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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재 수많은 새로운 기술과 재품을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서 제품과 사용자의 감성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자 감성 측정 방법의 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해변공간은 사람들이 도시 레저문화생활에서 감성적 즐거움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간, 경관, 
환경시설 간의 감각적 정보의 소통이 빈번히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이 제품 디자인에 
적용성 및 장단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운대 해변 벤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험적 감성 측정법인 자기-보고법
(self-report)을 실행하였다. 해변 벤치 이용자 감성을 측정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법 실험은 사전 조사와 본조사 2단계로 구성하며 가설을 설정하여 SPSS를 통하여 단순, 다중 
회귀분석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기-보고법 실험을 통해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이 제품 디자인에서의 적용성 
및 “경제적이며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광범위한 감성 측정이 가능하다”, “자신의 감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
거나 의도적으로 감성을 숨길 가능성이 높다” 등 장단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이 제품 디자인에 적용성 및 장단점을 기반으로 제품 디자인에 적용하는 감성 측정 방법 개발의 기초 
자료로 기대된다.

■ 중심어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자기-보고법∣제품 디자인∣
Abstract

In the era of the rapid development of a tremendous number of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the emotional communication between products and users has become an important research topic. 
However, the user’s emotional measurement methods have not been widely used in the field of product 
design. Besides, as an important space that can improve people’s life quality and urban entertainment 
at the emotional level, seaside space also creates an atmosphere of frequent emotional communication 
among tourists, landscape and environmental facilities. To deduce the applicability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experiential emotional measurement method in product design, this paper took the 
seaside seat users of Haeundae as the object and carried out the Self-report of the experiential 
emotional measurement method. Specifically, the experiment of Self-report was divided into two 
stages: prior survey and subsequent main investigation. Then the hypothesis was verified by using 
Bivariate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rough SPSS. Furthermore, through the experiment of 
the Self-report, the applicability an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xperiential emotional 
measurement method in product design were deriv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applicability,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experiential emotional measurement method derived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become the fundamental and reliabl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measurement methods that can be suitable for product design.

■ keyword :∣Experiential Emotion Measurement Method∣Self-report∣Produc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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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사회배경 속에서 감

성디자인은 인간과 제품 간의 감각적 정보의 
communication 수단으로써 더욱 중요한 연구 과제
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감성 측정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이나 신경학 등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특히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 분야에서 활용도가 낮은 것은 대체적
이다. 그러므로 감성 측정 방법이 제품 디자인에 어떻
게 적용해야 하는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 제품 
디자인에서 실제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감성 측정 방법
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경험적 측정 방법이 제품을 이
용하는 환경에서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해변공간은 사람들이 도시 레저문화생활에서 
감성적 즐거움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특히, 
해변 환경시설물은 사람들의 해수욕장 이용 감성만족
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적인 요인이다. 그 중 
해변 벤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며, 이용 빈도
가 가장 높은 해변 환경시설물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
의 제품 디자인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해변 벤치 이
용자를 대상으로 자기-보고법(self-report)을 활용하여 
감성 측정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 논
문은 해변 벤치 이용자의 감성측정 측면으로 “해변벤치 
이용자 감성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그 영향력은 
얼마만큼 미치고 있는가?” 발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이 제품 디자인에 

대한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표적인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인 자기-보고법을 이용하여 해변 벤치 이용자
를 대상으로 감성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조
사는 2간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감성 측정방법은 생
리적, 행위적, 경험적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험적 측정방법인 자기-보고법(self-report)을 선정하
여 감성어휘를 활용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2단계는 해변 벤치 이용자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 및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조사 결과에 바탕으
로 해당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검증과정은 설문지를 
구성, 조사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12.0을 이용하였
으며, 각 가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감성 측
정 실험을 통해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이 제품 디자인
에서의 적용성 및 장단점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 사전조사 및 본조사의 연구 범위는 부산광역
시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 벤치의 성별, 연령과 무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감성의 정의
감성이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계 설계 공학적 입장에서 
보면 [그림 1]과 같이 ‘외계의 물리적 자극에 부응하여 
생긴 감각과 지각으로 사람의 내부에서 야기되는 고도
의 심리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1].

