는 복

합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홍소정(2008)19)의 연구에서는 ‘원형 재현적 방법’,

‘재해석 및 추상화 방법’, ‘원형 변형적 방법’과 같이 다

른 용어로 유형을 구분하였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직

접적, 간접적, 복합적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옥세인(2005)20)은 ‘직접적 표현’을 ‘장식적 형태

로 도입하는 방법’과 ‘외부의 자연 그대로를 감상하는 방

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 표현’을 ‘자연요소

의 형태를 모방하는 방법’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3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자연요

소의 표현유형 및 세부적인 방법을 추출하고, 상업공간

에 나타나는 자연요소의 표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

석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3. 자연요소 표현방법 기준 설정

3.1. 자연요소 표현유형 및 방법 추출

(1) 자연요소 표현유형

<표 1>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연요소 표현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5) 이미지출처

: http://blog.naver.com/soz2000?Redirect=Log&logNo=120119531004

16) 정지향 외 1인, op. cit., 2003, p.400

17) 이유희, OFFICE 빌딩내의 휴게 공간 외부 자연 환경 요소를 도입

한 계획, 홍익대 석사논문, 2008, pp.42～44

18) 강희, op. cit., 2010, p.48

19) 홍소정, op. cit., 2008, p.46

20) 옥세인, 자연환경요소를 적용한 신개념 베이커리 레스토랑 디자인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5, pp.18～20

연구자 연구제목 표현유형 표현방법

정지향21)

(2003)

울산광역시

공 공 시 설

실내디자인

의 환경 친

화적인 표

현 특 성 에

관한 연구

직접적 표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형태, 이미지를 그

대로 적용. 자연 고유 특성 추출

간접적 표현
대상의 내재적인 질서나 법칙 표현. 우

회적인 방법. 암시적. 추상적

절충적 표현
직접적 표현방식과 간접적 표현 방식이

혼합된 유형

옥세인22)

(2005)

자연환경요

소를 적용

한 신개념

베 이 커 리

레 스 토 랑

디자인 연

구

자연요소를 실

내공간에 직접

도입하는 방법

-자연요소를 장식적 형태로 도입

-하늘 도입, 빛과 바람 유입 등과 같이

외부자연 그대로를 내부에서 감상

자연요소의 형

태를 모방하여

표현하는 방법

자연물과 유사하도록 조작, 유추에 의한

형태. 자연물의 고유특성 추출하여 재구

성. 수많은 패턴 창출

자연요소를 상

징적으로 나타

내는 방법

마음에 떠오른 이미지, 추상적이며 내재

적인 질서를 관념화. 보는 이의 주관적

관념

복합적 유형으로

연출되는 방법

자연물을 직접 도입하거나 자연형태를

모방,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혼합

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홍소정23)

(2008)

호텔 로비

공간의 자

연 친 화 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원형 재현적 방법

자연 형태의 전체 또는 부분을 새로운

재료에 의해 그대로 복제하여 나열하거

나 재조합. 자연 요소를 그대로 표현하

고 부분적으로 차용

재해석 및 추

상화 방법

자연적인 요소의 특징을 추출하여 작가

의 주관적 해석과 조형의지에 따라 자연

요소의 이미지에 새로운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거나 추상화하여 표현하는 방법

원형 변형적 방법

중간적 표현유형. 자연요소가 갖고 있는 형태

나 특성을 단순화하여 장식적 도입. 고유의

자연성을 잃지 않으며, 사람들의 정서와 융합

이유희24)

(2008)

OFFICE 빌

딩내의 휴

게공간 외

부 자연환

경 요소를

도입한 계

획

직접적 표현

(유사, 재현)

자연물과 유사하게 표현, 자연 고유특성

추출

간접적 표현

(비유, 은유)

유기물의 내부 구조나 질서의 특징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추상화

복합적 표현

(상징)

자연요소를 직접요소로, 자연형태를 모

방,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혼합.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혹은 장식적 요소

로 실내공간에 접목시키는 방법

강희25)

