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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제품에 있어서 감성제품의 성공사례를 심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감성디자인 제품에 

해 어떠한 요소가 창의  사고와 련성이 있는지 조사하 다. 실험에 사용된 디자인 창의성 속성은 2007

년 김은주(Kim Eun-Ju)의 디자인 창의성 평가도구 개발에서 밝힌 형태, 기능, 크기가 다양한 MP3를 

상으로 실험하 다. 실험결과, MP3는 차별성, 호감성, 유모성, 편리성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감성제품에 한 디자인 창의성 항목의 공통  특성을 악하 다. 의 2가지 실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감성디자인은 디자인 창의성 평가 항목  독창성의 흥미성 항목과 실용성의 기능성 항목과 련이 

높은 것을 밝혔다. 따라서 향후에는 MP3 이외에 다른 제품의 디자인 창의성 항목간의 공통  특성을 조

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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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what kind of creative thinking has as factors for 

emotion design products for consumers focusing on the successful cases of emotion products. 

For the design creativity attribute used in this experiment, the design evaluation creativity tools 

revealed in Kim Eun-Ju’s 2007 design creativity evaluation tool development were used mostly 

MP3s, which have various forms, functions and sizes were selected as the target for 

experiment.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for design creativeness items for MP3 as 

single products, uniqueness, favorableness and convenience were relevant. Accordingly, the 

common features of design creativeness items for emotional product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result, for emotional designs, the interest level of uniqueness for the design creativity 

evaluation items and the functional items for practicality had a high relativit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common features between the design creativity items for products 

other than MP3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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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디자인에 있어서 ‘감성’에 한 인식과 기능은 

지속 으로 높아지고 있다. Holbrook은 디자인으로 시

선을 끄는 제품은 강한 감성  반응의 결과라고 역설하

다. 즉, 상품에 한 소비자 요구는 성능이나 기능보

다 개인의 특성과 취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해가

고 있다. 재 소비자 시장은 사용의 편리성, 기능, 구

조, 가격 등의 기본 인 요소와 감성  요소인 소비자

의 욕구를 상품 개발에 응용하기 한 소비자 의식, 사

회와 경제 여건 등의 향 요소까지 고려하여 디자인 

된다. 소비자들은 실용성에 기 한 합리  소비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

처럼 상품이 상징하는 이미지에 해 감정  애착을 갖

고 구매행 와 결정에 인 향을 받는다. “2006

년 체 IT시장의 화두는 ‘감성’이었다.” 라는 일간신문

의 타이틀에서 보듯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품에

서 감성 인 요소를 부각시켜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

필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업체 간 기능면의 

차별성이 좁 지면서 독특한 형태(Shape)와 재질

(Material), 표면처리(Texture), 색상(Color)등으로 승

부하려는 디자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기술과 기능이 

비슷해지고 경쟁력이 심화된 시장에서 디자인 신을 

해선 문 역의 경계도 괴되고 넘나들어야 한다. 

사진작가가 도자기를 디자인하고, 패션디자이 가 가

 상품에 색과 패턴을 입히고 카드에 새로운 패턴을 

용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 디자이 들의 디자인

도 한국 진출에 을 잇고 있다. 특히 디지털 명품의 비

은 이제 상품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다. 상품을 통해 드러나는 감성 인 

요소가 호소력이 있기 해서는 상품의 기본  요소(기

술, 기능, 가격, 내구성, 사용성 등)가 완 히 갖추어진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1.1 연구배경
과거 물질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마 략을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로 세웠다. 하지만 

물질이 풍족해진  사회에서는 소비의 주체인 

People 이 추가되어 5P가 심이 된 마  략을 세

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실용성에 기 한 합리  

소비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구매행 와 

결정에 인 향을 받는다. 이처럼 사람의 이성보

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디자인이 세를 이루고 있다.

인간의 욕구는 자신의 이상 인 치와 실 인 

치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

신의 재 치로부터 이상 인 치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불만족을 느끼며, 욕구충족을 해 그러

한 차이를 이기 해 노력한다.1 를 들어  사람들은 

“제품은 많은데 사고 싶은 제품은 없다”라고 종종 말한

다. 그러나 그들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항상 어떤 제품인가를 구매한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까? 그들은 기존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 에서 본인의 지각 속에 내재한 이상  제품에 

가장 근 한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그러한 제품을 우

리는 선호제품이라고 한다. 그 지만 선호제품이 이상

 제품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비자의 불만족은 커

지고 더 나은 제품이 새로 출시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2 이 노력은 소비자 자신

의 노력에 의하거나 는 소비자가 구매․소비하는 제

품 등 여러 가지 이익이 제공되는 외부  자극에 의해

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비자에게 이

익을 주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 들은 후자의 역

할을 담당하는 이익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한 분석이 요구

되고 있다.

