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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는 감성의 특징이 다양하게 탐구되고 용되는 감성소비의 시 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감성디자인

의 다양한 표 유형들을 사회  패러다임과의 연 성 하에서 분석하고자 하 다. 본고는 문헌연구를 심

으로 수행되었다. 먼  2장과 3장에서 의 사회  패러다임을 4가지 주요 경향으로 제시하 고 감성디

자인의 개념과 발달과정을 정리하 다. 그다음 4장에서 사회  패러다임과 연 되는 감성디자인 표 유형

들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 ‘다원주의와 탈 심주의’ 경향의 표 유형은 펀디자인, 개인형 디자인, 참여디자

인으로 분석되었고, ‘감성 명’ 경향의 표 유형은 오감디자인, 친근․호감의 감성을 활용한 디자인, 자극  

감성을 활용한 디자인, 심미  디자인으로 분석되었다. ‘비물질  가치 ’ 경향의 표 유형은 퍼포먼스형 감

성디자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분석되었고, ‘유기체  세계 ’ 경향의 표 유형은 힐링․웰빙

의 에코디자인, 감성인터랙티 디자인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감성∣감성디자인∣사회적 패러다임∣
 

Abstract

Contemporary era has witnessed a diversity of emotion and emotions being expressed through 

consump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aradigms and emotional 

design by means of literature study. In sections 2 and 3, I examine the prevalent social paradigms 

and the concept/development of emotional design. In section 4, I show the correspondence 

between social paradigms and specific types of emotional design. More specifically it is shown 

that "pluralism and decentrality" has led to fun design, individual design and participative design; 

"emotional revolution" has given rise to multi-sensory design, design with positive feelings, 

design with negative feelings and aesthetic design; "non-materialistic values" have their 

correspondence in design as performance and story-telling in design; and "organic worldview" 

finds its expression in ecological design with a wellness emphasis, and in interactive emotion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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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디자인은 동시 의 시 성과 사회․문화  향 하

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따라서 디자인은 사회, 문화의 

거시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이를 반 해야 한다.  시

는 정보․지식사회로 환되었는데 이는 산업사회와

는 달리 다양화, 다변화의 양상을 띠며 인간 , 문화 , 

유기체  사고체계로 변화되었다. 이런 사회  변화는 

곧 디자인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이를 반 하는 다양한 

디자인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후기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인류가 산업사회를 

거치며 물질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기에 한 차원 높

은 욕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감성’은 이런 질 

높은 삶의 가장 근본 인 요소라는 인식이 확 되면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반에 걸쳐 감성을 반 하는 경

향이  커지고 있다.

조형 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성 심 사조와 감성

심 사조는 번갈이 주류를 이루는 경향이 있었다. 

컨  종교  감성이 심이었던 세미술 이후, 이성

심의 르네상스 미술이 지배하 고, 이후 바로크와 로코

코의 감성을 거쳐, 19세기의 신고 주의와 사실주의는 

이성 심이었고 낭만주의는 감성 심이었다. 20세기는 

이성이 지배한 시 다. 기계문명이 인간의 삶과 가치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세계 에도 향을 미쳤으

며 디자인에서도 극도의 이성 , 기능주의  사고가 팽

배하 다. 이런 이성의 지배에 한 감성의 공격이 20

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포스트모던 시  기에는 이

성의 지배에 한 반발의 형태로 비이성과 감성에 한 

탐구가 시작되었지만 재는 21세기 사회  성향으로

서의 감성 명에 의해 감성의 특징이 다양하게 탐구되

고 용되는 감성소비의 시 가 되었다. 이에 따라 

 디자인에서 사용자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다양한 

근법이 연구되고 있다.

본고는 ‘감성’의 특성을 지니는 의 다양한 디자인 

경향들에 해 연구하여 이들의 표 유형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표 유형들을 거시 인 사

회  패러다임과의 연 성 하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에서도 언 했듯이 디자인은 결국 동시  사회와 문

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디자인 경향들을 조사해 

보면 ‘감성디자인’이라는 명칭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들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외형 인 표 방법

과 달매체만 다를 뿐이지 내 인 목표가 객  성능

보다 사용자의 주  감성에 호소하여 선호도와 사용

성을 높이는 것에 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본고에서는 이 게 감성에의 호소를 주요목표로 디자

인되는 경향들을 분석하고 이의 감성  특성을 정리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에서 감성

디자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 과 요성, 그리고 다양한 

방법론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고는 다음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장에서는 의 

사회  패러다임을 4가지 주요 경향으로 분석하여 조

사했다. 3장에서는 감성디자인의 개념과 발달과정을 정

리하 다. 4장에서는 4가지 사회  패러다임과 연 되

는 감성디자인 표 유형들을 분석하고 각각의 특성  

디자인사례들을 제시하 다. 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

를 정리하고 미래 연구과제를 제시하 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심으로 진행되었다. 사회학, 

심리학, 디자인론, 디자인사, 감성마  련 서 과 

논문들에서 사회  패러다임과 감성디자인에 해 조

사하 다. 감성디자인 사례들은 디자인 문서 , 정기

간행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수집하 다.

II. 21세기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20세기는 이성의 시 로 감성이나 개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억제하고자 하 다. 그러나 후기산

업사회는 20세기의 주지주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

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감성과 비

이성의 가치를 수용하고 지역성을 인정하며 물질  가

치보다는 문화 , 정신  가치를 시한다. 한 후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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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회가 수용한 유기체  세계 은 인간, 사회, 문화, 

환경의 모든 역에 존재하던 배타  경계를 해체시키

면서 유기체  공존성과 상호작용성을 추구하는 경향

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에 일어나고 있는 여

러 가지 사회·문화  상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의 방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1].

1. 다원주의와 탈중심주의
 사회의 변화  가장 요한 다원성은 철학 으

로는 ‘다른 것’, 즉 ‘타자(the other)'의 발견을 해 고안

된 개념이다. 이는 잊 지거나 지 하락시켰던 부분을 

복권시키기 해 마련된 장치로 20세기를 지배했던 거

 독  이데올로기들의 배타성을 부인하며 변방의 것

으로 인식되었던 ’다른 것‘들을 열린 시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다원주의  사고의 확산으로 시 는 다

양한 가치체계를 담을 수 있는 문화  인식을 갖게 되

었다. 모더니즘시 의 고정된 형식과 표 화가 해체되

었으며 보편  이성을 거부하고, 주 성, 상 성, 다양

성, 차이성, 성을 강조한다.