(2010)

현대 건축

내 · 외 부 에

나 타 나 는

자 연 도 입

유형과 특

성 연구

직접적 표현

공간 속에 자연을 그대로 이식. 자연환

경과 유사하도록 조작, 자연의 고유한

특성만을 추출하여 재구성. 또한 자연적

소재를 이용하여 이미지 연출

간접적 표현

잠재의식 속 연상적 이미지 활용. 자연물

의 형태 및 구조와 유기적 질서의 특징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추상화. 자연형태

를 모방 또는 변형시켜 의미를 전달

복합적 표현
직접적 표현 기법에 자연의 모방, 상징

성을 혼용해 나타나는 기법

<표 1> 자연요소 표현유형 및 방법의 선행연구

첫째, 실내공간에 자연요소를 그대로 도입하는 ‘직접적

표현’과 둘째, 자연요소의 특징을 추출하여 자연물과 유

사하도록 조작하는 ‘간접적 표현’, 셋째, 이 두 가지 방법

을 혼합하는 ‘복합적 표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표현유형을 <표 1>의 선행연구

내용과 사전검색을 통해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는 대표어

휘인 ‘재현’, ‘변형’, ‘융화’를 선정하였다. 그 상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재현’의 사전적 정의는 다시 나타낸다는 뜻으로, 자연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가공하여 실제 자연의 이미지

21) 정지향 외 1인, op. cit., 2003, p.400

22) 옥세인, op. cit., 2005, pp.18～20

23) 홍소정, op. cit., 2008, p.46

24) 이유희, op. cit., 2008, pp.42～44

25) 강희, op. cit., 2010,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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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하는 유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연구자 표현유형

정지향26) (2003) 직접적 표현 간접적 표현 절충적 표현

옥세인27)

(2005)

자연요소를

실내공간에

직접 도입하는

방법

자연요소의 형태를

모방하여 표현하는 방법,

자연요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복합적 유형으로

연출되는 방법

홍소정28) (2008)
원형 재현적

방법
재해석 및 추상화 방법 원형 변형적 방법

이유희29)

(2008)

직접적 표현

(유사, 재현)

간접적 표현

(비유, 은유)

복합적 표현

(상징)

강희30) (2010) 직접적 표현 간접적 표현 복합적 표현

  
표현유형 추출 재현 변형 융화

<표 2> 자연요소 표현유형 분류

‘변형’은 자연요소의 특성을 인공재료에 의해 재구성,

재해석하여 본래의 자연이 지니는 속성과 다르게 표현하

는 유형으로 정의한다.

‘융화’31)는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재현’의 유형과 인공

재료를 사용하는 ‘변형’의 유형이 혼합되어 내부공간에

표현되는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자연요소 표현방법

<표 2>를 통해 선정된 표현유형인 ‘재현’, ‘변형’, ‘융

화’의 표현방법을 <표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출, 정리

하였다.

‘재현’은 표현되는 자연요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외부는

‘포섭’, 내부는 ‘복제’로 구분하였고, ‘변형’은 자연요소의

외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모방’, 추상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을 ‘연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융화’는 혼합된

모든 유형을 의미하는 ‘접목’으로 추출하였다.

이중 포섭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차경’,32) ‘프레임안의

경관’33) 등으로 언급되고 있는 의미인데,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자연을 개구부를 통해 내부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포섭’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에 제시되고 있다.