그림 1. 감성의 생성 모형

Pekrun은 감성을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표현적, 
신경 생리적 과정들을 포함하는 정신적 하부조직의 통
합된 프로세스 또는 다중 요소"[2]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감성의 형성 요인은 외부자극(인간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과 내부자극(과거에 접촉한 사물
이나 사건에 대한 회상)으로 나눌 수 있었다.

2. 감성 디자인의 정의
감성 디자인은 기능적, 조형적 감성반응 뿐만 아니라 

환경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얻
어지는 상징적 감성반응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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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문화적 의미와 상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감성 디자인의 
목표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여 인간과 대상 환경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따라서, 감성 디자인은 객관적인 해석을 토대로 측정 
평가해서 인간의 특성과 오감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
이다. 또한, 제품디자인 측면에서 감성 디자인은 사용자
와 제품의 접촉, 즉 사용자가 외부자극과 내부자극을 
통하여 사용자와 제품 간의 감각적 정보의 
communication이 이루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감성 측정 방법의 선행연구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감성측정”을 키워드로 

RISS, KISS, NDSL, DBpia 등에서 검색하여 6490권 
논문 중 관련도가 높은 7편의 감성측정 방법을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라 기존 감성 측정 방법은 경
험적, 생리적, 행위적 3가지 방법으로 나고 있다고 알 
수 있다.

  
4.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

선행연구에서 경험적 측정방법은 심리적 측정방법으
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경험적 측정방법은 감성 측
정연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은 언어적, 비언어적 측정 방법으로 나
눌 수 있는데 자기-보고법(Self-Report), 
S A M ( S e l f - A s s e s s - m e n t - M a n i k i n s ) , 
PrEmo(Product Emotion Measure-ment), 및 
Russell (1989)의 Affect Grid 모델 등 방법을 포함한
다. 

자기-보고 법은 언어적 감성 측정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다. 자기-보고법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감성 어휘, Semantic Differential 등 방법과 같이 사
용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참여자들에게 자극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측정하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 유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질문들을 제
시한다[12].

Ⅲ. 사전 조사

1. 사전 조사 설문지 구성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 벤치 이용자의 감성을 측정하

기 위한 사전조사 설문지는 질문 2개로 구성되었다. 

제목 제품 사용 환경의 사용자 초기 감성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5] 
저자 이재화, 이건표 
출처 감성과학, Vol.13, No.1, 2010, pp.111-120

측정
방법

* 생리적 측정방법: EDA, Electrocardiogram, Pupillometry
* 행위적 측정방법: Facial Acition Coding System, 
Electromyography, 말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 경험적 측정방법: 감성형용사를 활용한 의미 분별법, Verbal 
Protocol, Interview & Self-report

제목 제품 사용 중 사용자의 감성 측정을 위한 자기-보고 질문지형 
척도 개발[6]

저자 정상훈
출처 감성과학, Vol.10, No.3, 2007, pp. 403-410  

측정
방법

* 생리적 측정방법
* 심리적 측정방법: 형용사 체크리스트 

제목 감성 진단칩(Emotion-on-a-chip, EOC):인간 감성측정을 위
한 바이오칩기술의 진화[7] 

저자 정효일, 길태숙, 황유선 
출처 감성과학, Vol.14, No.1, 2011, pp.157-164  

측정
방법

* 언어 표현을 측정
* 생리적 신호를 측정

제목 감성측정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활용방안 탐색[8]
저자 이창윤, 조영환, 흥훈기
출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8, 2015, pp.629-632

측정
방법

* 자기보고식 감성측정
* 생리적 신호 기반의 감성측정 
* 행동적 반응 기반의 감성측정

표 1. 감성측정 방법[4]