2. 감성 혁명
산업사회가 인간의 물질  욕구를 충족시켜  이후

에 인들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욕구의 충족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이 개인 , 감성  

가치의 충족이다. 이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감성을 

심으로 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행동에 있어서도 

이성 , 합리  기 이 아니라 개인 , 감성  기 으로 

소비하는 감성소비사회가 되었다. 더 나아가  심리

학이 이성과 감성의 긴 한 연 성에 한 연구결과들

을 내놓으면서[2] 최근에는 이성과 감성, 분석  사고와 

직  감수성은 립 이 아니라 보완 계라는 

이 수용되고 있으며 디자인에서도 이성과 감성을 통합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원주의의 향으로 

이 에는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던 감성에 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이며 이것이 감성 명이라 불릴 만큼

의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감성소비사회는 획일화된 상품에서 벗어나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즐거움, 기분좋음이라는 감성  차원이 

소비행동의 기 이 되는 사회이다. 경제  효용 못지않

게 감성  실속을 추구하는 것이다[3]. 따라서 감성의 

만족, 새로운 문화  가치와 라이 스타일의 창출이라

는 감성 인 컨텐츠가 없이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가 없게 되었다. 재 감성소비사회는 디자이 가 소비

자의 감성을 해석하여 반 해 주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비자욕구의 최상 단계인 ‘자기실 ’ 욕구의 

충족이라는 측면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3. 비물질적 가치관
과거 사회가 물 , 외형  가치와 련되어 있었던 

반면,  사회는 심가치가 비물질 , 지 , 문화  

가치로 이 하 고 소 트경쟁력이 요해졌다. 소

트경쟁력이란 컨  문화  가치 같은 에 보이지 않

는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기획, 가공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는 능력을 말한다.

자미디어에 의해 원본과 차이가 없는 복제생산이 

가능해진 디지털시 는 본질과 비본질, 실재와 비실재

의 차이를 소멸시키고 있다. 한 통 인 시공간의 

개념도 약화시켜 공간에 한 구축 , 확정 , 물질 인 

태도가 붕괴되고 신 시간  차원에서의 일시 인 가

설성, 유동성과 가벼움, 이미지 발생의 동시성과 첩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이 시 가 지향하는 가치는 고

정 인 것에서부터 불확정 인 것으로, 물질 인 것에

서 탈물질 인 것으로, 합리 인 것에서 역설 인 것, 

모호한 것으로 재편되고 있다.

4. 유기체적 세계관
20세기의 세계 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개체로 

악하는 기계론 , 환원주의  자연 이었다. 이것은 서

양의 이원론  사고에 근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에

는 동양  일원론이 수용된 유기체  세계 으로 환

되면서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을 별개의 개체로 악하지 

않는다. 동양의 자연 은 옛날부터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생태학  패러다임이었다. 의 

생태학  자연 은 복합 인 것을 단순한 부분으로 환

원하고, 이성을 통하여 재구성하고자 했던 환원주의를 

포기하고 비분할주의, 비환원주의를 수용한다. 우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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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많은 사건과 사물들이 서로 향을 주고받는 역

동  유기체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패러다임 주요 특징

다원주의와 
탈중심주의

상대적, 복수적 가치관
타자지향적, 탈중심주의, 분산체계, 대중성
상황적, 비맥락성, 혼성성
다양성, 개성의 존중
글로컬리즘(Glocalism = Global + Local)

감성혁명

감성의 우위
정신분열적, 혼돈
불확정적, 이중코드
유목민적인 삶
인간중심적인 사고의 발달

비물질적 가치관
개념적 접근
창조력, 주관적 상상력 중시
정신적, 비물질적 가치 중시

유기체적 세계관
유기체적, 종합적 세계관
인터랙티브 소통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비선형적 시간관, 순환적 역사관

표 1. 현대사회의 패러다임

[표 1]은 의 4가지 패러다임별 특징을 요약한 것이

다. 물론 이 4가지 패러다임은 서로 향을 주고받는다. 

컨  유기체  세계 의 수용이 다원주의  사고의 

확산에 향을 미쳤으며, 이성의 우월성과 감성의 비합

리성이라는 이분법  사고를 없애는 배경이 되었다. 다

만 본고는 각 패러다임별 요 특성들을 심으로  

사회의 양상을 가능하면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이와 같

은 분류를 시도한 것이다.

III. 감성디자인의 개념과 발달

1. 감성과 감성디자인의 개념
오늘날의 디자인 환경에서 감성의 역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의미가 폭넓은 범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감성을 의  의미에서 정의하자면 감각과 감정

의 수 에서 일어나는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 외부

의 자극을 받아서 느끼는 경험이나 지각을 감각이라고 

하며, 감정은 이러한 감각  지각이나 경험에 해 느

끼는 희노애락의 심리  반응을 말한다.

그러나 에 사용되고 있는 감성은 좀 더 의  

의미를 포함한다. 의의 감성에는 의의 감성에서 말

하는 생리 , 심리  감성뿐 아니라, 사회 , 문화  감

성도 포함된다. Jordan은 제품사용 에 느낄 수 있는 

감성  쾌감을 Physio, Psycho, Socio, Ideo의 4가지로 

분류했다[4]. 생리  쾌감(Physio-Pleasure)은 신체감

각을 통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고, 심리  쾌감

(Psycho-Pleasure)은 인지  반응에 따른 즐거움을 느

끼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의의 감성에 포함된다. 사

회  쾌감(Socio-Pleasure)은 다른 이들과의 계로 인

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고, 가치  쾌감

(Ideo-Pleasure)은 취향이나 개인 , 문화  가치 등과 

련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의의 감성은 이 4가

지 감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감성디자인은 사용자의 이런 내재 인 심리 상태를 

실화, 외 화, 가시화해주는 디자인 과정을 총체 으

로 의미한다. 의 디자인은 더 이상 특정 사조의 이

념과 스타일에 지배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것은 21세기의 가장 향력 있는 사회문화  가치 이 

다원주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디자인은 이런 다원

주의  특성을 드러내며 다양한 모습으로 개되고 있

다. 감성디자인 한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개되고 

있으며 다원주의의 극단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성의 출 과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2. 감성디자인의 발달
보드리야르는 사회에서는 생산력보다 소비력이 

더 요하며 이런 소비사회에서 사물들은 ‘사용’ 가치보

다 ‘기호’ 가치가 더 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

다[5]. 즉 목 과 기능이 요하지 않고 체험과 감성이 

요하게 된 것이다. 이제 21세기의 디자인은 에 보

이지 않는 감성에 형태를 부여하여 사용자의 선호감정

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디자인의 사용성을 높이고 소비

를 진시키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되었다.

디자인의 이런 역할은 디지털기술이 안정기에 들어

가면서 더욱 요구되고 있다. 즉 모든 연령 와 다양한 

특성의 사용자들이 디지털 환경에 더욱 잘 응하도록 

돕기 해서 차가운 디지털 환경에 따뜻하고 재미있으

며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감성을 더하는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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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인’ 역할이 더욱 필요해진 것이다. 마샬 맥루한

(Marshall McLuhan)은 이미 1967년에 “The medium is 

the massage(미디어는 마사지다).”라고 주장했다[6]. 

