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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모형은 행동유
도를 통해 위협 요인의 발생 시점에서 집단 심리와 체계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의식의 절단에서 출발하게 된다. 안전 가이드
라인 설계와 방법론은 시퀀스별 모형으로 주관화와 객관화가 반복해서 도출되어야 하며,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공
공 서비스의 시간 순차적인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위협요인은 감성경험과 사용자경험, 기술경험의 
가치를 반영한 모형으로 구축하기 위해 사용자 관점, 관리자 관점의 모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모형으로 추출하고자 한다. 명확한 설계와 자료조사를 통해 일반 사용자의 수평적, 수직적 사고의 문제를 전환시키고, 이
해관계자의 프로토타입 도출과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인사이트는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방법론은 동일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다차원 서비스 모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주제어 : 어포던스 디자인,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모형, 서비스디자인

Abstract  Human desires start from the factors that make up the basic living environment. The development 
model of the safety guidelines will start from a sense of departure from collective psychology and systemic 
environment, at the time of inducing threats to threats. The design and methodology of the safety guidelines 
should be drawn up repeatedly by the sequence of iterative models, and the design methodology should be 
designed in the chronological order of the public services through the methodology of service design 
methodology. Various and complex threats attempt to derive insights from the user's perspective and to derive 
insight into the development of the safety guidelines and the sophistication of the user experience, and to 
extract ins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a user's perspective and supervision model. This derived insight can be 
implemented as a multi-dimensional service model derived from the same problem consciousness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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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욕구는기본적인생활환경을구성하는요인에

서부터출발하게된다. 매슬로우가주장한인간의욕구 5

단계에서 의식주를 제외하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욕구는안전에대한욕구일것이다. 매슬로우에의하면,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에서 출발하여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욕구의단계가심리적인요인으로전이되게

된다. 여기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생리적이고, 자각적

인 단계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욕구이다.

인간에게 안전은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위협의

발생 시 안전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다. 이러한 위협요인

은 인간생활에서 자연재해를 포함하여 인재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위협요인은 대부

분의 경우 예고하지 않고 발생하는 편이다.

이렇게 발생된 위협은 사회안전망이 비교적 잘 구축

된 경우에는 위협발생 이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안전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근래에 들어 여러 가지

위협요인의 발생으로 지자체별로 안전 설계가 이루어지

는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지엽적인 안

전가이드라인설계는시민들에게혼란을가중시키는결

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편협하게 셜계된 가이드라인

으로 인해 2차, 3차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무엇보다 안전 가이드라인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심리적, 현상적인 충격으로 인해 안

전대처에미흡한요인을차단시키고, 위협요인의발생시

가장최선의방법으로안전한가이드라인을구축하기위

해서는 인간 본연의 심리적 활동과 기저활동에 대한 인

식이 필요하며, 이를 배경으로 한 안전 가이드라인 구축

이 필요하며, 안전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평상시 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보다는 위협요인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유도가 가능한

안전가이드라인이실질적으로필요한시기이다. 그러므

로 우후죽순으로 개발되는 안전 가이드라인 설계 시 개

발을위한기본적인요건과방법론을적용시켜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이론적 배경 
2.1 호모파베르와 어포던스 디자인

어포던스디자인(affordance design)은 디자인의모든

행위과정에서 추출되는 생산결과물은 인간이 생활과 사

용성에집중하여가장편안하고관습적인유형을도입하

여이상적인방향에서도구의사용성을극대화하기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최적의 사용성은 가장 사용하기

쉬운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어포던스 디자인은 체화된

인지를 통해 교육받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없는 일상적인 사용성을 전개시킨다.