3.2. 분석기준 설정

<표 2>에서 추출한 표현유형인 ‘재현’, ‘변형’, ‘융화’와

<표 3>에서 표현방법으로 추출한 ‘포섭’, ‘복제’, ‘모방’, ‘연

상’, ‘병치’, ‘접목’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상업공간에서 자

연요소의 표현 특성 분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때 ‘재현’과 ‘변형’의 표현방법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26) 정지향 외 1인, op. cit., 2003, p.400

27) 옥세인, op. cit., 2005, pp.18～20

28) 홍소정, op. cit., 2008, p.46

29) 이유희, op. cit., 2008, pp.42～44

30) 강희, op. cit., 2010, p.48

31) 융화: 서로 어울려 갈등이 없이 화목하게 됨 (네이버 국어사전)

32) 손영하 외 2인, 안도의 건축구성과 자연의 대응에 따른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1권 제4호, 2009, p.57

33) 우지연, 랜드스케이프 요소를 활용한 실내공간디자인 연출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제2호, 2006, p.51

자연요소

표현유형
표현방법 내용 추출 유사한 의미의 내용 분류

표현

방법

재현

자연의 고유한 특성 추출,

자연 요소 그대로를 복제하

거나 부분적 차용, 자연물과

유사하게 표현, 자연을 그대

로 이식, 자연적 소재 이용

외부자연을 내부에서 감상 포섭

자연의 고유한 특성 추출, 자연 요

소 그대로를 복제하거나 부분적 차

용, 자연물과 유사하게 표현, 자연

을 그대로 이식, 자연적 소재 이용

복제

변형

자연물의 형태/구조/내재적

질서나 법칙 표현, 자연물과

유사하도록 조작, 자연물의

고유특성을 추출하여 재구

성, 패턴 창출, 자연요소 이

미지의 추상화, 연상적 이미

지 활용, 자연형태를 모방

자연물의 형태/구조/내재적 질서

나 법칙 표현, 자연물과 유사하

도록 조작, 자연물의 고유특성을

추출하여 재구성, 패턴 창출, 자

연형태를 모방

모방

자연요소 이미지의 추상화, 연상

적 이미지 활용
연상

융화

혼합된 유형, 중간적 표현유

형, 접목시키는 방법, 혼용

해 나타나는 기법

혼합된 유형, 중간적 표현유형,

접목시키는 방법, 혼용해 나타나

는 기법

접목

<표 3> 자연요소 표현방법 분류

도 있기 때문에 혼합여부를 기준으로 ‘병치’와 ‘접목’으로

재분류하였다.

세부내용은 <표 4>에서 제시되고, 이를 기준으로 4장

에서 각 사례별로 자연요소의 표현유형 및 방법을 분석

하고자 한다.

표현

유형

표현

방법
기준

재현

포섭
외부의 살아있는 자연을 개구부(슬릿, 창, 보이드 등)를 통하여 내부

로 도입하는 경우

복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실내공간에 표현할 경우

-자연요소 일부분을 가공, 재료로 사용하여 물성을 드러낼 경우

변형
모방

자연요소가 지니고 있는 형태, 질감, 색채, 패턴을 실제와 유사하게

본뜬 경우

연상 자연요소의 대표 특성을 적용하여 이미지 전체가 떠오르는 경우

융화

병치
-‘포섭’과 ‘복제’의 방법이 혼합된 경우(‘재현’의 혼합)

-‘모방’과 ‘연상’의 방법이 혼합된 경우(‘변형’의 혼합)

접목
-‘재현’의 ‘포섭’의 방법과 ‘변형’의 방법(‘모방’, ‘연상’)이 혼합된 경우

-‘재현’의 ‘복제’의 방법과 ‘변형’의 방법(‘모방’, ‘연상’)이 혼합된 경우

<표 4> 자연요소 표현방법 및 기준 내용

3.3. 분석방법 및 내용

조사 대상의 선정은 1차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국

내․외 인터넷 사이트와 전문잡지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

으로 ‘자연요소’와 이와 유사한 의미의 내용이 설명되어

진 상업공간 40곳을 선정하고, 실내환경디자인 전공 대

학원생 5명과 5년 이상의 실무자 5명의 설문결과를 통

해, 1차 선정된 사례에서 자연요소가 잘 나타났다고 평

가되는 20곳을 2차로 선정하였다.