미디어가 인간의 감각기 의 확장이 될 뿐만 아니라 미

디어가 인간의 감각에 호소해 인간을 심리 으로 마사

지한다는 것이며 특히 각을 자극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 그리고 이것은 실이 되어가고 있다. 기술과 인간

 특성이 감성디자인을 매개로 조화, 결합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매개의 역할을 수용하면서 감성디자인은 

계속하여 그 표 방식이 새롭게 확장, 변화해 가고 있

다.

이런 경향은 다양화, 개성화, 분산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옳다-그르다’가 아닌, ‘좋다-싫다’라는 주  감

성에 따라 소비행동을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세를 이

루게 된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감성에 

한 거 한 수요가 있으니 이에 한 공 이 이루어지

는 것이다. 이런 사회의 소비성향을 ‘감성소비시 ’

라고 한다. 표 인 감성디자이 인 필립 스탁을 로 

들어보면 그의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유머러스하고 

격 이면서도 품격 있는 심미성은 ‘스탁 라이 스타일’

이라는 유행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리의 스탁매니

어들에 의한 라이 스타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스

탁의 인기는 ‘보보스(보헤미안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사회계층의 출 을 그 배경으로 하여 가능했던 열풍이

다. 30∼40 의 경제력을 갖춘 보보스들은 개성을 시

하며 독특한 라이 스타일을 추구했다. 즉 이들에게 디

자인은 물건이나 공간의 겉모양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를 창조하고 라이 스타일을 결정짓는 내  가치의 개

념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심을 피폐해진 정신

세계로 돌려 이를 치료하고 충 시킬 감성충 소를 필

요로 하고 있었으며 그 감성충 소의 심에 디자인이 

놓이게 된 것이다.

기능 심의 산업사회에서 감성소비시 로 변화하면

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품질’의 개념도 그 내용이 계속 

진화, 확장되어 왔다. 산업화시 에 있어서 품질은 기능

인 의 품질에 주로 집 되었지만 의 소비자

들이 인식하고 있는 품질은 상 이고 주 인 품질

까지 포함하고 있다. 품질의 정의가 ‘규격 합성’에서 

‘고객요구의 충족’으로 확 된 것이다[7]. 한 인간의 

감성  역까지도 ‘매력 품질’ 는 ‘감성 품질’이라 하

여 날로 그 범 가 확장되고 있다[8].

이것은 디자인이 ‘가치창출 디자인시 ’를 맞게 되었

다는 것을 뜻한다. 디자인이 시각표  심의 존재가치

를 넘어 인간 삶의 새로운 가치와 라이 스타일을 창조

인 시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9]. 이처럼 국민소득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고

차원의 심리  만족감을 추구하게 된다. 감성디자인은 

이런 시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다양한 표 방법

론을 수용하며 확 되고 있다.

IV. 감성디자인 표현유형 분석

4장에서는 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디자인경향들 

에서 ‘감성디자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표 유형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감성’, ‘감

정’, ‘감각’, ‘인간 심’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사례들을 

수집하 다. 사례는 1차 으로 디자인 정기간행물들을 

심으로 수집되었고 2차 으로 디자인 문서 들과 

인터넷을 통해 보완 수집을 진행하 다. 그 다음에 유

사한 표 방식을 지닌 사례들끼리 분류한 결과, 4가지 

사회  패러다임과 연 된 11가지 감성디자인 표 유

형들을 분석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11가지 표 유형들은 한 디자인 안에서 

서로 첩되어 표 되는 경우도 많음을 명시하고자 한

다. 다만 본고는 명확한 표 유형의 분류를 해 이런 

첩의 경우는 언 하지 않기로 한다.

1. 다원주의와 탈중심주의 경향의 감성디자인유형
1.1 펀(Fun)디자인
지속된 경제 기와 정치, 사회  불안이 쌓이면서 사

람들은 미래에 한 불안감과 재에 한 불만족으로

부터 잠시라도 벗어나고  심리  욕구를 가지게 되었

다.  가벼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거움, 재미, 웃음

을 권하는 사회분 기 형성으로 펀(Fun) 추구성향이 

높아지면서 사람이던 제품이던 ‘재미있음’이 최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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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되었다[3]. 이처럼 인들은 불안하고 따분한 일

상에의 활력소를 찾기 해 펀(Fun)소비를 지향해 무

겁고 진지한 것보다 가볍고 오락 인 것, 즐거움, 재미, 

웃음을 선사하는 제품을 선호한다.

이런 펀(Fun)문화의 확산 배경에는 다원주의에 의한 

열린 사고의 등장과 이에 의한 문화의 확산이 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문화도 고 문화와 양립

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모더

니즘의 엘리트들이 추구했던 것은 심각하고 진지한 것, 

지 이고 순수한 것들이었지만 주의가 확산된 오

늘날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것들, 매일의 삶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상 인 것들이

다. 따라서 문화는 도회 , 오락 인 특징을 지니며 

인의 스트 스 해소욕구를 만족시키기 한 실

도피 인 특징을 지닌다. 과거에는 가볍고 통속 인 

문화라고 여겨졌던 이런 문화가 다원주의 시

의 열린 사고에 의해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수용

되면서, 문화의 한 측면으로서 펀(fun)문화도 수용

되고 있는 것이다.

펀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재미나 즐거움을 야기하는 

상을 보이거나, 유희  행동을 통해 웃음과 즐거움, 

유쾌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디자인이다. 표 인 것이 

유머(Humor)를 활용한 디자인이다. 유머디자인은 유아

 표 요소의 사용, 기치 못한 유쾌한 반 , 과장, 엉

뚱함 등으로 인해 웃음을 주는 것이다.

유아  표 요소가 유쾌함을 발생시키는 것은 두 가

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안의 편향(Baby-Face Bias)’의 심리경향이다. 

이는 동안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과 사물이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더 순진하고 힘이 없고 정직하다고 생각하여 

호감이나 매력을 느끼는 심리성향을 일컫는다[10]. 다

른 하나는 ‘우월성이론’인데 이것은 유아스러운 상을 

보면 자신의 우매했던  모습과의 비교를 통해 일종

의 우월감을 느낄 때 웃음이 발생된다고 보는 심리이론

이며 과거에 한 향수가 내재되어 재미를 달한다는 

것이다[3]. 반면 상치 못한 반 이나 엉뚱함 등은 의

외성으로 인한 재미를 주는 것으로 각성에 의한 재미 

 긴장과 긴장의 해소에서 오는 웃음 등이 포함된다.

