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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depends on the type of design. This study organized gender perceptual

characteristics from terminology that is used in the process of obtaining information about corresponding space

intended to represent design types and the images which were selected by design experts.

The results from the study are concluded as in the followings:

First: in the Modern type, the males show "the somewhat high difference of the images" from formality and

decoration. Also, the study shows that males perceive very high in "the very high difference of the images" from

spatiality, formality, and decoration. Second: in case of modern and minimal types, females perceive the spatiality

and the males perceive formality and decoration. This study shows that modern type contains a lot of adjective,

which means the man overwhelmingly perceives than the woman perceives in the decoration of modern type.

Third: while males in modern and minimal types perceive formality and decoration greatly, they perceive spatiality

greatly in natural types. In contrast, females in modern and minimal types perceive spatiality greatly, but perceive

decoration slightly larger in natural types. These results tell us that the gender can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which types.

This study analyzed gender perception characteristics to the design types, which were selected by a group of

design exper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ypes of design occurs in the differences of space sense and image

by gender. Through analyzing the differences of spatial types, it is clear that different genders perceive different

characteristics.

Keywords 실내디자인, 디자인유형, 공간유형, 성별, 지각

Interior Design, Design types, Spatial types, Gender, Percep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실내공간을 디자인함에 있어 대상공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이 적용되고 이러한 디자인은 일정한 유형을 가지

게 된다. 공간유형에는 과거의 트랜드가 변형되고 시대

적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요소가 첨부되어 디자이너의

손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표현되고 있다. 신소재

와 국경을 초월한 디자인 범람 속에서 소비자는 새롭게

제시되는 표현방법을 접하게 되지만, 표현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 표현과 전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공간표현에 사용되는 많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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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대한 표현어휘의 다양성과 부정확한 전달성은 디

자이너와 소비자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디자인방향

설정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내공간에 다양한 디자인유형을 적

용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원활한 커뮤니케

이션을 위해서는 사용되는 언어 커뮤니케이션 용어의 차

이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일한 디자인공간

의 지각에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성별에 따라

공간지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뇌의 구조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목적 지향적”인

반면, 여자는 “관계 지향적”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1) 성

별에 따라 뇌 구조 및 기능의 차이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1072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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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자인공간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각 공간의 개념

으로부터 표현된 각 이미지에 따른 언어를 정리하는 방

법2)과 디자인 스타일별에 따른 형용사 이미지 분석3) 및

유형별 표현어휘4)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용되는 어휘와

공간이미지와의 관련성이 분석되고 있다. 특히 언어매체

에 의한 공간평가에서 여자의 경우가 정보획득율의 범위

가 높고, 소요시간도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또한 남

녀 모두 유형별로 선호시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자의 경우가 정보획득과정에 개인차가 많다는 연구결

과도 보고되고 있다.6) 따라서 실내공간을 디자인하고, 공

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고

려한다는 것은, 디자인과정에서 보다 감성적인 디자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언어에 대한 지각을 성별에 따른 차이

로 분석하여 실내디자인에 적용되는 공간이미지와 그것

을 표현하는 어휘가 가지는 특성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디자인유형별 표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공간과 이미지 분석을 위한 표현어휘를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공간이미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간의 선정은 우

리 생활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유형인 아파트의 거실을

대상으로 하였다.

(1) 디자인유형의 선별

실내공간에는 다양한 디자인유형이 존재하지만 김경숙

(2004)은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7) 디자인유

형을 이론적인 표현기법으로 기술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최계영(2010)은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유형에 적합한 실내공간의 모델을 객관적으로 정

의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연구자가 디자인공간을 선별하

고, 선별된 디자인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각 유형별 디자인을 추출하였다. 디자인공간은

인터넷사이트에 제공된 실내공간 중에서 <표 1>의 표현

기법에 적합한 이미지를 <표 2>와 같이 각 유형별로 10

2) 김영인 외,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표현한 이미지에 대한 고찰, 한국

디자인학회 디자인학 연구 제48호, 2002

3) 김경숙,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4

4) 신동관․한영호, 실내디자인 이미지 유형의 특성에 따른 표현어휘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 6호, 2008.12

5) 최주영․김주현․최계영․이정호․김종하, 실내공간의 주시에 나타

난 정보획득율과 주시시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0권 6호, 2011.12

6) 최주영․김주현․김종하․이정호, 실내공간의 이미지평가에 나타난

주시시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5

호, 2011.10

7) 김경숙, Ibid., pp.223～228

개씩을 선정하였다.