어포던스(Affordance)는 미국의생태심리학자인제임

스 깁슨(James J. Gibson)에 의해 1977년에 소개되었으

며, 그의 저서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1979)』를통해알려진개념이다. 어포던스는

보통어떤행동을유도한다는뜻으로 '행동유도성'이라

고 불린다.1)

디자인심리학자인 도널드 노먼(Norman, Donald)은

"The term affordance refers to the perceived and actual

properties of the thing, primarily those fundamental

properties that determine just how the thing could

possibly be used."이라고 하였으며, 사물의 속성을 인간

에게체화시키기위한방향성이어포던스디자인의핵심

적인 요인으로 규정하였다.

디자인 행위는 인간에게 도구의 연장을 통해 호모 파

베르(Homo Faber)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도구를 통해

인간의콤플렉스를극복하고나아가인간에게필요한기

본적인 활동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속성에부합하기위해인간에게필요한도구는사용하기

편리하고 즉시적인 요인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2 어포던스 디자인 관점의 필요성
근래 사회현상 중에서 재난과 급격한 피해가 발생하

는 불안한 사회 현상 등의 영향으로 필요의식이 고취되

고 있으며,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산업화에 의해 재해

가증가하게되는문제등다양한환경의변화가결국인

간에게안전에대한기본적인방위역할기제로서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안전 가이드라인 설계에 있어서 어포던스 디자인의

적용은예고없이급격하게닥치는자연재난과위험요인

등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집단행동, 군중심리를

1) 네이버 지식백과 ‘창의융합 프로젝트 아이디어북’, 한빛아카
데미, 2015.



A Study on the Model of Safety Guideline based on Affordance Desig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49

바탕으로 안전욕구에 대한 디자인 심리학적 접근 및 디

자인기술적용방안구체화등인문학기반의융복합기

술과 어포던스 디자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심리학적

전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Fig. 1]과 같이 인간에게 재난은 예고하지 않은 상황

에서 시기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발생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변화의무게또한감당하기힘든것도사

실이다. 이러한 재난의 발생 이후 후속조치로 적용되는

다양한 방법이 인간의 기초적인 심리와 군중심리, 인지

학적가치를반영하기위해서는기억되고학습된방법으

로재난에대한대응지침이설계되어야할것이다. 이러

한 기본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특히 안전 가이드라

인의 경우 더욱이 인간의 행동유도를 통해 재난에 대응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재난은 1차적인사고로모든재난이중단되지않

는다. 재난의 특성 중에는 연속적인 재난 발생이 대부분

재난과정이기때문에 1차재난이발생할시최우선으로

재난대응을위한가이드라인이적용되어야최소화된피

해로 안전하게 재난 피해자를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가이드라인은환경및재난등필요요인에적합

한 적정기술과 융복합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 후 활용하

여 새로운 안전한 환경 및 재난안전을 대비한 고도화된

통합디자인 프로세스 및 환경변화에 대비한 디자인기술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 기반의 설계

를진행하여야하며, 이는반복된실험과고찰을통해어

포던스의 관점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3 안전 가이드라인 구축 배경
인간의 기본욕구에 속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는 매슬

로우(Abraham H. Maslow)가 인간의욕구 5단계[Fig. 2]

의 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에

대한 필수요건이 채워진 상태에서 가장 갈망하게 되는

욕구로서안전한상태의삶을영위하려는본능이라고할

수 있음. 이러한 '안전'은 그동안 디자인과 가치를 달리

하는 것으로 디자인 보다는 기술적인 가치를 중요시 하

였으나,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디자인 영

역에서 다루어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Fig. 2] Maslow’s hierarchy of needs

안전이라는 문제는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가치를 반

영하고 설계되어야 하며, 다양한 문제에서 이러한 복합

적인 이유에서 디자인 분야가 제품, 환경디자인 뿐 아니

라시각디자인분야에서도안전에대한자의식을활성화

시켜야 한다.