표현유형 및 방법의 분석은 실내공간 구성요소인 바

닥, 벽, 천장, 오브제로 분류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

는 자연요소의 표현이 어느 한 곳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

고 각기 다른 공간구성요소에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

기 때문이다.34) 따라서 4장에서는 <표 4>의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자연요소가 표현된 사례 20곳을 분석하여 자연

요소의 표현방법과 특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34) 우지연, op. cit., 2008,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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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요소의 표현방법 및 특성

4.1. 사례의 일반적인 현황

<표 5>는 자연요소가 표현된 상업공간 20곳을 구성요

소별(바닥, 벽, 천장, 오브제)로 조사․정리하여, 기준에

따라 표현유형 및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A,

C, D, E, G, L, O, P, S, T는 국내의 상업공간이고, 조사

대상 B, F, H, I, J, K, M, N, Q, R은 국외의 상업공간으

로, 국내와 국외에서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비교적 많은 조사대상이 레스토랑, 카페 등의 식

음공간(D, G, H, I, J, K, L, M, N, O, T)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식음공간이 편안한 휴식의 시간

을 제공하게 되는데, 자연요소가 이러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 외 조

사대상에서 P(네일아트샵)를 제외한 조사대상 A, B, C,

E, F, Q, R, S의 용도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조사대상의 구체적인 용도와 위치 그리고 시공년도

는 <표 5>에 함께 제시되고 있다.

4.2. 구성요소별 자연요소의 표현방법

<표 5>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조사대상에 나타난 자

연요소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구성요소별로 분석

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조사대상의 ‘벽’에서 자연요소 표현이 나타났고

‘오브제’를 통한 표현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A, C, D, F, G, H, I, K, M, N, Q, R, S, T)

표현방법을 바닥, 벽, 천장, 오브제의 순으로 살펴보면,

‘바닥’은 6곳(A, N, O, P, S, T)에서 자연요소가 표현되

었는데, ‘벽’, ‘천장’, ‘오브제’보다는 적었다.

특징적인 표현방법으로는 조사대상 A에서 다양한 컬

러의 도장을 활용한 마블링 기법으로 마치 바닥에 고인

빗물에 의해 나타나는 무지개의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연

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

연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사대

상 S의 바닥 일부분에 얕게 고인 물을 그대로 도입하여

자연을 직접 재현한 경우와는 대조적이라 평가할 수 있

다.

대부분의 바닥에서는 우드패널이나 콩자갈로 마감(N,

O, P, T)하여 자연재료의 질감이나 톤을 달리하는 정도

의 표현방법으로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바닥에서 자연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사대상 A의 경우처럼 흥미로운 공간연출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벽’을 통한 표현방법은 조사대상 B, E, N의 경우처럼

나무의 형태를 본떠서 벽이나 거울에 프린트한 방법과

조사대상 C, D, H와 같이 살아있는 식물을 벽면에 그대

로 수직 도입하는 방법으로 자연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F의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줄기 형상과 조사

대상 K와 같은 잔가지를 표현함으로써 나무를 연상케

하는 방법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L, O

와 같이 계획적으로 외부에 있는 나무를 창을 통해 내부

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었다. 이처럼 실내 구성요소 중

벽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기에,

모든 조사대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요소가 표현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A는 이중으로 설치된 천장에 펀칭된 다양한

크기의 원으로 물방울이 퍼져나가는 형상을 표현하였고,

조사대상 D와 J는 나무를 얇게 가공하여 꽃과 잎의 형

상을 본 뜬 표현을, 조사대상 F는 세로방향의 우드루버

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형상을 표현하였다. 조사대상

I는 우드스틱을 사선방향으로 교차하여 벽면과 천장을

하나로 연결하였고, 조사대상 Q는 유기적인 곡선이 공간

전체에 표현되어 물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R은

갈색 종이봉투를 사용하여 아치 형태로 벽면과 천장을

이어 벌집을 표현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C는 유리를 통

해, 박공지붕 위의 식물과 하늘을 내부공간으로 도입하

여 자연요소를 표현하였다. ‘천장’에서는 일정한 형태의

반복적인 배치나 패턴으로 자연요소를 표현한 방법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천장에서의 표현은 벽에서 활용된 여러