Lush는 기 트패키지 [그림 1]에 친환경을 표방하는 

랜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만화 이미지를 차용함

으로서 기발한 엉뚱함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림 1. Lush, Super Hero Gift Box [29]

Alessi사의 치실 디스펜서인 ‘Otto’와 욕조 배수마개

인 ‘Mr. Suicide’는 상치 못한 재치 있는 형태  조합

이 사용상의 재미와 웃음을 다[그림 2].

그림 2. (좌)CSA  and  Stefano Pirovano, Alessi의 
Otto(치실 디스펜서), 1998 / (우)CSA  and  
Massimo Giacon,Alessi의 Mr. Suicide(욕조 배수마
개), 2000 [30]

1.2 개인형 디자인(Individual Design)
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해 명확히 인

식하기를 원하며 구매성향에도 이런 특성을 반 한다. 

다원주의의 향에 의해, 엘리트가 제시하는 객 , 이

성  가치 단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주  취향, 새로

운 것, 다른 것을 선호한다. 이런 소비성향을 반 하는 

것이 개인형 디자인이다. 개인형 디자인은 디자이 가 

제시한 심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자기실 을 원하는 소비자 

스스로가 제품의 제작과 사용 과정에 자신만의 방법으

로 참여함으로써 개성을 표출하고 창조의 즐거움을 느

낄 수 있도록 해주는 디자인 략이다.

이런 개인형 디자인은 DIY(Do It Yourself)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DIY디자인은 산업시 에 장, 운

송, 인건비 감을 해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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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디자인 형태는 이미 정

해져 있었고 설명서 로 조립해야만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는 DIY에 ‘개인형’이라는 개

념이 더해지게 되었다. 최근의 DIY디자인은 디자인의 

상당 부분을 소비자가 결정한다. 디자이 는 디자인의 

모듈이나 부품을 제공하고 이를 자신의 취향과 환경에 

맞추어 선택하고 최종 인 형태를 완성하는 것은 사용

자의 몫이다. 컨  나이키는 ‘Nike Studio’를 운 하

여 소비자가 직  디자인하는 운동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11].

이처럼 의 개인형 디자인은 각 사용자가 라이

스타일과 개성에 따라 디자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

원주의시 에 다양성을 존 하는 디자이 들이 각 소

비자의 감성  욕구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디자

인에 반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에게 DIY의 가장 큰 장 은 ‘나만의 디자인’, ‘내가 만드

는 디자인’, 즉 ‘개인맞춤형 디자인’을 갖게 된다는 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1].

개인형 디자인 사례로 펭귄사의 ‘Books by the 

greats, Covers by you’가 있다[그림 3]. 문호들의 책 

표지를 백지로 출간했는데 이 표지를 독자 스스로 디자

인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단 하나만 있는 나만

의 책’을 소유했다는 특별한 느낌을 갖게 했다. 한 온

라인갤러리를 운 해 표지디자인을 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흔 ’을 남길 수 있다는 감성

 매력도 선사했다.

그림 3. Penguin사, Books by the greats, Covers by you, 
2006 [31]

[그림 4]의 디자인은 동일형태의 모듈을 사용자가 원

하는 형태로 연결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 에 라이 스타일이 변함에 따라 소 로도, 매트

로도, 침 로도 변형이 가능하다.

그림 4. Animi Causa, the Feel, 2005 [32]

1.3 참여디자인
참여디자인은 집단을 한 디자인 역에서 사용자

들을 디자인 로세스에 극 으로 참여시키는 디자인 

근법으로, 집단 수 에서의 ‘DIY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제품, 그래픽, 고 디자인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컨  청계천 소망의 벽[그림 

5]은 다양한 사람들의 소망을 그린 타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청계천에 시민들의 소망을 담음으로 해서 시민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서울시 홈

페이지나 청계천홍보 을 방문해 그림이나 씨를 그

려 신청했다. 시민이 완성된 디자인을 수동 으로 사용

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 으로 제작에 참여하여 함

께 조성하는 디자인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 의 역할은 시민 참여를 끌어낼 방법과 체 기

획안을 내는 것이고, 시민의 역할은 구체 인 컨텐츠를 

실제화하는 것이었다.

그림 5. 청계천 소망의 벽, 2005 [33]

이런 면에서 참여디자인은 디자인의 다른 스타일

이 아니라 ‘ 로세스와 차’에 을 둔, 결과보다 ‘과

정’에 을 둔 디자인의 새로운 근방식이다. 한 

탈 심주의 사회경향을 수용하는 디자인 로세스이다. 

즉 디자이 의 독  권한이던 창작의 권한을  사

용자와 공유하게 된 것이며 디자이 가 사용자의 능력

을 수용하게 된, 디자인에서의 ‘탈 심화’ 과정이다. 그

기 때문에 참여디자인에서 디자이 의 가장 요한 

역할은 사용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런 참여디자인은 사실 ‘결과물’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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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보면 문디자이 가 혼자 디자인한 것보다 조형

 가치는 떨어진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에 지를 

쏟은 상에 애착을 느끼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참여디자인은 사용자들의 소속감과 애착심을 확보

하는데 유리한 략이다. 그러므로 이의 계획에서 요

한 것은 사용자들의 심리 , 감성  요구를 잘 악하

여 디자인에 반 하는 것, 사용자들의 극  몰입과 

의도된 행태, 이에 의해 발생하는 감성  만족감을 극

화하는 것이다.

SKT의 성공 인 고인 ‘ 생활백서’ 시리즈[그림 

6]는 휴 폰과 련된 다양한 일상의 경험에 한 아이

디어를 공모하여 선택된 컨텐츠를 실제 고로 만들었

다. 공모당선자의 이름이 고에 소개되면서 많은 소비

자들의 열 인 참여를 끌어내었다.

그림 6. SKT 광고, 현대생활백서, 2005 [34]

2. 감성혁명 경향의 감성디자인 유형
이 에서 다루는 감성디자인의 유형은 의의 감성

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하 다.

2.1 오감디자인
의 디자인은 다차원 인 감각을 디자인 구성요

소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각, 후각, 미각 등 오감을 디자인의 범 로 포함시키고 

있다. 마 의 이 ‘소비자의 을 사로잡는 시 ’

에서 ‘소비자의 오감을 고드는 시 ’로 확 된 것이

다. 컨  제품의 모든 '작동음'도 이제는 디자인의 요

소다. 지포라이터 뚜껑을 여닫을 때 나는 독특한 소리

는 시각  디자인에 못지않은 이 제품의 요한 특성으

로 인기가 높다[11].

