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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도서 의 공간과 련된 감성어휘들을 도출하여 향후 도서  공간 설계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5단계의 추출  정제 과정을 

통하여 학도서  공간과 련된 주요 감성어휘 12개를 도출하 다. 감성어휘와 련된 문헌조사  선행연구 

분석, 학도서  사서  이용자를 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조사, KJ법을 통한 유사도 평가 

등을 한 결과, 최종 으로 ‘다양하다, 만족스럽다, 필요하다, 가득하다, 깨끗하다, 안정 이다, 알맞다, 조화롭다, 

개방 이다, 따뜻하다, 자연스럽다, 훌륭하다’가 학도서  공간과 련된 감성어휘로 선정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guidance for library design and assessment by eliciting the emotional 

vocabulary related to academic library space. In order to accomplish the goal of this study, 12 

major emotional vocabularies related to academic library space were derived through 5 stages 

of extraction and refinement processes. Literature search and analysis of preceding research,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of academic librarians and users of the academic library, evaluation 

of similarity through KJ Method, etc., selected 12 adjectives of emotional vocabulary as follows: 

diverse, satisfactory, necessary, full, clean, stable, appropriate, harmonious, open, warm, natural, 

and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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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개인의 정서 , 심리  만족등과 같은 감성  

경험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향을 받으며, 그

러한 변화는 개인들로 하여  공간을 바라보는 

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과거의 공간구

성은 주로 사용자 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는 

차 이용자의 에서 이들의 공간에 한 요

구사항이나 분 기, 감성요건 등이 강조되는 방

향으로 변해가고 있다(정아 , 정 원 2010). 체

계 으로 용된 감성  연출은 공간의 이미지

를 높이는 방법일 뿐 아니라 공간의 기능성을 향

상시키는 등 많은 정 인 효과를 가져 온다

(홍인경, 이진희 2014).

학도서 이 학내에서 교육시설  연구시

설로서의 가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주 이용자

인 학생들에게는 특화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하이 리

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

서 학도서  이용자의 감성에 향을 미치는 

공간 련 감성어휘들을 살펴 으로써 향후 

학도서 의 건축  공간의 재구성에 있어 이

용자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 인 평가모형

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 까지 진

행된 도서  공간  건축 련 연구들에서는 

도서  공간과 련된 감성어휘에 한 연구사

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도서  이용자의 도서

 공간 련 감성어휘들을 수집, 정리, 도출

함으로써 학도서  공간에 한 이용자의 

감성어휘 평가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도서  공간과 련된 감성어휘의 평가

기 을 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향

후 도서  공간 계획  건립에 있어 이용자 

심의 감성평가 도입의 경험  근거를 마련

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선택자료로서의 활용을 

물론 나아가 이용자들의 도서  공간 만족도

를 제고할 수 있는 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1.2 연구의 차  방법

술한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와 방법을 사용하

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감성에 한 개

념 정의와 감성과 공간간의 계 그리고 감성

어휘 추출방법 등에 하여 분석, 정리하 다. 

둘째, 학도서  공간과 련된 감성어휘를 도

출하기 하여 한국어 형용사 500 활용사

에 근거하여, 500개의 형용사를 상으로 공간

을 표 하기에 합한 언어와 합하지 않은 

언어로 구분하 다. 셋째, 도서  사서와 이용

자들을 상으로 한 다단계에 걸친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통하여 감성어휘 형용

사에 한 추출  정제과정을 거쳤다. 넷째, 유

사한 형용사 등의 정제작업을 하여 추출된 

어휘를 상으로 통계 로그램을 통한 빈도분

석을 실시하 다. 다섯째, 술한 작업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감성어휘는 도서  사서의 검증

과정을 거쳐 도서  공간을 표 하는 평가언어

로 선정한 후, 합성  유사도 평가, 요도 

평가 등을 통하여 도서  공간 련 감성어휘로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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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공간디자인 분야의 연구 

본 에서는 공간과 련된 감성어휘에 한 

연구를 심으로 논의를 개한다. 일반 으로 

감성어휘에 한 연구는 건축  디자인 분야

에서 지속 으로 연구되어 왔다. 감성에 한 

본격 인 연구는 1990년  ‘감성공학’을 필두

로 하여 의학, 심리학, 경 학, 디자인학, 식품

양학 등 주로 산업과 련된 분야에서 꾸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

들은 부분 감성을 정량화, 계량화하는 작업

을 심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정경운 2011).

