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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든 생명체는 복합적이며 동적인 평형(complex

dynamic equilibrium)을 이루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이것을 항상성(homeostasis)이라고 하며, 현대에서

는 이 요소가 위협받고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1]. 그 

이유는 신체의 내적 또는 외적의 해로운 요소들 즉 

스트레스 유발요소들(stressors)때문이다. 내적 반응

은 뇌의 반응에 기준을 둔다. 이러한 기준은 현대 인

지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의해 뇌의 반응이 있는 그대

로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을 통해 순차

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서 시작된 인지의 과정은 빛이 들어와 망막을 자극하

여 시각회로 작동이 시작되며 주로 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시각 영역 피질로 흘러 들어가 위치와 

모양을 인식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벤트럴스

트림(ventral stream)과 도샬스트림(dorsal stream)

이다. 벤트럴스트림은 뇌가 시각적으로 받아들인 신

호를 인식하게 되는 부분으로, 시각적으로 들어온 여

러 가지 신호를 인지하고 다양한 물체의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다. 도샬스트림은 물체가 실제 공간에서 

위치를 인식하며, 어떤 의미를 인식하는 것은 다양한 

프로세스 영역들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최근 뇌의 인

지 과정을 통한 증폭을 위해 디지털기술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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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사례를 Fig. 1에서 살펴볼 수 있다[2].

인식된 모든 것은 변연계(limbic system)를 거쳐 

감정을 느끼게 되며, 위치는 뇌의 가장 깊숙한 부분

에 위치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감성의 기능을 담당

하는 곳이다.

심리학자 로버트 사폴스키(Robert Sapolsky)에 

따르면 오늘날 모든 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스트

레스의 요인은 과거의 선조들의 것과는 다르다고 한

다[3]. 원시시대 인간의 일상은 생계를 위한 사냥이 

주된 업무로 특정 상황이 끝나면 종결되는 것에 비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요인은 장기적인 측면 때문

에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병의 형태나 증상을 강조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요인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수요소들은 사회

의 변화나 인간의 경험적 요소의 논의와 적용이며 

중심에는 감성(emotion)이 존재한다. 플리치크

(Robert Plutchik)는 감성을 자극에 대한 추론된 복

합적인 반응들의 연쇄로서 인지적 평가, 주관적 변

화, 자율체계 및 신경세포의 각성, 행동 충동성 그리

고 복합적인 연쇄를 유발시킨 자극에 영향을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4]. 감성에 대한 영향

은 살아가는 공간 내부의 사건들(시퀀스, sequence)

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의료 공간 또한 단순한 치료 

행위를 넘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사람들의 모든 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일반적인 공간, 즉 생활에 필요한 공간이나 업무 공

간들의 일상공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

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공간의 구성요소를 밝혀내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요인들과 방어책을 살펴

보고 감성 반응 구조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논리

적으로 찾아내고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이용하여 감

성 조절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를 유도한다. 이것은 

공간에 대한 건강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큰 목적을 

가진다.

Stress

Recognition of
brain

Production of
stress

Structure of
emotion

Regulation of
stress

Fig. 2. Flow chart.

3. 신체항상성과 건강

3.1 신체 항상성을 위한 병원 공간 구성

한국에서 근대적 병원이라는 개념의 시작은 1885

년 알렌이 주축이 된 왕립 광혜원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동산병원은 기능적으로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쪽에 병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진료실과 진료 및 환자의 용품을 소독하는 

큰 모듈의 공간 및 업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모듈의 공간이 있다[5].

병원 공간은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특수한 요건들

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다. 이 특수성은 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다양성, 복잡성 등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치

유공간이라는 물리적 환경으로 변화시킨다[6].

루이스 칸의 병원 건축에 대한 디자인 컨셉은 

Table 1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그의 생애(1901∼

1974)동안 증․개축 포함하여 10개의 병원건축을 설

계하였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질서와 오더가 같다”

Fig. 1. Magic wall, LED Music wall (Auto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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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필요성을 독자적인 방법론으로 전개해 나갔다.

시대를 초월하는 건축의 강력한 힘은 당대의 재료를 

그 물성에 따라 만들고 공간에 표현되었다[7]. 칸의 

디자인 개념은 형태(form)개념을 도입하여 환자들

과 보호자들의 병과 치료에 대한 스트레스를 저감시

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1과 2의 해외 유수 

병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키 레

이디스 클리닉(Sekii Ladies Clinic, Japan)은 출산과 

휴식을 경험하는 산모들에게 편안한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간의 정의보다 휴식처로서 인

식되는 풍부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과 건물의 

창을 매개체로 외부로의 시각을 열어 도시와의 연장

선을 구축하였다[8].