제목 감성어휘 로깅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 사용중 사용자의 감성
변화 연구[9]

저자 정상훈, 이건표
출처 감성과학, Vol. 9, No. 3, 2006, pp. 167-177 

측정
방법

* 생리적 측정방법
* 심리적 측정방법 

제목 감성 측정을 위한 우리말 형용사의 의미구조[10]
저자 박미자, 신수길, 한광희, 황상민

출처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Vol, 1, 
No.2, 1996, pp.1-11

측정
방법

* 생리적 방법: 침분비, 전기피부반응(GSR)
* 의미의 일반화나 학습전이를 사용한 학습방법.
* 지각적 방법, 연상방법, scaling method

제목 제품 사용 중 표출되는 사용자의 감성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11]

저자 정상훈, 이건표

출처 디자인학연구 Journal of Society of Design Science, 통권 제 64호, 
Vol.19, No.2, 2006, pp.346-348

측정
방법

* 심리적 측정방법: Self-report, Interview
* 생리적 측정방법
* 제품 사용중 표출되는 사용자 감성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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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은 벤치 이용자의 감성 상태에 영향을 가장 많
이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문이다. 

질문 2는 이용자의 감성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감
성어휘(“불편하다-편하다”, “슬프다-기쁘다”, “초조하다
-평온하다”, “지루하다-재미있다”, “답답하다-상쾌하
다”) 5점척도법을 활용하여 벤치 이용자의 감성 상태를 
측정하는 설문이다.

2. 사전 조사 과정 및 결과 분석
사전 조사는 2018년 10월 14일-15일 해운대 해수

욕장에서 해변 벤치 이용자(성별, 국적, 연령 등 무관)
를 대상으로 총 설문지 98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으며 
이중 정보 부족한 응답은 제외 유효한 자료 92부만 결
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전 조사의 현장 사진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사전 조사 장면

사전 조사 설문2의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이 0.789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인하
였다.

표 2. 신뢰도 검증(5개의 문항)
Cronbach’s α 항목수

.789 5

질문 1의 조사결과에 따라 벤치 이용자 감성에 영향
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벤치 주변의 경관”이 
35.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벤치 디자
인”이 5.4%로 나타냈다. 

또한, 질문 2는 “불편하다-편하다”, “슬프다-기쁘다”, 
“초조하다-평온하다”, “지루하다-재미있다”, “답답하다
-상쾌하다”와 같이 부정적-긍정적인 감성어휘 5점척도
법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감성을 측정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에 따라 긍정적인 감성이 부정적인 감성보다 상당

히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벤치 이용자는 긍정
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사전조사 결과를 빈도분석으로 활용하여 “벤치 주변

의 경관”과 “벤치 디자인”이 이용자 감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지만 영향력은 얼마만큼 
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조사에서 해변벤치 
디자인과 형태, 재질, 색상, 크기 각 디자인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벤치 주변 환경에 대한 감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1. 벤치 주변의 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의 
감성 상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해변벤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의 
감성 상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벤치 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의 감성 상
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벤치 재질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의 감성 상
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벤치 색상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의 감성 상
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벤치 크기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의 감성 상
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 대상 및 연구 방법

제품 디자인 사용 환경에서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인 
자기-보고법을 진행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하여 해운대해수욕장 일반 벤치 이용자(성별, 국적, 연
령 등 무관)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9일-15일 까지 
1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누락된 답변과 불성실한 
답변을 제거하여 총 145부가 실제 실증분석에 사용되
었다. 본조사의 현장 사진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9662

 

그림 3. 본조사 장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기-보고법의 설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표 3. 설문 문항
구분 문항 문항수

벤치 주변 환경 벤치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5점 
등간척도) 1

벤치
디자인

벤치 전체디자인 및 형태, 재질, 색상, 크기 
4가지 요소에 대한 만족도 조사(5점 등간척도) 5

이용자 
감성상태

이용자 감성상태 조사
(100점 등간척도) 1

  

Ⅴ. 가설 검증 및 경험적 방법 장단점 도출

1. 타당성 검증
본조사 설문 문항의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KMO(Kaise-Mayer–Olkin)값이 다
음 [표 4]와 같이 0.729로 나타내고 변수선정의 타당성
을 확보할 수 있었다.