감성은 인간심리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

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기본 감성차원

을 확인하고 그것을 측정하고자 노력하 다(김

종훈, 박은하 2011). 감성공학이나 감성디자인, 

감성마  등 제품제작이나 서비스와 직  

련된 분야가 갖는 공통의 심사는 합리성, 효

율성을 시하는 기존의 경제원리에서 벗어나 

인간 심의 척도로 환한다는 발상아래 인간

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인간의 감성에 주목하고, 이에 부합하는 제품

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와 간 으로 련된 심리학이나 의학 등은 

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  척도의 개발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정경운 2011). 

감성에 한 평가와 감성어휘를 활용한 연구

는 건축과 디자인, 컴퓨터 분야(송승근, 채일진 

2011; 이유  2010)에서 지속 으로 연구되고 

활용되어 왔다(서보람 2008; 서지은 2009; 정

소연 2011; 노정림 2012; 이정문, 오 근 2012; 

서지은, 이곡숙 2012; 이정문 2013; 김지혜 

2014; 박지민 2014; 서왕성 2015; 유승진, 이재

규 2014; 이진숙 외 2014; 이효연, 박 경 2015; 

한명흠 2011).

정유경, 서보람, 김창열(2011)은 스토랑의 

공간 선호도에 따른 고객의 감성평가를 비교하

기 하여 문헌조사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이를 정제한 후, 32개의 련 감성어휘를 추출

하 다.

이경아(2012)는 공간디자인과 공간디자인 

로세스를 연구하여 공간디자인 매니지먼트의 개

념을 정립하 다. 한 공간에 한 감성경험  

근  해석을 하여 감성과 감성경험 모델에 

한 개념을 연구하고 공간디자인 매니지먼트를 

한 공간디자인 시뮬 이션 로세스를 제안하

다. 

정주희(2009)는 국내 여성 문병원을 상

으로 입원환경 사례분석, 디자인 방향 제시, 감

성  실내 치유환경 계획을 한 기 자료 등

을 제시하면서 감성디자인 표 요소인 오감을 

통한 감성  치유환경을 모색하 다. 

손여림(2012)은 여성의 감성특성을 악하

고, 여성병원 병동부의 황과 공간평가, 이용자 

환경평가, 남녀에 따른 요도, 만족도, 향력 

등을 조사하여 여성의 감성  특성을 고려한 여

성병원 환경을 제시하 다. 

김보미(2015)는 농  이미지의 측정을 

하여 감성어휘를 개발하고, 문헌조사 와 실험

조사를 통한 감성어휘의 수집과 정제의 과정을 

거쳐 12 의 감성어휘를 추출하 다. 

이지선(2015)은 노출 콘크리트 마감이 실내 

공간에 미치는 감성  한계를 인식하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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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마감이 공간의 사용목 에 합한 선

호 감성을 나타내기 한 용방안을 제안하면

서 노출 콘크리트 마감공간의 감성을 구체  

어휘로 정립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성어휘에 한 

연구들은 측정척도를 개발하기 하여 감성어

휘의 수집, 어휘평가, 결과분석의 세 단계를 거

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검토, 개방형 질문

을 활용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감성  이미

지 어휘를 수집하고, 수집된 감성어휘를 객

으로 평가하기 하여 어의차이척도법(SD; 

semantic differential scale)을 사용하고 있었

다(<표 1> 참조). SD기법은 분석 상에 한 감

성을 악할 경우에 언어  표 에 의해서 감성

이 측정되고 평가되므로 감성에 내재되어 있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객 으로 평가하기 하

여 미묘하고 복잡다단한 인간의 감성을 등간격

화 혹은 등비율화하여 표 하는 방법이다(정유

경, 서보람, 김창렬 2011). 일반 으로 척도 양 

끝에 반 되는 어휘를 놓고 이를 5단계에서 7단

계의 의미공간을 만들어 조사 상자로 하여  

한 부분을 선택하도록 한다(서형수 2005). 감성

어휘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사용하며, 추출

된 감성어휘에 한 최종평가는 일반 으로 요

인분석을 한다(김보미 2015).