가지 자연요소를 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오브제’에서의 자연요소 표현방법은 인공나무,

자연석 등의 자연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장식적

인 용도로 사용(D, G, H, I, R, S)하거나, 자연재료를 가

공하여 판매대, 테이블, 의자 등과 같이 기능적인 용도로

사용(C, F, H, K, ‘M, N, S)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식물․숲의 형태와 색채의 특성을 테이블이나 의

자, 기둥에 적용(H, K, M, S, T, N)하기도 하는데, 특히

조사대상 F는 내부의 실 하나를 대형 누에고치 형태로

표현하여, 오브제처럼 표현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오브제’의 방법에서는 자연의 다양한 컨셉을 조명으로

표현(A-비, H-농장, Q-물의 흐름)하고 있는 것이 특징

적이다.

4.3. 유형별 자연요소의 표현방법

‘재현’의 ‘포섭’은 창이나 개구부, 지붕을 이용(C, E, H,

L, O, T)하여 외부의 풍경, 대나무 숲, 나무, 흙, 돌, 물

과 같은 자연요소를 내부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에서 시각적 자극만을 활용하여

자연을 나타내고 있지만, 조사대상 E와 T의 경우에 열

린 개구부를 통하여 시각적 자극 외의 후각과 청각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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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미지
상호명/ 용도/