표 4. KMO와 Bartlett의 검증(7개의 설문문항)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72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23.612
자유도 21

유의확률 .000

  
2. 신뢰도 검증

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을 분
석할 수 있는 Cronbach’s Alpha값을 사용하였다. 

벤치 디자인 요소에 관한 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에
서 Cronbach’s Alpha값이 다음 [표 5]와 같이 0.719
이므로 높은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표 5. 벤치디자인 요소에 관한 신뢰도분석
Cronbach’s α 항목수

.719 6

3. 가설 검증
1) 가설1. 벤치 주변의 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

의 감성 상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시실하기 

전에 다음 [표 6]처럼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상
관계수를 분석하였다.

표 6. 단순 회귀분석 기술통계량 및 상관계수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감성상태 145 76.92 11.119
.683

주변경관 145 3.79 .669

위의 표에 따라 해변벤치 이용자들이 “벤치 주변경
관”에 대한 만족도는 3.79점으로 나타나고 이용자의 감
성상태는 76.92점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변인의 
상관계수는 0.683으로 나타나며 두 변인 간의 상관관
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었다.

표 7. 단순 회귀분석 회귀계수와 분산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유의

확률B 표준오차 β

모
형

(상수) 35.190 3.792 9.280 .000

주변경관 11.023 .985 .683 11.185 .000

모형
요약

R제곱
분산분석

F통계량 유의확률

.467 125.113 .000

a.종속변수: 감성상태
b.예측값:(상수), 주변경관

[표 7]과 같이 단순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R제곱 값
은 0.467로 나타나고, 즉 설명력은 46%나 되었다. 또
한 유의확률은 .000인데다가 베타 값도(β=0.683) 매우 
높아 회귀계수가 유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벤치 주변 경관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 감성 상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마친다는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2) 가설2. 해변벤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
의 감성 상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벤치 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의 감성 상
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벤치 재질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의 감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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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벤치 색상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의 감성 상

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벤치 크기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의 감성 상

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벤치의 형태, 재질, 색

상, 크기 4가지 디자인 요소와 이용자 감성상태 변인들
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계수를 정리하였다.

표 8. 다중 회귀분석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감성상태 76.92 11.119 145

형태 3.43 .609 145

재질 3.50 .708 145

색상 3.43 .753 145

크기 3.42 .654 145

  
표 9. 다중 회귀분석 상관계수

감성생태 형태 재질 색상 크기
감성
상태 1.000

형태 .499** 1.000

재질 .343** .174* 1.000

색상 .416** .213** .108 1.000

크기 .399** .228** .274** .234** 1.000

(**는 p<.01, *는 p<.05인 경우임)

위의 다중 회귀분석 상관계수에 따라 이용자 감성상
태와 벤치디자인요소 간의 상관관계가 밀집하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 다중 회귀분석 회귀계수와 분산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
수 t값 유의확

률B 표준오차 β

모
형

(상수) 18.437 5.726 3.220 .002
형태 6.628 1.214 .363 5.461 .000
재질 3.116 1.043 .199 2.986 .003
색상 4.038 .978 .273 4.127 .000
크기 3.198 1.162 .188 2.752 .007

모형요
약

R제곱
분산분석

F통계량 유의확률
.436 27.088 .000

a.종속변수: 감성상태
b.예측값:(상수), 형태, 재질, 색상, 크기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위 회귀식은 전체데이터
의 약 43%(R제곱=0.436)을 설명해 주고 있다. F값이 
27.088, 유의확률 0.000<0.05이므로 이 다중 회귀분석
은 신뢰할 수 있다. 또한, 다중회귀계수표를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다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벤치디자인 4가기 
요소는 이용자 감성 상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표준화계수 β값을 통하여 각 디자
인 요소가 이용자 감성상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가설2 해변벤치 디자
인에 대한 만족도는 이용자의 감성 상태에 유의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이 채택되었다.