감성어휘 수집 ⇨ 어휘평가 ⇨ 결과분석 ⇨

실증분석 문헌조사

설문조사 

다차원척도법

어의차이척도법

(SD)

다변량분석

탐색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 

<표 1> 감성어휘를 활용한 측정 척도의 단계별 개발 과정 

연구자 연구내용 표본집단 분석방법 어휘수집방법 분야

이윤정, 정 , 

이 우(2003)

구지역 아 트 거주자의

주거건축 이미지에 한 

감성평가 

주부 거주자

324명
SD법 

5개 요인 /

214개 ￫ 42개 ￫ 25개 어휘
주거

이 정(2005) 교회( 배공간)
기독교인

143명

SD법 

다차원척도

분석

246개 ￫ 56개 ￫ 23개 어휘 실내디자인

김종표(2007)
수공간

18개 공원

일반인 

1,000명

SD법 

다차원척도

분석

군집분석

208개 ￫ 129개 ￫ 28개 어휘 조경 

정 원(2008) 재료
문가 20명

일반인 217명
SD법 국어 형용사 어휘 분류 

한명흠(2011)

서울, 경기소재 미술  공간 

감성어휘 평가

 실증분석

경험자  실무자 

307명

SD법

요인분석

KJ법

1,400개 ￫ 455개 ￫ 277개 

￫ 126개 ￫ 22개 어휘
실내건축

<표 2> 공간디자인 분야의 감성평가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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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본 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도서  공간 련 감성어휘에 한 연구가 무

한 계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여 도서  공

간  건축과 련된 연구를 심으로 논의를 

개한다. 한 논의의 을 맞추기 하여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도서  건축계획, 공

간구성, 평가모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  도서  공간구성과 련된 연구들은 부

분 공공도서 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며 이에 

해당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승필(2005)은 공공도서  건축 시 상설

계안과 공안을 비교분석하여 상설계 당시 

건축가가 의도한 로 건축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 건축가의 의도와는 달리 건축되는 내용

과 그 요인을 연구한 결과, 공공도서  구성의 

특성을 악하고 나아가 공공도서  건축 계획 

 설계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 다. 그

의 연구 상은 2000년 이후에 건립된 서울, 경

인지역의 공공도서 에서 상설계공모 을 

통하여 건립된 공공도서  5개 이 분석 상

이었다. 

국립 앙도서 은 국내 공공도서 의 공간

운  황  문제 을 악하기 하여 국

의 524개 공공도서 을 상으로 2007년 11월

부터 12월까지 40일 동안 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공공도서 의 공간  시설운 에 한 

법  기 설정을 제안하고, 도서  서비스의 

규모에 따른 건립 유형별 공간운 의 표 모델

을 제시하 다(서혜란 2007).

김정희(2007)는 공공도서 에서 복합공간

에 한 공간 계와 구성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그 특성을 악한 다음, 공공도서 에 한 건

축  근의 용방법을 제시하 다. 그의 연

구 결과, 공공도서 은 복합공간이 불균형 이

고 동선 연결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경(2009)은 공공도서 의 역할변화, 특

히 공공성에 응하는 건축공간 구성상의 특징

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공간간의 상

호인식  이용자 간의 커뮤니 이션 정도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여 다는 제하에 그 정

도의 차이에 따른 유형분류를 제시하고, 이러

한 인식을 제로 공공도서 의 개념에 부응할 

연구자 연구내용 표본집단 분석방법 어휘수집방법 분야

김종훈, 박은하

(2011) 
련 감성어휘 규명

여행경험자

345명

기술  통계분석 

다 응답분석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49개 표 단어 제시  

이진숙 외

(2014)