오감마  활용사례로 스타벅스 매장이 있다[그림 

7]. 사드가 확 트인 통유리로 되어 있고(시각  유인), 

바닥에 다양한 소재를 활용했으며 나무로 된 의자와 푹

신한 소 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하 다( 각  만

족감). 한 매장에 커피향이 잘 퍼져나가도록 하 고 

연정책으로 향이 사라지지 않게 하 다(후각의 자

극). 체인  어느 곳을 가도 동일한 느낌의 재즈음악이 

흐르도록 하 고(청각  랜드 이미지 홍보), 무엇보

다도 스타벅스만의 고  커피맛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다(미각  만족감).

그림 7. Starbucks Kuala Lumpur at the Curve 
Damansara [35]

일본의 하라 야는 ‘Haptic’이라는 시를 통해 오감

디자인의  다른 표 으로 ‘햅틱(haptic)디자인’을 주

창하 다[12]. 그는 햅틱디자인에 해 오감으로 느끼

는 디자인, 고기를 맛있게 굽고 있는 모습을 보면 

로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햅틱은 보이지 않는 감

각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했다.

햅틱디자인 사례로 나소닉사의 젤리모컨이 있다

[그림 8]. 이것은 녹아있는 듯 흐물거리는데 센서가 장

착되어 손을 면 불이 켜지며 딱딱해진다. 마치 살아

서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을 감을 통해 달한다.

그림 8. Panasonic Design Company, 젤리모컨 [36]

2.2 친근․호감의 감성을 활용한 디자인
‘따듯함’의 감성이 의 소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쿨하다’, ‘멋지다’의 감에 피로를 느끼는 소

비자들이 늘면서 나온 변화인데, 나와는 동떨어져 보이

는 어색한 멋보다는 ‘나’다운 편안함을 추구하겠다는 소

비자 심리를 반 하는 상이다[9]. 사랑, 로, 안심, 

감동, 따듯함, 동심 등과 련된 감정을 컨셉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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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들이 이런 표 유형에 속한다.

Alessi사는 친근․호감의 감성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유명하다[그림 9]. 특히 사람과 동물, 익숙한 사물의 형

상을 소 트하고 발랄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여 사용자

에게 ‘귀엽다’, ‘즐겁다’, ‘친숙하다’는 느낌으로 다가온

다. 한 디자인에 이름( :Anna, Alessandro 등)을 부

여하여 더욱 생물체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림 9. Alessi사 제품들 [37]

그림 10. MPIO사, FG100, 2004 [38]

디지털에 아날로그의 익숙한 느낌을 목시키는 추

세도 이런 ‘따듯함’의 감성을 원하는 소비자 욕구에 부

응하기 한 것이다. 네그로폰테(N. Negroponte)는 아

날로그의 기반 에서라야 디지털의 꽃이 만개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1970-80년 에 유행하던 녹음기를 닮은 

MP3 Player인 MPIO의 FG100 같은 제품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느낌을 융합한 이다[그림 10]. 이 디자인

은 미니붐박스에서 디자인 컨셉을 가져온 제품으로 

면부가 아날로그 스테 오 스피커를 연상시킨다. 이 제

품은 추억과 과거에의 향수를 자극하는 아날로그  따

뜻함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2.3 자극적 감성을 활용한 디자인
친근․호감의 부드러운 감성과는 달리 강하고 자극

인 감성도 인간에게는 있다. 이런 주제의 디자인도 

감성디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로 사회  기에 

련된 주제를 컨셉으로 하는 디자인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 컨  인간의 무의식  욕구, 즉 성추동과 공

격추동을 컨셉으로 하는 디자인들이 있다. 무의식 이론

을 정립한 로이드는 원 아가 일으키는 심리 인 추

동의 충족욕구가 심리  갈등이나 왜곡을 가져오는 원

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성추동과 공격추동을 원 아

의 기본추동으로 보았다[13]. 이 두 가지는  디자인

에서 흔히 선택되는 주제이다.

[그림 11]은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한 일식식당의 인

테리어이다. 입구에서 일본여자의 동 상이 손님에게 

섹시하게 윙크를 한다. 원래 디자인은 드여인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주인의 요청에 의해 바 었다. 식당 내부

의 천정과 벽도 상 형태와 변화하는 조명으로 디자인

하여 꿈의 이미지처럼 연출하 다.

그림 11. Karim Rashid, Masaharu Morimoto's Japanese 
Restaurant, 2001 [39]

그림 12. Ingo Maurer, Porca Miseria!, 2004 [40]

[그림 12]는 인간의 괴본능을 표 한다. 시는 화

가 날 때 집어던져 괴하는 표 인 사물이다. 이 작

품은 깨트려진 시 편들의 형상을 한 잉고 마우러의 

조명디자인인데 사용자도 때로는 발산하고 싶어 하는 

괴본능에 해 일종의 리만족을 제공한다. 

무의식에 존재하는 마조히즘(masochism: 자기학 ) 

성향도 디자인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공포, 놀라

움, 극  체험 등을 컨셉으로 하는 디자인이 이에 속한

다. 이런 극단 인 체험을 통해 일종의 쾌감과 재미를 

느끼는 인간의 숨겨진 심리를 충족시킨다. 한 일상의 

규칙에서의 일탈도 인간의 심리에 묘한 만족감을 다. 

인간에게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심리와 더불어 변화를 

추구하는 심리도 공존하는 것이다. 상식 인 사회, 문화

 규범으로부터 일탈과 반 의 쾌감을 제공하는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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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인간의 이런 심리  욕구를 충족시킨다. 사용자의 

환경에서 늘 체험하는 친숙한 시각  경험과 상식에서 

벗어나서 엉뚱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형태나 내용을 

변형시키거나, 이질  요소를 결합시켜 고정 념과의 

불일치를 제시한다. 사용자들은 실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일탈  행 ’를 이런 디자인을 통해 간 으로 

경험함으로써 감성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일탈을 주제로 했던 표  디자이 인 장 폴 고티에

(J. P. Gaultier)는 ‘옷’에 해 당연시 되어온 규범들에

서 의도 이고 과격한 일탈을 시도했다. 시스루룩, 면이 

아닌 선으로 된 옷, 속옷의 겉옷화, 입지 않고 몸에 붙이

는 옷 등을 통해 인에게 패션에 한 새로운 개념

을 제시했다. 특히 마돈나가 입었던 콘코르셋[그림 13]

은 성  표 에 한 사회  기를 과감하고 당당하게 

일탈함으로써 남성들을 열 시켰을 뿐 아니라 많은 여

성들에게 여성성의 당당함에 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엄청난 리만족감을 선사했다.