매슬로우가주장한인간의기본욕구는인간이외부의

위협이나, 고통,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의식의 반

영이며, 또한 안전에 대한 디자인적 관점은 어포던스 디

자인 분야에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어포던스 디자인이

적용되어야하는분야에안전의요소를접목시켜연구개

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은 인간이

외부로부터위협을받는요인중착각과부주의, 착오, 피

[Fig. 1] Case of Large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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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등으로유발된자의식적안전요인은기저활동의증대,

경각심유발, 주의요구행동유발등으로수정되거나, 재현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Fig. 3]의사례와같이사회통합안전망에서벗어나는

재난과 인재 등은 사고의 빈도보다는 사고에 의한 사회

적충격과전파가치면에서다양한사회적부작용을야

기 시키게 되며, 사회적 불합리한 논쟁으로 발화되어 사

회안전성을 부정하게 되는 사례로 고찰된다. 이러한 사

회적 논란을 촉발시키지 않고 사회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

의 근간을 구축하는 기저활동으로 볼 수 있다.

[Fig. 3] Case of Large Disaster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 안전디자인이 논의된 기원은

2009년 국회안전디자인포럼이다. 그러나 포럼에서 다룬

내용은 대부분 환경과 제품디자인 영역에서의 안전디자

인 적용이며, 국가적 재난에 대해 시각적인 관찰과 집중

적인 담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안전에 대한 근원적

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간은 안전에 대한

위협 발생 시, 집단의식이 욕구가 급속하게 증가되는데

위협발생당시보다추후심리적인압박감과외상후장

애등의심리적기제가추가발생하는여러가지문제점

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조치에 대한 방향

성을 설계해야 한다.

3. 안전가이드라인 모형 설계 
3.1 객체지향적 안전가이드라인 설계 요인
안전 가이드라인 설계의 방법적 접근은 안전 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배경과 다양한 위협 요인, 안전 가이드라

인의수용자인일반시민에대한환경적요인등다양한

인식론적 배경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Fig. 4]의 안

전가이드라인의 설계는 다양한 요인들에서 출발한 현상

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객체지향 모형으로서 그루핑되어

야 하며, 그루핑된 객체지향 요인은 창조적인 행태로 분

석되어 메타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의가

필요해 진다. 각각의 요인을 코드로 분류하고 분류된 코

드의경우의수를해석하여다양한변수를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정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며, 새로운

정의에 이르기 위한 메타 솔루션은 안전 가이드라인 모

형의기초적인배경이될것이다. 이러한과정을거쳐안

전 가이드라인의 설계와 매개과정의 심리학적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Fig. 4] Safty Guideline Solution Building

Division Subject Scale
Voluntarine
ss of risk

Did people voluntarily participate in
dangerous situations?

Voluntary

Immediacy
of effect

What is the danger of death at the
moment? - Or may death occur at a
particular point in time?

Instant

Knowledge
of risk

How accurate is it to those who are
exposed to danger?

Uniform

Control
over risk

If you are exposed to certain activities or
technical risks, how can you avoid the
death related death through personal skill
or personal skill?

Possibility

Newness Is the risk new? Or is it old and familiar? New

Common-dr
ead

Is it possible for people to learn how to deal
with, to think rationally, or to have a great
fear of fear?

Stability

Severity of
consequenc
es

How catastrophic is the outcome when the
risks arising from the activity appear in the
form of an accident or illness?

Fatal

<Table 1> Risk factor Measurement scale



A Study on the Model of Safety Guideline based on Affordance Desig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51

또한 <Table 1>와 같이안전가이드라인설계과정에

서위협요인측정척도의반영을통해객체지행적인모형

설계의 객관화 과정을 도입시킬 수 있다. 안전 가이드라

인설계요인은집단심리, 집단행동, 안전욕구등 [Fig. 5]

의안전가이드라인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인간의행동

유도가가능한시점에서출발하여안전가이드라인을구

축할 수 있다.