실내 거주공간의 색채에 따른 

거주자의 감성어휘 평가분석
17명 

SD

신뢰도

분산분석

실내 거주공간의 색채에 

따른 거주자의 

감성어휘평가분석 시도 

실내디자인

홍인경, 이진희

(2014)

도시이미지와 련된 

감성언어 도출 
빈도분석

662개 ￫ 427개 ￫ 87개 ￫ 
26개 어휘

환경

조경

김보미(2015)
농  이미지와 련된 

감성어휘 도출 

객 

400명

KJ법 

요인분석

SD법 

문헌조사 

인터넷 조사 

516개 ￫ 409개 ￫ 19개  ￫ 
12개 어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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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건축 계획  유형방향을 제안하 다.

임 범(2010)은 지방도시 주민의 공공도서

 이용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공간  

기능을 분석하여 합한 공간구성의 기 을 마

련하 다. 국내의 공공도서  설치기 을 비교 

분석하 으며, 지방 도시의 공공도서 에 한 

시설 황과 문제 을 악하고 주민이용형태

의 변화  요구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

도시 공공도서  설치에 요구되는 정의 공간

구성 기 을 제시하 다.

정연두(2002)는 도서 의 정보 근성을 고

려한 공간구조의 형태와 그에 따른 각 실의 배

치 계  동선계획을 분석한 후, 미래정보화 

환경에 합한 도서  공간구조를 제시하 으

며, 서울시 공공도서  황조사를 통하여 문

제 을 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주명진(2008)은 고양시 소재의 공공도서  

3개 을 사례로 하여 공간구성  열람공간을 

분석하고 그 특성과 함께 이용자 만족도  요

구를 분석하 으며, 해외 도서 의 공간구성 

 열람공간을 분석하여 기능주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열람공간을 제시하 다.

김시 (2006)은 공공도서 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열람공간에 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그 특성을 악하고 공공도서

의 건축계획 시 필요한 기 자료를 제시하 다. 

그는 경기 서부지역인 부천시, 시흥시, 명시 

3개시의 7개 공공도서 을 상으로 각 도서

에 한 장답사와 계자와의 담  도면

을 토 로 공간별 실 황, 공간별 면 비, 공간

구성의 특성을 악하고 이를 분석하 다. 

김은자(2008)는 2002년에서부터 2006년 사

이에 경기도 과천시정보과학도서 을 상으

로 이용자 출구조사와 자료이용 실태조사를 통

하여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여 이용자 심의 

공공도서  공간구성을 연구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구성에 한 

연구는 이용자 행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그에 따른 효율 인 공간구성을 제시하는데 주

안 을 두고 있으며, 주로 공공도서 을 상

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도서 을 상으로 한 도서  공간구성

에 한 연구로는 민들 (2008)의 연구가 있

다. 그는 신축․ 축․리모델링된 학도서

을 심으로 각 기능별 공간의 실내 황을 

악하고 학도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선호

도 조사를 통하여 학도서 의 공간개선 방향

을 도출하 다. 조사 상은 2007년 국 학

평가순 를 바탕으로 서울시 소재 학들 가운

데 최근 신축․증축․리모델링된 학도서  

5곳과 그 지 않은 학도서  5곳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학도서  공간계획에 있어 이

용자의 심리 , 행동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한 안을 제시하 다.

도서 건축 평가와 건축 방향을 제시한 연구

로는 김효숙(2006)의 연구가 있다. 그는 도서

 경 에 있어서 서비스 향상을 한 물리  

요소의 하나인 건축을 통하여 도서 이 외부고

객은 물론 내부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고 도서 의 기능  특성과 사회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평가요소를 연구

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도서  건축 로그램

의 평가모형을 연구하 다. 