그림 13. 장 폴 고티에, Madonna의 'Blond Ambition World 
Tour' 무대의상, 1990 [41]

일탈의 디자인은 그 충격과 놀라움의 특성에 있어 사

회, 문화  성향이 강하다. 성추동, 공격추동, 마조히즘 

등의 주제는 자연스러운 ‘신체 ’, ‘감정 ’ 반응을 끌어

내는 반면, ‘일탈’이라는 것은 사회, 문화 으로 학습한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사

회와 문화에 따라 일탈의 범주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

른 감성  반응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4 심미적 디자인
우리는 암묵 으로 매력 인 외모의 사람들이 사회

생활에서 더 유리한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  말하는 뷰티 리미엄(Beauty 

Premium), 는 매력의 편향(Attractiveness Bias) 

상이다. 이는 매력 인 외모의 소유자들이 사회 으로 

바람직한 다른 특성들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

서 매력 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정 으로 평가되

어지는 무의식 인 경향을 말한다. 이런 선호경향은 학

습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며 모든 문화에서 동일하다. 

컨  아기들에게 매력 인 사람과 그 지 않은 사람

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연구[14][15]에서, 아기들은 매력

인 사람을 더 오래 쳐다보았다.

이런 뷰티 리미엄 상은 사물에 해서도 일어난

다. 소비자들은 심미 인 디자인을 그 지 않은 디자인

에 비해 더 사용하기 쉽다고(실제로 그 든, 그 지 않

든 간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10]. 한 심미  디

자인과 사용자 자아 간의 연 성에 한 연구들

[2][16][17]을 보면 디자인의 심미성은 사용자의 자아존

감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한 인간의 정 인 감

정과 창의 인 인지능력은 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

에 심미  디자인에 의해 기분이 좋아진 사용자는 창의

성이 발되어 사용상의 문제에 더 효과 으로 처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감, 자아유능감의 상승을 

경험한다[2]. 이처럼 ‘미(beauty)'는 모든 인간에게 통

하는 보편 인 가치이다. 그 기 때문에 인간 심리에 

미치는 심미성의 향력은 디자이 들이 일반 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림 14.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42]

네스 소 커피머신은 심미  디자인의 성공사례이

다[그림 14]. 이것은 어디에나 자랑스럽게 둘 만큼 디자

인이 쁘다. 한 커피캡슐도 쁘게 디자인해 이의 

진열도 자랑하고  디스 이가 되도록 했다. 한 다

양한 종류의 커피캡슐에서 그날 기분에 따라 ‘골라먹는 

재미’도 이 제품의 인기에 큰 역할을 했다.

심미  디자인 에서 색채를 핵심요소로 하는 컬러

마 을 활용하는 제품들이 있다. 디자인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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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에서 감성을 가장 효과 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요

소가 ‘색채(color)’이다. 이 때문에 이성 심이었던 큐비

즘(Cubism)에서는 람자의 감성을 억제하기 해 의

도 으로 색채사용을 자제하기도 하 다. 그만큼 색채

는 인간의 감성에 어필하는 효과가 크다.

라소 비타민워터(Glaceau Vitamin Water)의 컬러

마 은 감성마 의 성공사례이다[그림 15]. 맛뿐만

이 아니라 “ 으로 마신다!”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다

양한 색상, 심 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을 사로잡았

다. 15가지 종류의 음료에 특유의 색을 부여하여 색을 

통해 음료의 맛을 공감각 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 각 음료에 감성 인 명칭과 스토리텔링을 용하

여 라벨을 읽는 재미도 부여하 다.(  - power-c : 드

래곤후르트맛. 활기찬 하루의 시작 / restore : 후르트펀

치맛. 지난 밤 일을 숨기고 싶을 때)  이처럼 비타민워

터는 감성 인 패키지디자인을 통해 ‘패션음료’라는 새

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즉 10∼20 의 은 소비자들은 

그날의 의상에 맞는 색상의 비타민워터를 일종의 패션

아이템으로 들고 다닌다. 요한 것은 음료의 비타민 

성분이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의 손에 들만큼 ‘멋진 디

자인’인가 다.

그림 15. 글라소 비타민워터 [43]

3. 비물질적 가치관 경향의 감성디자인 유형
3.1 퍼포먼스형 감성디자인
탈엘리트주의 , 지향 인 사회경향의 향으로 

사용자의 감성  체험이 핵심이 되는 디자인들이 발달

하고 있다. 한 디지털시 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이 시 가 지향하는 가치가 불확정 , 가변 인 것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디자인 역시 비물질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시간  차원에서의 가변성, 일시 인 가

설성, 유동성과 가벼움, 이미지 발생의 동시성과 첩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 디자인은 시공간 술

로서의 퍼포먼스형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다. 조형 술

에서는 이미 30여 년 에 퍼포먼스가 등장했다. 이

까지 공간 술로만 취 되던 조형이 시공간 술로의 

변화를 선언한 것이었으며 이로부터 시간 술  특성

을 포함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조형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다[18].

디자인에의 시간성 도입은 사용자의 몰입과 감성  

반응을 유도하기에 유리한 방법이다. 심리학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에 심리

 에 지를 투입하도록 선천 으로 세 되어 있기 때

문이다[19][20]. 그러므로 퍼포먼스형 감성디자인에서

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람자의 몰입과 지각 , 인지

, 감성  변화를 세심하게 다루어야 한다.

퍼포먼스형 감성디자인은 특히 공간디자인에서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빛, 상, 물, 안개, 소리 등 비물질 

매체의 활용이 두드러지는데 이들 매체가 가변성, 유동

성을 표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경 조명, 분수쇼, 

미디어아트 등이 표  사례이다. 이들은 오감을 자극

하는 시공간 술로 연출되면서 해당 공간의 감성  어

트랙션(attraction)으로 작용하고 있다[18].

그림 16. 프랑스 리옹, Fete des Lumieres, 1999∼ [44]

퍼포먼스형 디자인에서 최근 주목받는 분야가 경

조명디자인이다. 인간심리에 다양한 향력을 끼치는 

빛을 매체로 하는 새로운 디자인분야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의해 낮과는 다른, 빛의 술품으로서의 야간경

이 연출된다. 컨  랑스 리옹은 숙박은 리에서 

하는 객들이 리옹에서 숙박하도록 유도하기 해 

야간경 사업을 시행했다[그림 16]. 로마시 로부터의 

유 에 술  야간경 을 결합했으며 ‘밤이 아름다운 

리옹’을 캐치 이즈로 산업을 성공 으로 육성

했다. 한 매년 개최하는 빛축제는 세계 인 체험

상품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18].

라스베가스 벨라지오호텔의 분수쇼는 물, 음악, 빛을 

이용한 디자인의 시공간 술화 사례이다[그림 17].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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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호수의 뮤지컬분수 가 음악과 빛에 맞추어 쇼를 연

출하는데 분수가 26층 높이까지 치솟기도 한다. 이것은 

기존의 단순한 장식용 분수가 아니라 음악과 디자인이 

결합되어 발 나 스 쇼를 보는 것 같은 시공간 술을 

연출하여 객의 탄성을 자아낸다[18].