1.2 연구목적
과거 우리는 디자인을 단지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

하는 과정으로 여기거나, 주  성향에 빠져 아름다움

만을 추구하는 학문으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시 의 흐

름 속에 다른 학문들과의 교류나 통합으로 나날이 발

하 으며, 지 에는 소비자와의 계를 무시할 수 없는 

1 이학식,안 호,하 원,소비자행동론,법문사,1997,pp. 56.

2 Haigius, Roxanne Lefuoff and Charlotte H. Mason, "Characteristic, 

Beneficial and Image Attributes in Consumer Judgement of 

Similarity and Prefere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20, 

June. 1993, p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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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다면 과연 디자

이 들은 소비자 니즈 는 심리 악에 어느 정도 

여하고 있으며, 이를 얼마나 요시하는지에 한 이야

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 감성디자인을 제품에 목시키기 해 많은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감성제품에 한 명확한 

정의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 인 감

성제품을 만들어내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제

품이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악

하여 감성제품을 객 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감성디자인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특화된 감성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

다.

1.3 연구방법
실험 상을 선정한 후, 실험 상에 한 기  설문

과 실험 상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 다. 이후 실험 

상의 디자인 , 기능  요소 추출하여 코딩하고 실험 

상의 이미지분석 후 얻은 요소와 실험 상의 요소간

의 계를 증명한 후 실험 상의 특성 추출을 한 설

문을 실시하 다. 이러한 실험 로세스를 거처 특정한 

제품에 특성들을 추출함으로써 디자인 개발 시 소비자 

니즈를 분석하고 제품을 이해하는 기  자료로 사용 가

능 하며, 디자이 가 디자인 개발 시 컨셉 설정에 도움

이 되고자 한다.

Ⅱ. 이론적고찰 

2.1 감성디자인이란?
감성디자인이란 사  정의로는 “감각, 지각에 의하

여 불러 일으켜져 그것에 지배되는 심  체험  제, 

는 인상을 받아들이는 힘” 한 우리말 큰 사 에는 

“외계의 상에 의하여 감각, 지각, 표상을 얻는 능력”  

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감성디자인을 하트무트에스링거 (Hartmut 

Esslinger) “형태는 감성을 따른다”( Form follows 

Emotion) 한 “형태는 재미와 환상에 의해 만들어 지

고 감각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말하고 있다. 

한 노날드노먼(Donald Norman) 교수는 사람은 왜 

아름답고 재미있는 물건을 좋아하고, 그 물건을 쓰면서 

기뻐하는가에 한 의문, 결국 그런 물건의 사용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놀라운 것은 심미 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실제로 작업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

다는 것이다. 좋다고 느끼는 상품이 사용성 면에서도 

만족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로 “세차를 하

고 차를 반짝반짝 을 냈을 때 운 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은가. 목욕을 하고 멋지게 차려 입었을 때 기분

이 더 좋지 않은가."와 같이 ”놀라운 것은 아름다움이 

즐거움을 주고 작업을 더 잘하게 해 다.”라고 말하고 

있다. 감성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한 로 어떤 회사

가 음성인식이 부착된 자 지로 여성에게 친 하게 

요리 뿐 만 아니라 이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었다. 음성인식이 부착된 기

계는 최신형임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았다. 이유는 '

이 게 해라, 게 해라' 하는 음성은 요리를 즐기는 

여성들에게는 시끄럽게만 느껴졌던 것이다. 요리의 즐

거움을 자아내는 기계 그것이 감성을 추구하는 상품이

며 소비자의 진짜 가치를 추구하는 상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감성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감성디자인은 감성공학 분야에서 방법론 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감성은 외부의 물리 인 자극에 의

한 감각,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 일어나는 고도의 

심리  체험으로써 쾌 감, 고 함, 불편함 등의 복합

인 감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 으로 다른 디자

인 분야에서는 마 , 상품기획, 고 등에서 리 사

용 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  에서 감성디자인 

개념은 여러 유형의 사용자 니즈를 조사하고 분석함으

로서 상황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디

자인 컨셉을 수립하고 이러한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오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디자인 로

세스 략의 일환이라 하겠다.3 

2.2 감성디자인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시장 환경은 국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치고 

3 손정팔, 정보디자인학연구 제8집, pp6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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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오고 기존 선진 업체들의 두터운 ` 랜드 장벽'을 

넘어서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돌 하기 

해서 필요한 것은 기술력과 독창 인아이디어이다. 