(2) 각 유형별 대표 이미지 선별

전문가 그룹에 의한 설문은 각 유형별 디자인을 선정

하기 위한 항목과 10개 유형 중에서 최근 아파트 거실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에서 건축 및 실내디자인을 전공하는 교수와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항

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 각 유형에 포함된 디자인 중에서 해당 유형에서

가장 적합한 이미지 3장씩을 선택

ⅱ) 10개의 디자인유형 중에서 최근 아파트 거실에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 3개를 선택

(3) 형용사에 의한 이미지특성 분석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택된 대표 디자인유형과 이미지

를 대상으로, 건축 및 실내디자인과에 재학중인 학생에

게 지각특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에 의해

선정된 3장의 공간이미지와 3종류의 디자인유형이 설문

대상이며, 45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된 공간이미지를 5

단척도법에 의해 각 유형별 공간이미지 특성을 설문하였

다. 공간유형의 특성을 표현한 어휘를 선행 자료를 통해

세분화하고 특성을 정리하고, 디자인유형에 적용되는 어

휘를 추출을 하였다. 다음으로 디자인 차이에서 발생되

는 어휘 차이의 특성으로부터 실내디자인 유형을 구성하

는 공간이미지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유형

에 나타난 성별 지각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실내공간 이미지 선정

2.1. 공간의 유형 선정

(1) 공간유형의 선정

디자인유형은 어떤 대상을 분류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공간에서 사용자와 디자

이너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아파트 거실

공간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지각특성을 분석하였다. 거실

공간을 대상으로 한 실내공간의 유형은 로맨틱, 에닉스,

클래식, 하이테크, 엘리건트, 컨트리, 모던, 미니멀, 내추

럴, 캐주얼의 10개 유형이 있다.8) 이러한 유형분류는 일

반화된 유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사적 배경과 시대

적 흐름에 따른 디자인유형과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근

거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는 측면9)에서 이들 유형을

기준으로 대표공간을 선정하기 위한 실내공간 이미지를

선별하였다. 이미지 선별은 <표 1>의 실내공간의 유형

별 표현기법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8) 김경숙, Ibid., pp.223～228의 내용에서 스타일 유형과 표현기법을

인용

9) 최계영, 실내공간 이미지평가를 위한 주시특성 분석방법에 관한 연

구, 경북대 박사논문, 2010,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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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표현기법10)

로맨틱
- 과도한 장식과 풍부한 장식이 많이 사용됨

- 부드러운, 곡선, 레이스, 꽃무늬 등의 여성스런 느낌을 표현

에스닉

- 원시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

- 민족적 토속적인 전통적 개념으로 오리엔털리즘보다 간결하면서

도 부드럽고 섬세한 이미지를 가짐

- 복잡한 기계성, 상업성을 벗어나 간결함 추구

클래식
- 각 시대의 서양 귀족문화가 고전적 양식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

- 옛것에 대한 향수와 귀족적 신분의 표현을 나타냄

하이테크

- 재료의 투명성, 금속성, 경량성과 구조체 설비의 노출성, 회색의

닥트, 기계설비 등이 회화적으로 처리되어 기술의 상징성을 추구

하는 경향을 보여 줌

- 밝고 단조로의 색채의 사용, 동질성 등을 나타냄

엘리건트

- 흐르는 듯한 곡선, 적당한 장식을 살린 꽃무늬나 추상적인 문양을

사용하며, 대조나 대비를 살리지 않는 것이 특징

- 윤곽은 두드러지지 않고 질감을 살려 표현함

컨트리

- 자연스러운 질감과 무늬의 표현이 많음

- 남성다운 채취와 하드한 감각으로 서민적인 낙천성이 믹스되며

야성미가 느껴짐

모던

- 과다한 장식과 색채를 피하며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추구

- 직선이고 단순한 공간구성과 요소디자인의 강조가 명확하며 섬세

하고 부드러우며 감각적인 표현이 많음

- 현대적인 기능미가 돋보임

미니멀

-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곡선보다는 직선을, 장식보다는 실용성

을, 인공소재보다는 자연소재를 사용

- 화려하고 따뜻함 보다는 극도의 절제미를 표현한 단순의 미학

- 직선의 미학을 중요시 여김

내추럴

- 자연에 가까운 멋을 표현하고, 자연소재를 주로 사용하면서 자연

친화성을 강조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재료의 사용이 특징

- 따뜻하면서 세련된 형태를 추구하며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줌

캐주얼

- 생동감 나는 재질감과 강한 색채의 대비로 리듬감을 부여

- 격식을 차리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즐거움이 느껴지는 분위기

연출

<표 1> 실내공간의 유형별 표현기법

2.2. 유형별 대표 이미지 선별

(1) 전문가 그룹에 의한 대표이미지 선별

실내공간의 10개 유형으로 구성된 <표 3>의 100개 공

간이미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을 통해 대표이미지를

선정하였다. 공간에 대한 이미지 판정은 대학에 근무하

는 건축 및 실내디자인 관련 교수와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 1>에 제시된 각 유형별 설명과

<표 3>에 제시된 이미지를 제시하여 <표 1>의 각 유

형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별하게 하였다. 설문기

간은 2012년 3월 3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62명

이 참여하였다.