위치/ 시공년도

분석내용

바닥 벽 천장 오브제

A

Moovboot

Flagship Store

/쇼룸/서울 /2009

-컬러도장을 섞는 표현으

로 빗물에 무지개가 뒤

엉킨 듯한 모습 연상

-전체 공간에 물방울이 퍼져나가는 파문의 형태를 모티브로 한 부채

꼴 곡선을 가져와서, 이중으로 설치된 벽면과 천장에 다양한 크기의

펀칭된 원이 빗방울로 표현

-천장에서 빗방울 조명이

내려오는 형태로 크기와

높이에 변화를 주어 배치

표현방법 연상 연상 연상

B

BLESS

/쇼룸/일본 /2009
-

-히말라야 삼목의 화석, 검정 감나무, 엽란

잎을 손 크기로 본떠 디지털 프린트함
- -

표현방법 모방

C

Innisfree Store

/화장품 매장

/서울 /2010

-
-살아있는 식물과 돌을 수직벽면에 그대로

표현

-박공지붕의 유리로 어른

거리는 식물과 하늘 도입

-전체 판매대는 나무를 가

공한 목재로 구성

표현방법 복제 포섭 복제

D

오설록 인사동점

/Tea Shop&Cafe

/서울 /2010

-

-염색한 한지와 제주 현무암을 그대로벽면

에 표현하고 다른 한쪽 벽면은 제주도의

식물을 수직으로 연출

-나무를 가공하여 전통 꽃

살 문양과 서까래로 표현

-대나무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여 장식적인 표현

표현방법 복제 복제 복제

E

Sea & Moon

/상업공간

/전남 /2010

-

-창을 통해 바다, 산, 하늘, 빛, 녹차꽃향기,

바다 내음을 내부로 도입

-나무 형태를 본떠 벽면에 프린트함

- -

표현방법 포섭, 모방

F

Runway Shop

/복합판매시설

/베트남 /2010

-
-벽면과 천장으로 연결된 세로 우드루버는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형

상이 떠오름

-VIP룸은 12,899개의 금속

조각으로 감싼 대형 코쿤

(누에고치)형태를 본뜸

-자연석의 테이블과 의자

표현방법 복제, 연상 복제, 모방

G

다담 /한식당

/서울 /2010
-

-복도 가득 먹색으로 까만 밤을, 원형 형태

의 조명으로 보름달을 연상시켜 빛을 담

고 있는 달밤으로 표현

-

-식물, 나뭇가지, 솟대, 큰

돌들, 덩굴식물의 모습 그

대로 표현

표현방법 연상 복제

H

The Salad Shop

/식음료 판매공간

/싱가포르 /2010

-

-거대한 포크와 스푼 형태의 개구부로 외

부의 풍경을 내부로 도입

-한쪽 벽면은 잔디를 수직적으로 연출

-

-실제 건초에 이것을 먹는

토끼 모형의 장식적 표현

-동물모양 프린트 의자

-농장이미지 그려진 조명

표현방법 포섭, 복제 복제, 모방

I

스타벅스 /카페

/일본 /2011
- -2,000개 이상의 우드스틱을 사선방향으로 비스듬히 교차하여 표현

-마른 나뭇가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장식적인 표현

표현방법 복제 복제

J

Spaghetti

House /음식점

/중국 /2011

-
-벽면에 다양한 동물의 형태를 자유롭게

드로잉 하여 표현

-나뭇잎모양의 액자가 결

합된 육각형의 하얀 나무

조각들이 검은 천장 덮음

-

표현방법 모방 모방

K

AG Cafe

/갤러리 카페

/일본 /2011

-
-나뭇가지 세부 묘사로 ‘새 둥지’를 떠올리

는 패턴의 디자인과 평온한 색상으로 마감
- -새둥지 패턴을 적용한 의자

표현방법 연상 연상

L

문향·인문카페 창비

/음식점, 카페

/서울 /2011

-

-창으로 후원의 대나무 숲을, 버티컬 우드

블라인드 사이로 외부정원 도입

-회전계단의 벽면은 수직정원으로 표현

- -

표현방법 포섭, 복제

M

Vyta Boulangerie

ltaliana /베이커리

/이탈리아 /2011

-

-장미모양빵 패턴을 본떠 거울, 나무 벽에

모자이크 조각. 판매대 위쪽 벽면은 참나

무의 부드러운 물성을 드러내는 나무후드

-

-벌집모양을 본떠 만든 육

각형 테이블, 프레첼의 소

용돌이 형태 의자

표현방법 복제, 모방 복제, 모방

N

Wienerwald

/레스토랑

/독일 /2011

-가공된 오크패널로 마감

하여 물성을 드러냄

-숲의 색채를 본떠 톤이 다른 녹색 사용

-한쪽 벽면과 거울, 유리창에 나무의 형태

를 실제와 유사하게 표현

-
-나무 기둥의 색채를 적용

한 의자

표현방법 복제 모방 모방

O

Cafe Comma

/카페

/서울 /2011

-콩자갈, 우드패널 마감

재로 특유의 물성제공

-창을 통해 외부의 나무 끌어들임

-철골의 틀에 자연석을 쌓아 올림

-계단 벽: 나무형태를 본뜬 페인팅

- -

표현방법 복제 포섭, 복제, 모방

P

Style Nail Shop

/네일아트샵

/서울 /2012

-가공한 우드패널 마감
-경락실은 뼈대가 되는 나무에 강약을 주

며 작은 나뭇가지들을 덧붙여 표현

-떼 지어 날아가는 나비들

의 형태가 천장을 따라

공간을 연결

-

표현방법 복제 복제 모방

<표 5> 자연요소 표현 사례 분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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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미지
상호명/ 용도/