그 기 때문에 "디지털 시 에는 기술 장벽이 사라져 

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아이디어에 기술력을 결

합한 로벌 히트상품이 많이 등장해야만 한다”.  사용 

편리성, 디자인, 가격 등이 상품 구매에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상품에 한 소비자의 욕구는 기업의 상품 개

발 능력과 소비자들의 의식변화, 사회와 경제 여건 등

이 서로 향을 미치며 변화한다. 한 상품에 한 소

비자의 욕구는 성능이나 기능보다 개인의 특성과 취향

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부분의 선진 소

비자들의 상품에 한 욕구는 실용성 욕구에서 감성 욕

구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한 안이 감성디자

인이다.

2.3 감성디자인과 창의성과의 관계
21세기 감성디자인은 더 이상 단순한 미학  측면에

서만 존재하지 않고 과학  분석과 트랜드를 통한 일상

생활 속 움직임 안에서 일어나며 Fulton Suri (2004)는 

“디자인 경험”은 굿 디자인을 만드는 데 가장 요한 

열쇠가 되는 향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에

서 감성은 마 , 상품기획, 고, 디자인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용되고 있다. 특히 시장이 성숙되어 신제품 

개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감성 제품을 창출하기 해서는 ‘직  통

찰(intuition)을 믿는다.’고 말한 엔지니어, 디자이  잭 

하우(Jack. H)나 ‘ 술 학에서 공부한 산업디자이 는 

직 으로 단하기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한 산업 디

자이 인 리차드 스티 스(Richard. S)의 말처럼 부

분 주  사고(思 )에 근거한 디자인은 객 으로 

단할 수 있어야 한다.4 

감성제품과 일반 제품의 계에 해서는 아직까지 

단기 이 명확하게 연구된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이 의 직 에 의해서 감성제품이 디자인되다보니 

감성디자인의 여부도 보는 사람의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감성제품에 한 명확한 기 이 무한 실정이다.

4 Donald A. Norman 이모셔  디자인, 학지사, 2006.

감성디자인에 있어 창의 인 요소는 자유로운 발상

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고 자극을 주어 

심을 갖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성디

자인에 있어 창의  발상에 의한 디자인 개의 비 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면 감성디자인과 창의성과 

어떤 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이를 알아보기 하여 선행 연구된 디자인 창의성 평가 

요소5 를 살펴보면 크게 독창성과 실용성으로 나  수 

있는데 그 하  요소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창조성 평가요소

5 김은주, 아동의 디자인 창의성 개발을 한 평가법에 한 기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가을 국제학술 회발표 논문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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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증연구

3.1 실험 프로세스

그림 2. 실험프로세스

3.2 실험
3.2.1 실험 대상 MP3의 이미지 추출 
실험을 하여 2002년부터 2008년 4월까지 매순  

상  4개회사 제품 43개를 선정하 다.

그림 3. 실험에 사용된 MP3 이미지

3.2.2 MP3의 요소 추출 및 코딩 

표 1. MP3 요소추출

전체 형태 / 전체 형태 복잡 / LCD유무 / LCD 형태 / 목걸이형태  
 / 조작버튼 위치 / 조작 버튼의 전체 형태 /   COLOR 유무 / 
COLOR 개수 / 전체   광택 / 녹음 / 충전용/건전지용 / 메모리용 /  
기억 용량 / 본체 두께  / 버튼의 조작방법  / 가격 / 라디오 수신 / 
다이렉트 인코딩 / 동영상 재생 / USB 호스트

MP3의 요소 추출은 MP3 문 디자이 에게 문의하

여 제공 받았으며[표 1 참조], MP3의 요소 추출은 [표 

2]를 기 로 하여 [그림 3]의 MP3의 이미지 추출에서 

이용된 이미지들을 상으로 각각 리스트로 작성 하 다.