성별 연령대 응답수(명) 비율(%) 합계(명/%)

남

20세 이상～30세 미만 2 3.2

35/56.5

30세 이상～40세 미만 12 19.4

40세 이상～50세 미만 15 24.2

50세 이상～60세 미만 5 8.1

60세 이상～ 1 1.6

여

20세 이상～30세 미만 4 6.5

27/43.5

30세 이상～40세 미만 8 12.9

40세 이상～50세 미만 15 24.2

50세 이상～60세 미만 0 0

60세 이상～ 0 0

합 계 62 100 62/100

<표 2> 설문대상의 일반적인 특징

10) 최계영, Ibid., pp.45～46

전문가 그룹은 실무를 하고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실

무를 하면서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직업

에 따른 분류는 하지 않고, <표 2>와 같이 성별에 따른

기초적인 분류만을 하였다. 남녀 모두 「40세 이상 - 50

세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 응답자가 56.5%였다.

유형 공간 사례11)

로맨틱

에스닉

클래식

하이테크

엘리건트

컨트리

모던

미니멀

내추럴

캐주얼

<표 3> 실내공간의 유형별 공간 사례

11) http://search.daum.net/search?w=img&q=%B0%C5%BD%C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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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된 대표이미지

전문가에 의해 선정된 대표이미지를 대상으로 최종 선

정된 대표디자인유형은 <표 4>와 같고, 각 유형별 빈도

분석은 <표 5>와 같다. 최근 아파트의 거실공간에 가장

많이 디자인된 유형으로 전문가들은 모던(32.8%)․미니

멀(18.3%)․내추럴(15.1%)ㆍ엘리건트(10.2%)ㆍ클래식

(9.1%) 유형 순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선호유형에 대한

성별차이도 순위에서 남성은 [모던(33.3%)-미니멀

(21.9%)-내추럴(10.5%)]인데 비해, 여성은 [모던(32.1%)-

캐주얼(21.0%)-미니멀(%13.6)]로 선정 빈도에 다소 차이

가 있었다. 모든 피험자는 [모던]을 가장 많이 디자인된

것으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에 남성은 미니멀을 여성은

캐주얼을 선택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디자인유형

에 나타난 성별 지각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

체 비율이 높은 3개 유형12)을 선정하였다.<그림 1～3>

유형

내용
로맨틱 에스닉 클래식 하이

테크
엘리
건트

컨트리 모던 미니멀 내추럴캐주얼합계

남
명 0 5 9 8 10 0 35 23 11 4 101

% 0 4.8 8.6 7.6 9.5 0 33.3 21.9 10.5 3.8 100

여
명 3 1 8 1 9 1 26 11 17 4 77

% 3.7 1.2 9.9 1.2 11.1 1.2 32.1 13.6 21.0 4.9 100

합계 3 6 17 9 19 1 61 34 28 8 178

전체 비율 1.6 3.2 9.1 4.8 10.2 0.5 32.8 18.3 15.1 4.3 100

: 최종 선정된 유형

<표 4> 전문가에 의한 디자인유형 선정

이미지
유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합계

로맨틱 16 42 31 12 17 10 8 8 20 22 186

에스닉 2 12 17 29 15 26 18 34 22 11 186

클래식 2 31 40 22 14 5 22 3 27 19 185

하이테크 26 2 9 29 28 11 35 16 8 21 185

엘리건트 28 11 33 16 16 8 22 31 11 9 185

컨트리 41 0 13 4 49 1 36 8 10 24 186

모던(%) 9 6 26
(14.0)

36
(19.4)

6 17 23 32
(17.2)

11 20 186

미니멀(%) 53
(28.5)

31
(16.7)

5 6 19 2 19 21
(11.3)

17 12 185

내추럴(%) 35
(18.8)

30 31
(16.7)

46
(24.7)

0 1 2 15 11 14 185

캐주얼 50 7 13 7 21 27 24 3 10 23 185

<표 5> 유형별 실내공간 선정 단위 : 명(%)

<그림 1> 모던유형의 대표이미지

C0%CE%C5%D7%B8%AE%BE%EE&nil_profile=jockeytop&SortT

ype=tab&cr=&ColorByName=&ColorGroup=&FaceType=&ft=&Dat

eStart=&DateEnd=&Size=&GroupType=&ResultType=tab&viewTy

pe=&nvType=&period=&lpp=30&olpp=30&opage=12&page에서 관

련이미지를 검색하여, <표 1>의 표현기법을 참조로 연구자가 100

개의 이미지를 선정

12) 4개 유형으로 선정할 경유, 엘리건트가 포함되지만, 5순위의 클래식

과 전체비율에서 차이가 미미하고, 연구의 목적인 디자인 유형에 나

타난 성별 지각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디자인유형이 최소한 3개 이

상은 되어야 비교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3개 유형을 선정하였다.