그림 17. 라스베가스 벨라지오호텔 분수쇼 [45]

3.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디자인
 사회는 비물질 , 정신  가치를 활용할 수 있

는 소 트 경쟁력이 요한 시 이다. 비물질 인 문화

 가치를 기획, 가공하는 방법으로 요하게 활용되는 

기법이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의 용은 이야기

와 놀이를 즐기는 의 감성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

는 요한 략이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은 고 부터 사용되어온 커뮤니 이션 수

단이다.  의미의 스토리텔링은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달되는 모든 형태의 이야기를 의

미한다[21]. 오늘날 스토리텔링은 언어  역을 넘어 

건축, 화, 게임, 고, 제품 등 디자인 련 역뿐만 

아니라 , 뮤직비디오 등 기존에 스토리텔링과는 

련이 없어 보이던 역으로까지 확장되어 용되고 있

다[22]. 논리 인 이 인간의 머리를 움직인다면 스토

리텔링은 인간의 감성을 움직인다. 스토리텔링을 하

는 사람은 자신과 주인공을 동일시함으로써 주인공이 

겪는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 

상황에 몰입한다. 스토리텔링은 이처럼 감정이입을 끌

어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23].

이런 스토리텔링의 감정이입 효과를 감성디자인에서

도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상품에 열 하며 이야기가 들어있는 공간을 향유한다. 

이야기가 있는 랜드는 소비자를 열 하게 만든다. 

컨  세계 인 명품 랜드들은 상류사회에 한 환상

을 심어주는 스토리텔링을 구사하여 구매욕을 자극한

다. 스토리텔링 마 은 상품 자체 보다는 상품에 담

겨 있는 의미나 이야기를 달함으로써 소비자의 몰입

을 발생시키는 감성지향  마  기법이다. 스토리텔

링을 통해 소비자는 상품이 아닌 그 상품에 담긴 이야

기를 즐기고 그 문화와 감성을 소비하는 것이다[23]. 이

와 같은 경향은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핀란드 라 란드는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한 동화 인물

인 산타클로스와 의 여왕을 테마로 성공 인 상

품을 개발했다[그림 18]. 이곳은 산타클로스의 고향이

라는 설이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족을 타겟

으로 하여 어린이들이 산타클로스와 산타클로스가 산

다는 북극마을에 한 동경을 으로 확인하고 체험하

도록 산타마을을 만들었다. 산타집무실, 산타우체국 등 

산타 련 컨텐츠로 상품을 개발했다. 한 이 지

역에는 북극경계선이 있는데 이도 자원화하여 극

지방에 가보았다는 체험감과 정말 산타가 사는 추운 지

방이라는 체험감을 제공했다. 이처럼 라 란드는 지역

과 련된 설을 동심을 자극하는  컨텐츠로 재구

성하여 북극지역이라는 에 불리한 여건을 문화 , 

감성  가치로 재창출했다[18].

그림 18. 핀란드 라플란드 산타마을, 1985∼[46]

그림 19. Daniel Kleinman, Adidas 광고 Impossible is 
Nothing, 2007 [47]

아디다스(Adidas)는 유명한 스포츠스타의 화려한 성

공 뒤에 감춰진 인간 인 고뇌와 역경, 그리고 그 망

을 딛고 일어선 경험을 다큐멘터리 방식의 스토리텔링

으로 풀어냈다[그림 19]. 축구스타 베컴은 1998년 랑

스 월드컵에서의 퇴장 후 겪었던 좌 을, 장 높이뛰기 

스타 이신바 바는 무 커버린 키 때문에 체조선수의 

꿈을 어야 했던 망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소비

자들은 자신도 이들처럼 망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에 

동참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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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기체적 세계관 경향의 감성디자인유형
4.1 힐링 ․ 웰빙의 에코디자인
감성소비시 의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이 높

은 생활양식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생리

, 심리 인 건강과 안정감에 한 소망이다. 최근 한

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힐링(healing)’이라는 키워드도 

OECD국가가 된 후, 한국인들이 열망하는 정신  안정

을 드러내는 상이다. 그러나 이런 소망과는 반 로 

도시화된 환경은 심리  복잡함이 차 심화되고 있다. 

한 도시인들의 하루 생활은 부분 회색 공간에서 이

루어진다. 인간의 은 록의 녹지와 자연의 아름다움

을 필요로 하지만 도시인의 생활에서 이를 찾기란 쉽지 

않다. 반면에 식물로 구성된 환경은 인간의 정신  능

률과 생리  쾌 성, 안정성을 회복시키고 환각성이나 

자극, 스트 스를 감소시킨다. 이를 돕는 디자인 역도 

에코디자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간의 웰빙

(well-being) 에서 많은 심을 끌고 있다[24]. 그

지만 이런 에코디자인은 환경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에코디자인은 아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과의 친화

계 회복을 통해 릴 수 있는 힐링과 웰빙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 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감성  

에코디자인으로 분류한다.

식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가져오는 정 인 심리

, 감성 , 생리  효과는 과학 으로도 증명되고 있

다. 여러 연구에서 식물이 있는 환경은 그 지 않은 경

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으며, 작업 능률의 증진이나 

스트 스,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도 식물이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가 더 빠른 것으로 명되었다. 컨  

컴퓨터 실습실에 식물을 배치하고 피험자에게 스트

스 유발과제를 수행하게 한 실험[25]에서 식물이 있는 

환경은 피험자의 정신  피로와 압상승을 감소시키

고, 주의집 과 작업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정  정서상태 유지에도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을 활용한 디자인은 생태학  조 기능

도 발휘한다. 특히 식물은 음이온과 이차 사물질을 방

출하는데 음이온은 생명체의 자율신경을 진정시키며 

신진 사를 진시킨다. 테르펜, 피톤치드 같은 이차

사물질은 인간에게 정신 인 진정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식물을 용한 힐링․웰빙의 에코디자인

은 인간의 생리, 심리  어메 티(Amenity) 에서 

다양한 유용성이 증명되었으며 자연에의 복귀를 소망

하는 인간의 무의식 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디자인경향은 주로 공간디자인 분

야를 심으로 개되고 있는데 심신의 안정과 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들은 부분 식물을 인테리어

에 도입하고 목재, 황토, 돌 등 자연재료를 극 활용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한 선천

인 선호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디자이 가 경험 으

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0]은 몰디 의 휴양리조트에 있는 스 이다. 