위치/ 시공년도

분석내용

바닥 벽 천장 오브제

Q

Roca London

Gallery /쇼룸

/영국 /2012

-
-굽이치는 물의 흐름을 유기적인 곡선으로

공간전체에 표현

-겹겹이 움푹 패인 천장의

형태는 세찬 물방울로 인

해 침식된 듯한 표현

-작은 폭포를 떠올리는 반

짝이는 속성의 조명

표현방법 연상 연상

R

Tacklebox

Architecture

/쇼룸 /독일 /2012

-
-25,000여개의 갈색 종이봉투로 벌집구조를 떠올리는 아치형태의 벽면

과 천장 연출

-둥글고 매끄러운 돌을 벽

면을 따라 장식

표현방법 복제, 연상 복제

S

Manet et Monet

/플라워 갤러리 샵

/부산 /2012

-한쪽 바닥면에는 얕게

고인 물을 그대로 도입

-스크린 벽에 실사된 꽃 이미지를 뒤편의

조명으로 비추어 표현
-

-크고 모난 자연석 의자

-수초 형상의 커다란 식재

기둥

표현방법 복제 모방 복제

T

UO

/레스토랑

/서울 /2012

-가공한 우드패널 마감

-외부의 흙, 돌, 물을 보이드로 끌어들임 -

거친 마감의 석재와 그 석재를 타고 조용

히 흐르는 물을 벽면에 표현

- -물고기 형태의 모빌

표현방법 복제 포섭, 복제 모방

‘-’는 자연요소 표현 방법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복제’는 실제 식물과 돌을 재료 그대로 도입하거나 벽

의 마감으로 사용하여 자연이미지를 제공(C, D, G, H, I,

L, O, R, S, T)하는 표현방법과, 자연재료를 가공하여 바

닥, 벽, 오브제에 기능적인 측면으로 사용(C, D, F, I, M,

N, P, R, S, T)하는 표현방법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또한 ‘복제’는 지역적인 특성을 공간분위기에 맞게 표

현(D)한 방법과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오브제로 활용(G,

I, O)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변형’의 ‘모방’은, 자연의 요소를 그대로 표현

하거나 형태를 응용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무, 꽃, 동물의 ‘실사’를 벽면에 프린트하는 방법

(B, E, S, J)으로 나타나거나, 동물이나 물고기 등의 ‘형

태’를 실제와 유사하거나 혹은 과장된 모방의 방법(F, H,

P, T), 또는 형태의 특징적인 ‘패턴’을 본떠 반복 나열(J,

M)하는 방법, 숲이나 나무의 ‘색’의 톤을 다르게 하여 표

현하는 방법(N)으로 나타내고 있다.

‘연상’은 자연요소의 대표특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자연이 쉽게 연상되도록 바닥, 벽, 천장 등 공간의 전체

를 활용하여 표현(A-비, F-나무, G-달밤, K-새둥지, Q,-

물의 흐름, R-벌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오브제를 통해 공간의 이미지를 더욱 뚜렷하게 부각

(A, F, G, Q)시키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변형’의 방법은 기존의 나무와 꽃과 같은

자연요소가 아닌 달밤, 토끼, 누에고치, 나비, 물고기, 벌

집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연요소

의 표현이 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융화’는 대부분의 공간구성요소(바닥, 벽, 천

장, 오브제)에서 하나 이상의 표현방법이 나타났지만, 조

사대상 E, L처럼 ‘벽’에서만 표현방법의 혼합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같은 유형의 혼합보다, ‘재현’과 ‘변

형’의 방법이 혼합된 경우가 많아, ‘재현’으로 자연의 물

성을 통해 오감을 전달하고, ‘변형’으로 실제의 자연요소

를 적용할 수 없는 누에고치, 나비, 벌집 등의 이색적인

자연요소를 접하게 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부여하고 있

다고 사료된다.

또한 ‘융화’는 각 구성요소별로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하나의 컨셉으로 공간이 연결되도록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자연요소의 표현특성

<표 5>를 통해 구성요소와 유형별로 상업공간에서 자

연요소의 표현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표현유

형 ‘재현’과 ‘변형’의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6>

분류
구성요소별 표현방법

표현유형
바닥 벽 천장 오브제

A 연상 연상 연상 연상 변형

B 모방 변형

D 복제 복제 복제 재현

I 복제 복제 복제 재현

J 모방 모방 변형

K 연상 연상 변형

Q 연상 연상 연상 변형

<표 6> 표현유형 ‘재현’과 ‘변형’의 구성요소별 표현방법

‘재현’은 ‘복제’의 방법으로만 나타났는데(D, I), 바닥보

다는 벽과 천장, 오브제를 통해 자연요소를 표현하고 있

었다.