이창환(2010)은 공공도서 의 기능변화와 이

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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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제목 연구 상

공손구(2003) 정보인자 분석에 의한 공공도서  건립 로그래 에 한 연구

공공도서 /건축

권홍택, 김진일(1986) 공공도서  분 건축의 정규모 계획에 한 연구

김효숙(2003) 환경 친화  도서  건축에 한 연구

김효숙(2006) 고객만족 기반 도서  건축 로그램의 평가모형 개발에 한 연구 

류제연(2011) 건축설계경기에 나타난 공공도서  디자인에 한 연구

박성 (2002)
정보화에 응한 디지털 도서  건축계획(안): 남산 디지털도서  계획안을 

심으로

배순자, 김병재(2006) 도 역 표도서  건립계획에 한 일고

신동일(2004) 주제화를 통한 공공도서  발 방안 연구

신석균, 유우상(1996) 지역별 도서 의 건축규모에 한 조사 분석 

유병장(2009) 사서의 참여 여부가 공공도서  건립에 미치는 향 연구 

이용호, 권창룡(2004) 공공도서 의 건축계획에 한 연구

이재익(2000) 뮌스터 시립도서 을 통해서 본  공공건축의 새로운 가능성

이종서(1999) 정보화에 응한 공공도서 의 건축계획에 한 연구

이창환(2010)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공공도서 의 건축 계획  연구 

정유성, 이만건(2009) 국립 디지털도서 의 에 지 약형 친환경 건축물 사례

함문주(2011) 탄소 설계기법을 이용한 친환경 도서  건축의 형태

권 찬(2012) 복합문화시설로서 공공도서  활성화 계획에 한 연구

공공도서 /공간

김승필(2005)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에 한 건축 계획  연구 

김시 (2006) 공공도서 의 열람실 공간 구성에 한 건축 계획  연구

김은자(2008) 공공도서  이용자 행태에 따른 공간구성에 한 연구

김정희(2007) 사회  패러다임에 따른 공공도서  공간구성 체계에 한 연구

민들 (2008) 학도서  만족도 향상을 한 공간 개선방향에 한 연구 

이수경(2009)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과 유형  특성에 한 연구

임 범(2010) 공공도서 의 시설이용 변화에 따른 공간구성 체계에 한 연구

장아리(2008) 지역주민의 요구를 고려한 공공도서 의 실내공간 특성에 한 연구 

정연두(2002) 정보 근성을 고려한 미래도서  공간계획에 한 연구

주명진(2008) 공공도서 의 열람공간 구성에 한 건축 계획  연구

천혜선(2009) 공공도서  자료실의 가구계획에 한 연구

최선희(2011) 지역사회를 한 공공도서 의 공간구성에 한 연구

서혜란(2007) 도서  공간운  실태조사  표 모델 연구

한희정, 김용(2010)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공공도서  공간설계에 한 연구

김용범(1989) 학도서  건축에 한 고찰

학도서 /건축
여운용(2004) 건축물 리모델링의 시공 리 개선에 한 연구 

윤  (1996) 학도서  건축계획에 한 고찰

이청웅(1999) 학도서  건축물 외 형태의 조형성과 이미지 특성에 한 연구

강경호(2003) 학도서 의 자정보실 건축계획에 한 연구

학도서 /공간

이용재, 박경석, 

김보인(2012) 
학도서  공간 구성 연구

장아리(2014) 학도서  주제자료실의 공간계획에 한 연구 

장윤 (2014) 학도서  공간구성 변화  평가방안 연구

정재 (2012) 학도서  공간활용 방안 연구

<표 3> 도서  공간 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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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간구성  시설 네트워크를 제안하 다. 

연구 상은 구 역시 13개 공공도서  이용

자  4개 을 선정하여 자료 공간, 일반열람 공

간, 미디어 정보공간, 문화 공간, 편의 공간, 서

고 공간에서의 이용자 행 를 조사 분석하여 지

역( ) 표도서 , 구(區) 심도서 , 구(區)

도서 , 소규모 특화도서 의 공간구성 모형과 

네트워크의 방향을 제시하 다. 