3.2 스트레스의 영향

맥웬(Bruce McEwen)의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위

협적으로 해석되어 생리적, 행동 반응들을 유발하는 

단일 사건이나 사건들’을 의미한다[9]. 이것의 특징

은 첫째, 셀리어는 스트레스를 인생에서의 변화에 대

한 신체의 반응으로, 사건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둘째, 셀리어는 긍정적인 변화까지 포함하는 인생에

서의 모든 변화를 포함하는데 비해, 맥웬은 위협적 

사건들에 한정되는 것이다. 셋째, 맥웬은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 개인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Table 1. Kan’s notion of hospital architecture

Image Place
Concept

Information
Order Form Room

Philadelphia hospital • • Using light fluid

Philadelphia hospital • • Using concept of lighting

AFL-CIO • • Separation of space

Ayub • • • Using lighting layer

Table 2. Modern hospital architecture

Image Place Concept Information

Saki lady clinic
Comfortable space
cantilever space

Appreciation of scenery

Labello clinic Expanded space Using panorama windows

Helsinki hospital Independence viewing Clover style design

Beneto eye clinic Geometry design Inducement of lighting

Oitashy hospital Guarantee of privacy Maze space for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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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스트레스가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3.3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의료 

그로스(James Gross)는 스트레스의 대처 방안으

로 감성 작용이 일어나는 시점에 따라 감성 조절 방

략을 조직화하는 “감성조절과정 모델 (process mod-

el of emotion)"을 제시하였다[10]. 첫째, 문제 초점적 

대처(problem-focused coping)는 두 가지 상황 중 하

나를 선택하거나 어떻게든 그 상황을 변화시킴으로

써 그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다. 둘째, 재평가(reap-

praisal)로, 나쁜 정서들을 없애기 위해 그 상황에 대

한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정서 초점적 대

처(emotion-focused coping) 또는 둔감화 이다. 이것

은 한 사람이 이미 정서를 경험하고 그것을 변화시키

길 원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위의 방법 중 감정 표

현의 억제나 둔감화는 이상적인 스트레스 해결방안

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11]. 그 이유는 일시적인 상

황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스트레스나 정신

질환의 치료에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치료인 감성 

조절을 통해 기초적인 감성을 서서히 자극하여 생각

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

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저감 공

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구조가 필요하다.

4. 신체 항상성을 위한 디지털 감성 반응 

4.1 플리치크 기반 감성 반응과 활성화

감성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한 플리치크의 이론

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저감 공간의 구성을 나타내었

다. 플리치크의 감성 반응은 뇌와 신체에 기반하여 

적용되는 메커니즘의 구조로 보고 인지의 복합적 연

속과정을 바탕으로 감각적 지각행위로 이어지는 감

성 반응의 구조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인간

의 감성 반응은 감각적 지각을 인식(scanning)하고 

주의(attending), 기억과의 비교(comparing), 예측

(predicting), 평가(evaluating)하는 인지 과정을 거

쳐 감성으로 표출(emoting)된다[12]. 하지만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피드백의 고리들을 

포함하여 감성이 발생하는 경험의 다차원적 통합 모

델을 형성한다. 다차원 통합 모델은 특정 대상에 대

한 전체적 인상을 지각하는 단계의 감각(sensory)에 

의한 차원, 의식적 통제 없이 본능적으로 대상을 이

해하는 단계의 직관(intuitive)에 의한 차원, 의식적 

사고의 결과로 대상을 이해하는 단계의 이성 판단

(reflective)에 의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각에 

의한 반응(sensory dimension)은 인간의 감각 기관

들의 직접적인 느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자

가 지각하는 것은 공간의 물리적인 느낌이며 인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각의 결과로 표출

된다.

직관에 의한 반응(intuitive knowledge dimension)

은 감각을 지각하여 직관을 통한 예측, 판단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감각적 차원과 달리 물리적 대상을 

통해 추상화, 상징화된 개념을 지각함으로써 무의식

에 잠재해 있던 본능, 원형(archetype), 자아의 상 등

이 개입되어 판단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13].

이것은 ‘붉은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인지 과정이 포함되며 생존에 중

요한 것들이 진화되어온 감성들을 이끌어 낸다. 직관

적 단계의 공간 경험을 통해 인간은 무의식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많은 예술작품이 이 반응에 해당

된다.