<그림 2> 미니멀유형의 대표이미지

<그림 3> 내추럴유형의 대표이미지

2.3. 형용사에 의한 이미지 특성 추출

(1) 공간이미지 평가 어휘 선정

공간이미지를 평가한 어휘는 공간종류나 평가자에 따

라 다양하게 선정되고 평가 목적에 따라서도 유형을 달

리한다. 일반적인 실내공간의 이미지분석에 활용되는 형

용사쌍의 추출을 위해 정수현(2000), 박혜숙(2001), 이진

숙(2004), 배정익(2004), 장아리(2007), 손광호(2008), 서지

은(2008)에서 사용된 감성평가어휘 113개를 1차 선정하

고, 중복되거나 비슷한 어휘를 정리 한 후 출현빈도가

높은 45개의 평가어휘를 2차로 선정하였다. 선택과정에

서 실내공간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일부 형용사는

제외하고, 거실공간에 적합한 어휘 일부를 추가하여 최

종적으로 45개를 선정하였다. 이들 어휘가 가지는 의미

에 대해서는 기존연구13)를 토대로 <표 6>과 같이 공간

성/격식성/장식성으로 지각유형을 정리하였다. 격식성이

45개의 형용사쌍 중에 20개(44.4%)로 가장 많았으며, 장

식성을 표현한 어휘가 10개(22.3%)로 가장 적었다.

지각유형 형용사 소계(%)

공간성

가벼운/무거운, 약한/강한, 개방적인/폐쇄적인, 동적인/정적인,

깊이감이 있는/깊이감이 없는, 넓은/좁은, 차가운/따뜻한, 딱

딱한/부드러운, 밝은/어두운, 수직적인/수평적인, 대담한/아기

자기한, 신선한/아늑한, 자유분방한/안정감이 있는, 깨끗한/지

저분한, 질서정연한/무질서한

15

(33.3)

격식성

중후한/경쾌한, 고급스러운/값싸 보이는, 개성적인/무난한, 고

급스런/서민적인, 격조 있는/소탈한, 웅장한/아담한, 우아한/

거친, 자극적인/지루한, 인위적인/자연적인, 격식 있는/자유분

방한, 정돈된/혼돈스러운, 친근한/낯선, 독특한/평범한, 품위

가 있는/품위가 없는, 현대적/고풍스러운, 형식적인/편안한,

흥미로운/흥미가 없는, 명료한/복잡한, 정적인/동적인, 조화로

운/조화롭지 못한

20

(44.4)

장식성

장식적인/순수한, 다양한/통일된, 어수선한/단순한, 복잡한/단

조로운, 투박한/정교한, 통일감이 없는/통일감이 있는, 곡선

적인/직선적인, 풍부한/절제된, 화려한/수수한, 기능적이지 못

한/기능적인

10

(22.2)

합계 - 45(100)

<표 6> 설문대상의 일반적인 특징

13) 최계영(2010)은 박사논문에서 실내공간의 유형을 공간적/양식적/정

서적/현대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박혜숙(2001)은 공간성/격식성/

장식성으로, 손광호(2008)는 공간적/양식적/전통적/정서적/현대적으

로 분류하고 있다. 여러 연구자의 공간분류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서는 박혜숙의 유형분류를 큰 틀로서 선정하고, 형용사는 연구자가

선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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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이미지 특성에 대한 설문

실내거실공간의 3개 유형[모던/미니멀/내추럴]에서 추

출된 3개씩의 실내공간이미지를 대상으로 공간이미지 특

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건축 및 실내디자

인학과에 재학중인 2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설문분포를 고려하여 3개 학교에 총 203부를 실시

하였다. 분석과정에서 학교별 설문자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설문기간은 2012년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자에게 제공된 이미지는 <그림 1～3>

을 A4크기에 칼라 인화된 이미지이며, 1명의 피험자가 3

개 디자인 유형에 대해 순서와 무관하게 평가하게 하였

다. 설문지는 표 5에 제시된 45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5

단계 SD척도를 이용하였다. 왼쪽 형용사에 가까운 느낌

이 드는 경우 4와 5에, 오른쪽 형용사의 느낌이 드는 경

우 1과 2쪽으로 어느 쪽도 아닐 경우에는 3을 선택하게

하였다.