3. 이론  배경 

3.1 감성의 정의

감성(emotion)은 추상 이며, 복합 인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감성은 개개인의 경험에 

의해 생성된 정신모형의 표 (문성철 2011)이

며, 주 이거나 객 인 상호작용에 의해 복

잡하게 나타나는 집합체이며, 신경  호르몬 

체계에 의해 재되는 것이다(Kleinginna and 

Kleinginna 1981). 감성은 주 인 감정의 경

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복잡한 과정과 환경

을 기 로 한다(Izard 1971, 임성진 2015에서 

재인용). 감성은 복합 이고 종합 인 느낌으

로 명확한 표 이 어려운 동시에, 개인과 환경

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환경  

요인, 시간성, 주 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감성이란 인체의 감각기 에 

의하여 감지된 사물이나 환경에 하여 인간이 

느끼는 복합감정인 것이다(어 아 2011). 

출처 정 의 

동아새국어사
느낌을 받아들이는 성질, 감수성,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 는 이성과 립되는 말로 상으로

부터 감각되고 지각되는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 인간의 인식능력

한자사
자극 는 자극의 변화에 하여 감각(感覺)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 오성(悟性)과 함께 지식을 구성하는 

독립 인 표상(表\象) 능력. 상으로부터 발되어 표상(表\象)을 얻게 되는 수동 인 능력

감성공학
환경의 변화나 외부로부터의 물리 인 자극에 한 인간 내부의 고차원 인 심리  체험으로 쾌 감, 

고 감, 불쾌감 등의 복합 인 감정

Izard(1971) 차원  해석 이외에도 감성은 주 인 감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복잡한 과정과 환경을 기 로 함

Kleinginna & 

Kleinginna(1981)

주 이거나 객 인 상호작용에 의해 복잡하게 나타나는 집합체이며, 신경  호르몬 체계에 의해 

재되는 것

이구형(1998)
인간의 감성이란 외부로부터의 감각정보에 하여 직 이고 순간 으로 발생되는 것. 복합 이고 종합

인 느낌으로 명확한 표 이 어려운 동시에 개인과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는 특성을 말함 

정 원(2008)

감성(sensibility)과 감정(emotion)을 구분하여 설명함. 감성은 외부 자극으로 인한 신체  반응 는 

인지 , 정서  반응에 한 응정도를 나타내는 말로서, 즉 얼마나 감정  느낌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자극에 한 감각 능력은 어떠한가, 감수성은 어떠한가 등의 ‘성질’ 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함. 

감정은 마음의 동요상태를 말하며 ‘어떤 강한 느낌’을 의미하여, 정서  는 감정  상태의 경험을 의미함 

김재훈(2009)

감성은 복합 이고 종합 인 느낌으로 명확한 표 이 어려운 동시에 개인과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는 환경  요인, 시간성, 주 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인간의 감성이란 인체의 감각기

에 의하여 감지된 사물이나 환경에 하여 인간이 느끼는 복합감정임

문성철(2011)
감성(emotion)은 추상 이며, 복합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경험에 의해 생성된 정신모형의 

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함(임성진 2015; 정 원 2008에서 재인용).

<표 4> 감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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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은 크게 기능  감성, 감각  감성, 문

화  감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능  감성은 

어떤 상으로부터의 기능이 주는 편리함에서 

오는 경험을 말하고, 감각  감성은 제품이나 

환경의 디자인, 색채, 균형감 등의 심미 인 

요인으로 인하여 오는 것을 말하며, 문화  감

성은 제품이나 공간을 창출하는 새로운 라이

 스타일이나 가치 기 , 사회  지  등 보

다 거시  측면의 사회  경험을 말한다(이

정 2005).

3.2 감성과 공간

인간의 감성과 공간간의 계를 심층 으로 

탐색하는 연구들은 공학  에서 시작되었

으며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경우에

는 그 상이 되는 공간과 인간의  상

계로 인하여 편리하고 쾌 한 공간창출을 

해 감성이라는 키워드가 요하게 두되고 있

다(어 아 2011). 최근에 공간 환경 분야에서

는 소비자의 가치추구와 만족을 하여 좀 더 

설득력 있는 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즉, 고객을 한 보다 나은 공간 환경을 창출하

기 해서는 고객의 ‘감성’ 차원의 경험과 체험

이 요하고, 그에 따른 체계  연구와 성과물

에 의한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한

명흠 2011).