‘변형’의 ‘모방’만으로 표현(B, J)된 것은 공통적으로

벽면을 중심으로 자연요소가 표현되고 있지만, ‘연상’으

로 표현(A, K, Q)된 것은 비교적 다양한 공간구성요소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접적인 지각으로 자연의

공간 이미지를 전달하여야 함으로 모든 구성요소를 활용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표 7>은 ‘융화’의 구성요소별 표현방법을 분석

한 것이다.

‘병치’는 ‘포섭’과 ‘복제’의 혼합만이 나타났으므로 ‘재현’

의 혼합으로만 표현되었다.(C, L) 두 사례 모두 벽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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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구성요소별 혼합

표현방법
바닥 벽 천장 오브제

C 복제 포섭 복제 병치

E 포섭 + 모방 접목

F 복제 + 연상 복제 + 연상 복제 + 모방 접목

G 연상 복제 접목

H 포섭 + 복제 복제 + 모방 접목

L 포섭 + 복제 병치

M 복제 + 모방 복제 + 모방 접목

N 복제 모방 모방 접목

O 복제 포섭 + 복제 + 모방 접목

P 복제 복제 모방 접목

R 복제 + 연상 복제 + 연상 복제 접목

S 복제 모방 복제 접목

T 복제 포섭 + 복제 모방 접목

<표 7> 표현유형 ‘융화’의 구성요소별 표현방법

통해 시각적 효과를 높이도록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접목’은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이 나타난 표현방법으로,

‘재현’과 ‘변형’이라는 다른 표현유형이 혼합되어 나타나

기 때문에 상업공간을 더욱 흥미롭게 연출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접목’의 표현방법 중 ‘포섭’은 ‘재현’의 유형에서는 사

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의 살아있는 자연을 개구부를

통해 내부로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동선을 유도하기 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제’는 ‘접목’의 표현방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F,

G, H, M, N, O, P, R, S, T), 실제의 자연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생명력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해줄 수 있기 때문

에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복제’의

표현방법은 바닥, 벽, 천장, 오브제의 모든 공간구성요소에

서 표현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자연요소’의 표현으로 일

반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특히 ‘접목’의 방법 중 ‘복제’와 ‘모방’의 혼합이 가장 많

았는데(F, H, M, N, O, P, S, T) 이는 자연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표현함과 동시에(복제) 자연의 형태를 본뜨는 표현

방법(모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모방’은 ‘연상’과의 혼합보다 ‘재현’과의 융화를

통한 방법이 주로 나타났다.(조사대상 H, O, T) 이들은

천장보다는 바닥, 벽, 오브제를 통해 자연의 분위기를 부

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상업공간에서 소비자들의 상품구매를 유도

하는 1차적인 목적을 넘어, 자연과 유기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에게 편안함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자

연요소의 표현방법과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요소의 표현유형 및 방법은 ‘재현’에서 ‘포

섭’과 ‘복제’, ‘변형’에서 ‘모방’과 ‘연상’, ‘융화’에서 ‘병치’

와 ‘접목’의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둘째, 자연요소 표현방법이 적용된 국내․외 상업공간

에서는 나무, 꽃, 돌, 물, 동물 등 기존의 실내디자인에서

사용되었던 자연요소가 대부분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에 소비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보다 새로운 자

연요소를 찾고 이를 공간에 도입하기 위한 표현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표현유형 중 ‘재현’은 장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표현유형들 보다 더 소비자들에게 오감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생동감 있는 자연요소의 표현방법으로

사료된다. ‘변형’은 기존과 다른 이색적인 자연요소의 표

현으로 더욱 차별화된 상업공간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

에 향후 자연요소의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으로 작

용된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융화’의 ‘병치’에서는 두드

러진 혼합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접목’은 모든

표현방법을 혼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질적

인 요소들을 혼합하여 색다른 공간으로 소비자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외 상업공간 20곳을 대상

으로 자연요소의 표현특성을 분석하였기에 일반화시키기

에는 다소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상업공간

에서 자연요소의 적용방법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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