직업 성별 응답수(명) 비율(%) 합계(명/%)

학생
남 110 54.2

203(100)
여 93 45.8

<표 7> 설문대상의 일반적인 특징

3. 공간유형에 나타난 성별 이미지 특성

3.1. 모던유형의 공간이미지 특성

(1) 형용사 어휘별 공간 이미지 특성

공간유형에 따른 지각 정도는 형용사쌍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디자인 유형별 공간이미

지 지각특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45개의 형용사쌍에서 남자가 가장 높게 지각된 것은

「개방적인」, 여자는 「밝은」이며, 「대담한」은 성별

에 따른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형용사쌍에 대

한 지각정도는 성별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지각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남

자를 기준으로 5%와 10%의 차이가 나는 형용사를 추출

하였으며, 성별의 차이 5%를 「다소 높은 이미지의 차

이」로, 10%를 「매우 높은 이미지의 차이」로 정의하

였다. 이러한 비율 차이는 예를 들어 모던에서 성별차이

가 5%가 생겨나고 있는 형용사쌍은 전체 형용사쌍의

31.1%이며, 10%의 차이가 나는 형용사쌍은 11.1%이다.

이러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 모던유형을 성별로 분석하

면, 남자는 「깨끗한(4.25), 넓은(4.23), 밝은(4.15), 개방적

인(4.15)」을, 여자는 「밝은(4.3), 깨끗한(4.28), 넓은

(4.18), 개방적인(3.99)」을 매우 높게 지각하고 있다. 순

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모던유형을 공통으로

「깨끗한, 넓은, 밝은, 개방적인」공간으로 지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낮게 평가한 어휘로 남자는

「통일감이 없는(2.29), 기능적이지 못한(2.34), 투박한

(2.38), 곡선적인(2.39)」, 여자는 「곡선적인(2.19), 통일

감이 없는(2.35), 복잡한(2.35), 어수선한(2.38)」을 선정하

고 있다. 높은 지각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성별에 따른

어휘선택이 동일했으나, 낮은 평가를 하는 어휘는 다르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형용사 어휘
평균

형용사 어휘
평균

남 여 남 여

가벼운 3.69 3.66 인위적인 3.55 3.30

약한 3.16 3.14 격식 있는 3.08 3.11

개방적인 4.15 3.99 정돈된 3.94 3.80

동적인 3.37 3.38 친근한 3.08 3.24

깊이감이 있는 3.23 3.43 독특한 3.46 3.09

넓은 4.23 4.18 품위가 있는 3.59 3.46

차가운 3.65 3.70 현대적 3.86 3.94

딱딱한 3.27 3.51 형식적인 3.20 3.12

밝은 4.15 4.30 흥미로운 3.65 3.49

수직적인 3.43 3.54 명료한 3.61 3.70

대담한 3.62 3.62 정적인 3.03 3.18

신선한 3.84 3.44 조화로운 3.49 3.65

자유분방한 3.65 3.47 장식적인 2.91 2.68

깨끗한 4.25 4.28 다양한 2.85 2.61

질서정연한 3.75 3.88 어수선한 2.55 2.38

중후한 2.53 2.62 복잡한 2.64 2.35

고급스러운 3.74 3.73 투박한 2.38 2.56

개성적인 3.59 3.18 통일감이 없는 2.29 2.35

고급스런 3.89 3.66 곡선적인 2.39 2.19

격조 있는 3.51 3.37 풍부한 2.97 2.57

웅장한 3.38 3.25 화려한 2.99 2.70

우아한 3.55 3.34 기능적이지 못한 2.34 2.48

자극적인 3.25 3.11

이미지 차이 : 10% 이상 : 5% 이상

<표 8> 모던 유형의 공간이미지 평균값

(2) 공간유형에 나타난 성별 이미지의 차이

모던의 경우, 5%의 차이를 보이는 다소 높은 지각유

형은 <표 9>와 같이 공간성이 3개(6.7%), 격식성이 4개

(8.9%), 장식성이 7개(15.6%)로 장식성에 대한 차이가 가

장 높았으며, 격식성과 장식성은 남자의 경우가 「다소

높은 이미지의 차이」를 가지는 형용사가 많았다.