표 2. MP3 요소코딩

※ 1 : 있다, 그렇다 / 0 : 없다, 아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된 요소를 클러스

터분석을 통해 12개의 그룹과 표 제품을 선정하 다. 

이 제품들이 감성디자인과 어떠한 계가 있는지를 실

험하 다. 창조성 평가요소 11가지 외에 구매도와 선호

요인을 묻는 질문을 포함하여 13가지 문항을 디자인

공 학생 4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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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P3 클러스터분석 결과 

표 3. 대표제품 설문
조사 상물

2002년부터 현재까지 판매순위 상위 4개회사 
MP3 제품 43개

조사 상 20~30대 남녀대학생 40명
조사방법 1:1 개별 면접설문
조사기간 2008년 4월 14일 ~ 2008년 4월 18일

3.2.3 설문 결과 
본 설문 결과에 해서 SPSS를 사용하여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그림 5. MP3 선호도 설문결과 분석 

그림 6. 선호도 순위

그림 7. MP3 구매도 설문결과 분석 

그림 8. 구매도 순위

분석결과 MP3 선호도 회귀분석 결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MP3를 고를 때 선호도와 련이 높은 

항목으로는 독특한, 다기능 인, 사고 싶은 의 3가지 항

목을 고려한다는 결과가 나온 반면, 제품의 선호도와는 

조  다르게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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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제품을 구매할 때는 선호도와는 달리 훨씬 많은 항

목을 고려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항목을 살펴보면 

선호도에서 나타났던 3가지 항목 외에 재미있는, 재치

있는 편리한 의 항목을 더 고려해서 제품을 구매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다면, 이러한 결과가 감성제품과는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기 하여 설문시 감성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을 묻는 질문에 [그림 10]과 같이 4개 제품이 선정

되었다. [그림 6]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10]의 감성디자인 4개 제품이 구매도와 선호도에서 높

은 수를 얻고 있었다.

한 선호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형태가 52%로 가장 

많았고, 컬러가 22.5% 재질이 20% 기타 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선호요인 
 

 

그림 10. 감성디자인 제품

그림 11. 감성디자인 순위

[그림 10]의 감성디자인 제품만을 따로 앞에서 분석

한 MP3 체제품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선호도와 구매

도에 한 선형회귀 분석한 결과

그림 12. MP3 감성제품 선호도 설문결과 분석 

그림 13. MP3 감성제품 구매도 설문결과 분석 

감성디자인 제품의 선호도에서는 체 제품에서 보

던 다기능 인을 제외한 독특한과 사고 싶은 두 가지

가 감성제품의 선호도와 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고  감성제품 구매시에는 독특한, 재미있는, 편리한 선

호하는 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성제품의 상  4개

의 제품이 [그림 6]과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

의 선호도나 구매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P3 이어 디자인 시 일반제품과는 차별화 될 수 

있는 감성제품에서 보여진 독특한, 재미있는, 편리한의 

항목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여야 한다, 한 [그림 9]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는 감성제품에서 형태 인 측

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므로 MP3 디자인 시 이를 디자

인에 극 반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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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향후연구 

4.1 결론
감성디자인은 어느 때보다 요하게 다루어지고 우

리 생활과 한 계를 맺고 있다.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악하고 소

비자의 니즈를 빨리 악하여 제품에 반 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 감성디자인에 있어서 선호요인과 

하게 련이 있는 항목은 독특한과 사고 싶은 두가지 

항목이 분석되었고 구매도와 련이 있는 항목으로는 

독특한, 재미있는, 편리한 선호하는의 4가지 요소가 분

석 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MP3 이어에 있어서 분

석결과 감성디자인 제품이 선호도와 구매도가 높게 나

타났음으로 제품 체 인 분석보다는 감성제품에 

한 분석 특히, 독특한, 재미있는, 편리한 선호하는 을 주

로 고려해서 디자인 해야 한다. 

4.2 향후연구
MP3의 선호도와 련 있는 독특한과 사고 싶은 구매

도와 련 있는 독특한, 재미있는, 편리한, 선호하는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에 한 분석과 그 결과의 디

자인에 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험 상을 MP3 한 가지만을 상으로 

연구 하 으나, 다른 제품을 계속 인 연구를 통해 

MP3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여 디자인 창의성 항목간

의 공통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

자인 장에서 직 용을 통하여 활용성 검증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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