‘휴식과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친숙하고 개별

인 공간’으로 홍보하고 있다. 실내장식으로 식물이 극 

활용되었고 나무와 석재가 마감재로 사용되었다.

그림 20. Baros Maldives Spa [48]

그림 21. 후지모리 데루노부 & 오오시마 노부미치, 오오시마 
아틀리에, 도쿄, 1995 [49]

[그림 21]은 주택디자인으로 기본컨셉은 원시 인 분

기이다. 디자이 는 이를 해 다듬지 않은 천연목재

를 많이 활용하 다. 실내와 실외, 가구와 소품 등 모든 

디테일에 이 컨셉을 용시키고 있다[26].

4.2 감성 인터랙티브 디자인
디자인에서 오늘날 가장 활발히 용되고 있는 근

방법은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의 도입이다. 무엇보

다도 디지털기술에 의한 인터랙티  미디어기술이 빠

르게 발 하고 있어 상호작용성을 실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와 디자

인 간의 커뮤니 이션 환경이 이 의 일방향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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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에서 사용자의 자율성과 창조성이 개입되는 양

방향  커뮤니 이션으로 환되었다. 인터랙티 디자

인은 사용자와 디자인 간의 커뮤니 이션 뿐만이 아니

라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 이션도 지원하

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 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디자인의 주요 구성요소도 변

화되기 시작했다. 즉 의 디자이 는 형태, 색채, 질

감 등 디자인의 외형 인 구성요소 뿐만이 아니라 ‘상

호작용성’도 디자인의 요한 구성요소로 다루어야 한

다. 상호작용성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기본 으로 사용

자의 심리 , 감성 , 계  측면에서의 욕구를 이해하

고 이를 디자인 요소로 구체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터랙티 디자인은 퍼포먼스형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시간성이 반 된 디자인’이라는 요한 특성을 지닌다. 

기존의 디자인이 불변하는 고정된 모습을 지녔다면, 인

터랙티 디자인은 사용자의 행동과 조작에 따라 수시

로 변화한다[11]. 이와 같이 의 디자인은 상호작용

성을 통해 아름다운 껍데기를 지닌 무생물체에서 벗어

나 인간과 인지 , 감성 으로 상호작용하는 생물체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 22. Klein Dytham, Bloomberg ICE, 도쿄 Bloomberg 
ICE 본사, 2002 [50]

[그림 22]의 디자인은 선택옵션(디지털하 , 디지털

그림자, 디지털웨이 , 디지털배구)에 한 사용자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화면에 인터랙티 한 변화가 일어

난다. 사용자와 디자인 간의 유희  인터랙션뿐만 아니

라 다른 사용자와의 동시 인 인터랙션도 일어나면서 

다면 인 커뮤니 이션을 지원한다.

V. 결 론

본고는 21세기의 주요 사회  패러다임을 4가지 경향

으로 분류하 고 에 진행되고 있는 감성디자인 표

유형들을 이들 4가지 패러다임과의 연 성 하에서 

분석하 다. 그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사회  
패러다임

감성디자인 
표 유형

주요특징

다원주의
와

탈중심
주의

펀(Fun) 
디자인

*불안하고 따분한 일상에서의 활력소 역할
*통속적, 오락적, 현실도피적 성향
*유머, 유아적 표현, 유쾌한 반전, 과장, 엉뚱함 

개인형 
디자인

*개인의 주관적 취향을 만족. 자기실현의 경험
*디자인의 제작과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의 능
력을 발휘-개인형 DIY디자인으로 표현

참여디자인

*집단을 위한 디자인영역에서 사용자들을 디자인프
로세스에 적극 참여시키는 접근법-사용자들의 소속
감과 애정 확보에 유리
*사용자의 적극적 몰입, 의도된 행태와 심리적 만족
감을 적극 고려해야 함

감성 혁명

오감디자인 *시각 외에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오감을 디자인
의 범위로 포함. 온 몸으로 느끼는 디자인

친근․호감의 
감성을 
활용한 
디자인

*사랑, 위로, 안심, 감동, 따듯함, 동심 등과 관련된 
감정을 컨셉으로 하는 디자인
*디지털에 아날로그의 익숙한 감성을 접목시키는 추
세도 이에 포함됨

자극적 
감성을
활용한 
디자인

*강하고 자극적인 감성의 충족
*주로 사회적 금기에 관련된 주제-무의식적인 성추
동과 공격추동, 마조히즘적 성향,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등

심미적 
디자인

*디자인의 심미성이 주는 뷰티프리미엄 효과
*사용자의 자아존중감 향상, 애착심에 의한 인내심
과 창의성의 발동

비물질적 
가치관

퍼포먼스형 
감성디자인

*디자인의 시공간예술화-사용자의 몰입과 감성적 
반응을 유도해 내기에 유리함
*빛, 영상, 물, 안개, 소리 등 비물질적 매체 활용-경
관조명, 분수쇼, 미디어아트 등

스토리텔링
을 활용한 
디자인

*비물질적인 문화적 가치를 가공하는 중요한 기법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감정이입 효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비자는 상품이 아닌 그 상품
에 담긴 이야기, 문화와 감성을 소비하는 것

유기체적 
세계관

힐링․웰빙의 
에코디자인

*식물로 구성된 환경은 인간의 정신적 능률과 생리
적 쾌적성, 안정성을 회복시키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킴. 또한 자연에의 복귀를 소망하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킴

감성 
인터랙티브 
디자인

*인터랙티브 미디어기술의 발전-사용자․디자인 간 
& 사용자들 간 양방향 인터랙션 가능
*상호작용성을 통해 디자인은 무생물체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지적, 감성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생물체로 
변화되고 있음

표 2. 사회적 패러다임별 감성디자인 표현유형

10여년 만해도 감성디자인은 주로 의의 의미에

서 논의되었다. 즉 오감디자인, 펀(Fun)디자인, 심미  

디자인, 친근․호감의 감성을 활용한 디자인의 범  내

에서 감성디자인을 이해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사회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시 의 핵심  특성으로서의 

감성에 한 이해와 수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이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12182

표 방식 한 진화하며 확 되고 있다. 이런 시 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감성디자인의 표 양식이 어떠한 방

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감성소비시 에 

디자이 들이 ‘감성디자인’에 해 가져야 할 새로운 

을 제시하고자 하 다.

그러나 감성디자인 표 유형만을 아는 것은 부족함

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는 이 주제와 련하여 다

음과 같은 미래연구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감성디자인의 각 표 유형별로 감성인자의 특성을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디자인에서 해당감성

의 달경로, 인간의 감성체험 경로와의 연 성, 사용자 

욕구와의 연 성 등이 추가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제시된다면 디자이 가 감성  체

험에 해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들에 해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들 주제를 차

기연구의 주제로 채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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