변화량

유형 성별

다소 높은 : 5% 매우 높은 : 10%

형용사 개수
(남) (여) 형용사 개수

(남) (여)

공
간
성

남 자유분방한 1 신선한 1

여
깊이감이 있는
딱딱한

2 - 0

격
식
성

남
고급스런
우아한

인위적인
3

개성적인
독특한

2

여 정적인 1 - 0

장
식
성

남

장식적인
다양한

어수선한
곡선적인
화려한

5
복잡한
풍부한

2

여
투박한

기능적이지 못한
2 - 0

소계(비율) 14(31.1) 5(11.1)

<표 9> 공간유형에 나타난 성별 차이(모던)

이에 비해 10%의 매우 높은 지각유형을 보면, 공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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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선한」, 격식성은 「개성적인, 독특한」, 장식성

은 「복잡한, 풍부한」에 대한 남자의 지각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없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본다면, 모

던유형은 남자들이 격식성․장식성에서 「다소 높은 이

미지의 차이」를 보이고, 공간성․격식성․장식성에서

「매우 높은 이미지의 차이」를 매우 높게 지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모던유형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높

게 지각하는 공간유형임을 알 수 있다.

3.2. 미니멀유형의 공간이미지 특성

(1) 형용사 어휘별 공간 이미지 특성

미니멀 유형은 공간이미지의 지각정도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45개의 형용사쌍 중에 남

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높았던 것이 「깨끗한(3.8/3.91),

정돈된(3.76/3.86), 질서정연한(3.75/3.82)」이었다. 또한

공통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형용사는 「곡선적인

(2.17/1.91), 화려한(2.35/2.25), 복잡한(2.28/2.28)」으로 나

타났다. 남녀 모두 미니멀 유형을 「깨끗한, 정돈된, 질

서정연한」을 공간 이미지로 지각하고 있으나 「곡선적

인, 화려한, 복잡한」을 의미하는 형용사는 낮게 지각하

고 있었다. 남자에 비해 여자는 미니멀을 「투박한」공

간 유형으로 크게 지각하는 반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흥미로운」공간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형용사 어휘
평균

형용사 어휘
평균

남 여 남 여

가벼운 3.01 3.11 인위적인 3.57 3.40

약한 2.90 3.01 격식 있는 3.23 3.39

개방적인 3.08 2.99 정돈된 3.76 3.86

동적인 2.61 2.49 친근한 3.11 3.26

깊이감이 있는 3.42 3.17 독특한 2.65 2.38

넓은 3.41 3.17 품위가 있는 3.34 3.27

차가운 3.38 3.31 현대적 3.69 3.78

딱딱한 3.41 3.54 형식적인 3.05 3.23

밝은 2.97 3.06 흥미로운 2.99 2.68

수직적인 3.19 3.37 명료한 3.69 3.68

대담한 3.18 3.31 정적인 3.56 3.62

신선한 2.67 2.83 조화로운 3.28 3.27

자유분방한 2.70 2.72 장식적인 2.80 2.59

깨끗한 3.80 3.91 다양한 2.56 2.46

질서정연한 3.75 3.82 어수선한 2.30 2.27

중후한 3.23 3.28 복잡한 2.28 2.27

고급스러운 3.48 3.38 투박한 2.64 2.94

개성적인 2.78 2.49 통일감이 없는 2.55 2.39

고급스런 3.30 3.22 곡선적인 2.17 1.91

격조 있는 3.26 3.17 풍부한 2.47 2.25

웅장한 2.75 2.73 화려한 2.35 2.25

우아한 3.15 3.20 기능적이지 못한 2.54 2.69

자극적인 2.67 2.49

이미지 차이 : 10% 이상 : 5% 이상

<표 10> 미니멀 유형의 공간이미지 평균값

(2) 공간유형에 나타난 성별 이미지의 차이

미니멀 유형의 경우 5%의 다소 높은 차이를 보이는

지각유형은 공간성이 4개, 격식성이 3개, 장식성이 4개로

공간성과 장식성에 대한 차이가 조금 높았다. 장식성의

경우 남자가 「다소 높은 이미지의 차이」를 가지는 형

용사가 많고, 격식성의 경우 여자가 높은 형용사 값이

많았다. 공간성을 사례로 보면, 미니멀에 대해 남자는

「깊이감이 있는, 넓은」에 대해, 여자는 「수직적인, 신

선한」 공간이미지를 「다소 높은 이미지의 차이」로 지

각하고 있으나, 매우 높은 지각차이를 보인 형용사는 없

었다. 이외에 다른 공간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형용사 어

휘에 나타난 차이는 <표 11>과 같다.