[Fig. 5] Process for Establishing Safety Guidelines
3.2 개발사례 
안전가이드라인의 구축은 시점과 상황 주변 환경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적합한 가이드라

인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개발된 사례는 새로

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단점

과 문제점,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예시로서 활용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연재해와 지진 등으로 인한

안전의식이매우높은국가로서시민들의안전의식과안

전한 복구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있으므로사전연구사례로서적합한사례이기때문에치

바공업대학에서 개발한 지진대응 사례[Fig. 6]을 보면,

체계적이며, 구체적인재난대응가이드라인을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개발 사례를 그대로 도

입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과 시민의식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보다 심도 깊은 어포던스 디자인을 적용시킨 안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Fig. 6] Chiba Institute of Technology Earthquake 
Response Manual

[Fig. 7] Process of Safety Guidelines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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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전가이드라인 시퀀스 프로세스 
[Fig. 7]의 안전 가이드라인 시퀀스 프로세스 모형은

개인과 집단, 사회, 환경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객

관적인관찰요인을도출하여인지영역과집단심리영역

에서발생되는다양한경우의수를조합하여서비스디자

인프로세스로접근하는것이최상의문제의식을도출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문제해결 방법은 서비

스디자인에의해객관화된데이터를표집하고이를구성

요인에부합하는다양한변수를적용하면서객관화된유

형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한로드맵의작성과

도출된로드맵은안전가이드라인의시퀀스모형으로정

리될 수 있다.

안전 가이드라인 프로세스 설계를 위한 접근 방법은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를 통한 객관화된 모형 도출

이 필요하며, 시간 순차적인 설계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

해야 하므로 객관화 주관화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Fig. 8]은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모형으로

서내외적인요구와자료조사, 방법론, 프로젝트운용솔

루션 기법의 적용을 통해 객관화된 이슈를 도출하게 되

면, 수직적사고로서사용자경험, 안전인지에대한사고

의전환과프로파일링, 사용자경험가치체인을통해위

럼인자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접근과정을통해안전대응솔루션과안전가

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상황별, 시기별, 대응 가이드라인

의 도출이 가능하다.

4. 결론 
안전가이드라인의개발과정은다양한변수와욕구사

항의정의를통해새로운가이드라인을구축하는것보다

는 인지심리와 집단 행동 관찰을 통해 최적의 행동요인

을 수집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이드라인 구축의 방향성

일 것이다. 위협요인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든 경우이다. 이러한 위협요인이 발생한 후 더욱 중요

한것은 2차, 3차 사고에대한대응방안이중요한이슈로

제기될 것이며, 이는 어포던스 디자인 관점에서 사고와

안전에 대한 인지적 측면에서의 접근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위협요인을 관찰하

고객관화된모형을구축하기위한솔류션으로안전가이

드라인시퀀스프로세스를개발하였다. 안전 가이드라인

시퀀스프로세스모형은다양한위협요인을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황별 모니터링 및 단계적

프로세스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Fig. 8] Safety Guidelines Develop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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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Fig. 9]의 개발을 통해 위험요인별 안전 가이

드라인의개발은수용가치의순으로점차확대생산해야

하며, 가이드라인구축후상시모니터링및반복된학습

과 테스트 과정이 선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Fig. 9] Process of Safety Guidelines Development

안전 가이드라인의 개발 모형은 문제에서 출발된 다

양한 사고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용자

와 관리자의 관점에서 환경과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

슈를 도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감성적인 경험과 사용

자경험, 기술경험에 대한 수용과정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그룹인터뷰, 전문가집단토론등의과정을통해

객관화된 지표와 주관화 된 지표를 대차 대조함으로써

오차없는 과정을 수렴하게 되는데, 본 과정은 명확한 사

실관계의 설정을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지표가정리가되면, 서비스디자인방법론을

적용하여 수평적, 수직적 사고의 문제를 전환시키고, 이

해관계자의 프로토타입 도출과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된

다. 이렇게 도출된 인사이트는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방

법론의 결과물로서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다차원

서비스 모형으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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