4.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의 장단점
본 연구는 해변 벤치의 실제적인 이용 환경에서 경험

적 감성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벤치 이용자의 감성을 
측정하고 이용자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영향력
을 검증하여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이 제품 디자인에서
의 장단점은 다음 [표 11]을 도출할 수 있다.

표 11.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의 장단점

장점

1.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량조사가 가능하다.
2. 경제적이며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광범위한 감성 측정이 가능하다.
3.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라도 볼 수 있고 혼합된 감정이나 미묘한 

감정들도 평가할 수 있다.
4. 구성이 간단하고, 참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결과 분석이 어렵

지 않다.
5. 활용 가능성이 높고 다른 방법과 같이 융합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점

1. 주관적 정서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들은 사람에 따라 그 의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2. 한 개인에 있어서도 심리적 상태나 무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준다.
3. 자신의 감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성을 숨길 가

능성이 높다.
4. 자신의 감성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5. 감성 어휘 속에 함축된 의미가 모호하다.
6. 감성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7. 시간이나 공간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일 수밖

에 없다.

  

Ⅵ. 결론

본 논문은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이 제품 디자인을 
실제적 사용 환경에서의 적용성을 도출하기 위해 자기-
보고법을 통해 해변 벤치 이용자의 감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해변 벤치 이용자 감성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와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경험적 감성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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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법인 자기-보고법을 이용하여 사전조사를 진행하
였으며 벤치 이용자 감성 상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
치는 요소는 “벤치 주변 경관”로 나타났다. 또한, 감성
어휘와 5점 척도법을 활용하여 해변 벤치 이용자의 감
성상태는 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벤치 주변 경관”과 “벤치디자인”이 이용자 감
성 상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
설 2개를 설정하였다. 설문조사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통해 각 가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설1에서 벤치 주변의 경관은 이용자 감성 상태에 상
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신뢰감(β값)은 0.683으로 
나타났다. 가설2에서 벤치 디자인 요소는 이용자 감성 
상태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중에 벤
치 형태의 신뢰감(β=0.363)은 가장 높은 요소로 나타
났다.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이 제품 디자인을 실제적인 사
용 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고가의 장비나 실
험실이 없어도 감성 측정이 가능하다”, “감성 어휘를 이
용하여 혼합된 감정이나 미묘한 감정을 측정할 수 있
다” 등 장점이 있으며, 반면에 “사용자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성을 숨길 
가능성이 높다”, “사람에 따라 감성 어휘에 대한 이해는 
다를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보고법 실험을 진행하여 도출된 장단점을 바탕
으로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이 제품 디자인에 적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성을 강조하는 제품에 비해 감
성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며 사용자에게 감성 자극이 
강한 제품에 더 적용한다. 둘째, 제품 실제 사용 환경에
서 사용자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품뿐만 아니
라 환경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 실제 사용 
환경에서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을 실행하려면 주변 환
경 방해 요인을 없애져야 한다. 셋째, 경험적 감성 측정 
방법은 사용자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감성을 측정 하
는 방법이라서 관찰법 및 인터뷰 등 방법과 같이 활용
하여 측정 정확도가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제품 디자인에 접합하는 
감성 측정 방법의 개발 방향은 “고가 장비와 특정한 실
험실이 없어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피험자에게 부
자연스러운 심리 부담과 신체 부담감을 없애져야 한

다”, “측정 방법에 대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
어야 한다”라고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른 감성 측정 방법이 제품 디자인의 사
용 환경에서 사용자 감성을 측정하여 측정 방법의 장단
점을 분석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품 디자인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감성 측정 방
법 개발 연구의 기초 자료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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