10% 이상의 매우 높은 차이를 보이는 형용사는 공간

성에 없었으며 격식성은 남자가 「개성적인, 독특한, 흥

미로운」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장식성은 남자

는 「곡선적인」에 여자는 「투박한」에서 매우 높은 지

각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남자가 4개(8.9%), 여자(1개

/2.2%)로 남자가 매우 높은 이미지의 차이를 가진 형용

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변화량

유형 성별

다소 높은 : 5% 매우 높은 : 10%

형용사
개수

(남) (여) 형용사
개수

(남) (여)

공
간
성

남
깊이감이 있는

넓은
2 - 0

여
수직적인
신선한

2 - 0

격
식
성

남 자극적인 1
개성적인
독특한
흥미로운

3

여
격식 있는
형식적인

2 - 0

장
식
성

남
장식적인

통일감이 없는
풍부한

3 곡선적인 1

여 기능적이지 못한 1 투박한 1

소계(비율) 11(24.4) 5(11.1)

<표 11> 공간유형에 나타난 성별 차이 : 미니멀

3.3. 내추럴유형의 공간이미지 특성

(1) 형용사 어휘별 공간 이미지 특성

내추럴 유형은 45개의 형용사쌍 중에 남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높았던 것은 「고급스러운(3.97/3.75), 장식적인

(3.78/3.65), 품위가 있는(3.75/3.56)」이며, 「차가운

(2.37/2.27), 약한(2.46/2.29), 가벼운(2.48/2.32)」에 대한

지각은 낮았다. 성별 차이가 많이 발생한 형용사를 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는 내추럴 유형을 「복잡한, 어수선

한」공간으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보다 「명료한, 질서

정연한」공간으로 지각하고 있다.

(2) 공간유형에 나타난 성별 이미지의 차이

내추럴은 모던이나 미니멀 유형에 비해 성별에 따른

형용사 어휘의 차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여자에 비해

남자가 높게 지각하는 형용사가 많았다. 공간성을 보면

남자는 5% 차이에 9개(20.0%), 10% 차이에 2개(4.4%)의

형용사가 포함되고 있다. 형용사 수에 차이가 있지만 격

식성도 남자가 높게 평가하는 형용사가 많았다. 다만 공

간성과 격식성을 남자보다 높게 지각하는 형용사가 없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4호 통권93호 _ 2012.08         161

는 것이 다른 디자인 유형과의 차이점이다. 또한 내추럴

은 공간성과 격식성이 남자에게 많이 지각되는 반면 장

식성은 여자에게 높게 지각되는 형용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공간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다르지만 남자가 격식

성을 여자가 장식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특성은 미니

멀과 동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남녀 모두 내추럴

유형을 <고급스럽고 장식적인>것으로 보고 있고 남자는

여자에 비해 <명료한> 공간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

<복잡한> 공간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용사 어휘
평균

형용사 어휘
평균

남 여 남 여

가벼운 2.48 2.32 인위적인 3.25 2.96

약한 2.46 2.29 격식 있는 3.60 3.34

개방적인 2.95 2.70 정돈된 3.60 3.55

동적인 2.84 2.77 친근한 3.34 3.43

깊이감이 있는 3.76 3.53 독특한 2.95 2.83

넓은 3.26 3.23 품위가 있는 3.75 3.56

차가운 2.37 2.27 현대적 2.78 2.82

딱딱한 3.05 2.88 형식적인 2.94 2.87

밝은 3.13 2.92 흥미로운 3.22 2.98

수직적인 3.25 2.90 명료한 3.41 2.97

대담한 3.20 3.02 정적인 3.18 3.10

신선한 2.59 2.35 조화로운 3.65 3.47

자유분방한 2.51 2.38 장식적인 3.78 3.65

깨끗한 3.57 3.32 다양한 3.15 3.29

질서정연한 3.63 3.20 어수선한 2.90 3.17

중후한 3.56 3.49 복잡한 2.91 3.28

고급스러운 3.97 3.75 투박한 2.74 2.89

개성적인 2.94 2.83 통일감이 없는 2.58 2.65

고급스런 3.73 3.58 곡선적인 2.51 2.63

격조 있는 3.67 3.49 풍부한 3.18 3.27

웅장한 3.25 3.14 화려한 3.31 3.05

우아한 3.46 3.41 기능적이지 못한 2.66 2.69

자극적인 2.92 2.90

이미지 차이 : 10% 이상 : 5% 이상

<표 12> 내추럴 유형의 공간이미지 평균값

변화량

유형 성별

다소 높은 : 5% 매우 높은 : 10%

형용사 개수
(남) (여) 형용사 개수

(남) (여)

공
간
성

남

가벼운
약한

개방적인
깊이감이 있는
딱딱한
밝은

대담한
신선한
깨끗한

9
수직적인

질서정연한
2

여 - 0 - 0

격
식
성

남

고급스러운
격조 있는
인위적인
격식 있는
품위가 있는
흥미로운
조화로운

7 명료한 1

여 - 0 - 0

장
식
성

남 화려한 1 - 0

여
어수선한
투박한

곡선적인
3 복잡한 1

소계(비율) 20(44.4) 4(8.9)