이성판단에 의한 반응(reflective dimension)은 인

지 프로세스에 의해 주관적 판단, 태도를 거쳐 행위

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의식적 단계에서 발생한다. 과

거의 경험, 기억의 비교를 통해 사고과정을 거치며 감

성을 수반하게 된다. 이것은 기억을 재구성하거나 혹

은 연상을 통해 이미 저장된 정보와 비교,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높은 인지적 상태를 말한다.

5. 공간 항상성의 구성요소

시퀀스는 공간구성요소 중 하나로써 사건의 앞과 

뒤에 나타나는 연속성을 말한다. 공간 시퀀스는 문학

이나 영화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 속에서 경험하

게 된다. 따라서 건축공간을 경험하는 방식도 이야기

의 전개와 유사하다. 건축 내부 공간의 경험은 연속

된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

서 건축공간에서 발생되는 경험에 대한 흐름은 다양

한 공간 시퀀스로 지각된다[14]. 공간 시퀀스의 요건Fig. 3. Sensory dimension.



57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3권 제4호(2020. 4)

은 시간, 공간, 신체이다. 공간의 경험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지각하는 신체가 동작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장면은 고정된 것을 말하며 연

속적인 장면을 가리키는 시퀀스는 움직임으로 나타

낸다. Table 3은 스트레스의 방어기제에 따른 감성 

반응 구조를 사용하고 그것의 활성화 방법들과 디지

털 테크놀러지의 사용에 대한 연결을 나타내었다. 문

제 초점적 대처는 직관에 의한 반응 구조의 사용과 

그것의 활성화 방법으로 생태의 감각, 은유, 다중연

상 기법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디지털 테크놀러

지의 사용으로 감성 반응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재평가는 복합화되는 공간 시퀀스의 구조와 이성판

단에 의한 반응 구조, 활성화 방법은 감각, 감각과 

기억의 재구성, 인식 차이의 형성을 사용할 수 있다.

정서 초점적 대처는 기본적으로 둔감화 또는 억제를 

나타낸다. 감각에 의한 반응 구조와 일부 감각을 이

용하여 새로운 감각체계로 전이한다. 감각의 중첩,

차단, 부조화의 방법과 디지털 테크놀러지, 특히 AR

(augmented reality)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증대된

다. Fig. 6은 방어기제에 따른 디지털 테크놀러지의 

Fig. 4. Intuitive knowledge dimension.

Fig. 5. Reflective dimension.

Table. 3. Stress adjustment of James Gross and digital-emotional 

Method Space sequence Emotion response Application Digital technologies

Coping
of

emotion

Intuitive structure Metaphor Augmented reality

Reval-
uation

Reflective structure Sensory Augmented reality

Coping
of

emotion

Sensory structure
Blocked
memory

Augment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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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중 AR을 이용한 공간 구성의 연출을 시도한 

것이다.

6. 결  론 

인간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뇌 과학을 21세기 마지

막 프런티어(frontier)라고 일컫는다. 평균 1,500㎥에 

불과한 인간의 뇌는 감각, 운동, 기억과 학습, 감정은 

물론이고 고차원적인 지능의 원천이다. 이런 뇌의 관

심은 매우 오래되었지만 과학적인 접근은 20세기 후

반 뇌 과학의 비약적으로 발전에서 출발하였다. 이러

한 뇌의 반응, 환경의 영향에 따라 발생한 스트레스

는 몸의 가장 취약점을 공격하고 현대사회를 살아가

는 사람들에게 공격 횟수가 증가되고 있다[15].

현대사회는 스트레스를 항상 동반할 정도로 복잡

하고 애매모호하게 얽혀있다. 이것의 해소를 위한 상

황의 선택과 변화, 조절을 강조하는 문제 초점적 대처

와 공간의 자연스러운 나열을 바탕으로 하는 공간 시

퀀스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스트레스의 긍정

적인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인 재평가 및 감성 반응 구

조와 활성화 방안의 활용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증강현실과 같은 디지털기술과 물

리적인 공간시퀀스 구조와 감성반응 구조를 융합하

여 공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이나믹한 공

간의 필요성과 그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기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플리치크의 

감성 이론 및 공간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이상의 방법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구성에

서부터 신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공간 구성의 혁신

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공간 

디자이너의 단순한 경험과 주관적인 감성을 사용하

기보다는 뇌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간구성요소를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것은 여러공간의 특성에서 공간의 안정성과 항상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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