<표 13> 공간유형에 나타난 성별 차이 : 내추럴

4. 디자인유형별 지각특성

본 연구에서는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공간유형을 공간

성, 격식성, 장식성으로 나누고, 전문가 그룹이 선정한 3

개 디자인유형을 통해 공간에 나타난 지각특성을 성별로

분석하고 있다. 3개 공간유형에 포함된 형용사의 수가

다른 관계로 동등비교를 하기 위해 비율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14)

모던유형의 경우, <표 14>와 같이 공간성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크게 지각하고 있으며, 격식성과 장식성은

남자가 크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식성을 구성

하는 어휘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 모

던유형은 장식성에서 여자에 비해 남자에게 압도적인 지

각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미니멀은 모던

과 동일하게 공간성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가가 높게, 격

식성과 장식성은 남자가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공간성

과 격식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적었으나, 장식성은 모

던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5>

내추럴은 공간성과 격식성은 남자가 매우 높게, 장식

성은 여자가 다소 높게 지각되고 있다. 내추럴이 가지는

공간지각특성은 모던과 미니멀에서 보인 남자의 지각특

성과 차이를 보인다.<그림 6>

<그림 4> 모던 <그림 5> 미니멀

<그림 6> 내추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남자는 모던과 미니멀에

서 격식성과 장식성을 크게 지각하는 반면 내추럴에서는

공간성을 크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여

자는 모던과 미니멀은 공간성을 크게 지각하는 반면, 내

추럴은 장식성을 다소 크게 지각하는 것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4) 공간유형을 구성하는 공간성은 15개, 격식성은 20개, 장식성은 10

개의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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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변화량
디자인성별

공간성 격식성 장식성

다소* 매우** 소계 다소 매우 소계 다소 매우 소계

모던
남 6.7 6.7 13.4 15.0 10.0 25 50.0 20.0 70

여 13.3 6.7 20 10.0 0.0 10 0.0 0.0 0

미니멀
남 13.3 0.0 13.3 5.0 15.0 20 30.0 10.0 40

여 13.3 13.3 26.6 5.0 0.0 5 0.0 10.0 10

내추럴
남 60.0 13.3 73.3 35.0 5.0 40 10.0 0.0 10

여 0.0 0.0 0 15.0 0.0 15 0.0 10.0 10

* 다소 : 다소 높은(5%), ** 매우 :매우 높은(10%)

: 공간유형에서 높게 지각된 비율

<표 14> 성별에 나타난 공간유형의 지각특성

5. 결론

공간의 디자인특성은 디자인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에 의해 선정된 대표 디자인유형과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당 공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특성으로부터 성별 지각특성

을 정리하였다. 공간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공간사용자

의 특성을 공간디자인에 반영하는 감성디자인기법은 공

간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에

서부터 시작되는데, 많은 요소 중에 가장 크게 대별되는

것이 성별에 따른 특성이다. 성별에 따라 공간지각과 인

지, 반응 특성이 달라지는데, 공간을 지각하는 어휘특성

을 공간유형별로 정리함으로써 디자인유형이 성별에 따

라 다르게 지각되는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호유형에 대한 성별차이도 순위에서 남성은

[모던-미니멀-내추럴]인데 비해, 여성은 [모던-캐주얼-미

니멀]로 선정 빈도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2․3순위에

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모던유형은 남자들이 격식성․장식성에서 「다

소 높은 이미지의 차이」를 보이고, 공간성․격식성․장

식성에서 「매우 높은 이미지의 차이」를 매우 높게 지

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남녀 모두 내추럴 유형을 <고급스럽고 장식적

인>것으로 보고 있고 남자는 여자에 비해 명료한 공간

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 복잡한 공간으로 지각하고 있

었다.

넷째, 모던과 미니멀의 의 경우 공간성은 여자, 격식성

과 장식성은 남자가 크게 지각하고 있으며, 특히 모던유

형은 장식성에서 여자에 비해 남자가 압도적인 지각을

하게 하는 형용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남자는 모던과 미니멀에서 격식성과 장식성을

크게 지각하는 반면 내추럴에서는 공간성을 크게 지각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자는 모던과 미니멀은

공간성을 크게 지각하는 반면, 내추럴은 장식성을 다소

크게 지각하는 것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그룹에 선정한 디자인유형을 대

상으로 성별 지각특성을 분석하였다. 디자인유형의 차이

는 성별에 따라 공간감이나 이미지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공간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성별에 따

라 반응하는 지각특성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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