3.3 감성어휘의 분류 

국어학 연구에서는 감성어휘를 감각어휘, 감

정어휘, 평가어휘, 그리고 존재어휘로 분류한

다. 감각어휘에는 감각 기 인 시각, 청각, 각, 

미각, 후각을 심으로 감각어휘를 분류하 고, 

감정어휘는 객  가치 평가보다는 주로 내면

 는 주  감정이나 심리가 작용하는 의

미 역을 묘사하며, 인간의 감정을 칠정(七

情)으로 구분, 정리하 다. 평가어휘는 인간의 

도덕 기 , 욕구, 효용 가치에 따라 사물이나 인

간 성품에 한 가치를 주  인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부류의 어휘이며, 존재는 실에 실

제로 있음, 는 실제로 있는 상을 뜻한다. 따

라서 존재어휘는 ‘사람이나 사물의 객 인 

형태나 특질'을 기술한다. 즉, 시공간  존재 상

태, 물형 단의 존재성, 외면 모습, 사물의 

계, 수량 상태 등에 한 다양한 존재 양상을 

묘사하는 어휘 군을 말한다(정 원 2008). 

제 1단계: 보편타당한 형용사 어휘 수집

⇩

제 2단계: 감성  느낌이 나는 어휘 추출

⇩

제 3단계: 5등 의 의미미분법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SD Method)으로 평가 

⇩

제 4단계: 고 등 의 감성어휘 추출

⇩

제 5단계: 요인분석에 의한 감성 특성화

(색채/크기/형태/주 공간/기타감정)

⇩

제 6단계: 감성어휘 정리

<표 5> 단계별 감성어휘 정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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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  방법과 

비언어  방법이 있다. 비언어  방법은 특수 

장비가 설치되어있는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는 

난 이 있어 부분의 연구자들은 언어  측정 

방법, 특히 감성어휘를 추출하여 사용자의 감

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감성어

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감성 요소를 

기술할 수 있다고 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성어휘’ 목록 한 인간의 감성  표 과 가

장 하다고 단되는 형용사를 심으로 작

성되고 있다. 재까지 어휘목록 작성은 두 가

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해당 

산업분야와 련된 감성어휘 목록을 세부 으

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산업

분야를 통 할 수 있는 체 감성어휘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다(정경운 2011). 

 4. 학도서  공간 련 감성어휘 
추출

4.1 감성어휘 수집  추출 방법

본 연구는 학도서 의 공간과 련된 감성

어휘를 추출하여 향후 도서  공간 설계  평

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 연

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은 5단계의 과정을 거

쳐서 감성어휘들을 수집하고 추출  정제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 으로 학도서  공간에 

용할 수 있는 12개의 주요 감성어휘를 도출

하 다. 

단계 시기 상 내용 비고

1단계 2014. 4.15
학도서  사서

(7명)
1차 감성어휘 추출

- 500개 형용사 상

- 학도서  사서 상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

조사 실시

- 151개 감성어휘 형용사 추출

2단계
2014. 5.1 

~ 5.3 

도서 이용자

(31명)
2차 감성어휘 추출

- 151개 형용사 상

- 도서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 66개 감성어휘 형용사 추출

3단계
2014. 11.1 

~ 11.15

학도서  사서

(5명)

도서 이용자 

(16명)

3차 감성어휘 추출

합성 평가 

(SD방법)

- 66개 형용사 상 

- 학도서  사서  이용자 설문조사(5 척도법) 

실시 

- 36개 감성어휘 형용사 추출

4단계 2015. 10.1 
연구자

(1명) 

4차 감성어휘 추출

유사도 평가 

- 36개 형용사 상 

- 문헌조사  KJ법 실시

- 27개 감성어휘 형용사 추출 

5단계
2015. 10.5 

~ 10.10

학도서  사서

(5명)

도서 이용자 

(15명)

5차 감성어휘 추출

감성어휘 최종선정평가

- 27개 형용사 상

- 학도서  사서  이용자 설문 조사(5 척도법) 

실시 

- 12개 감성어휘 형용사 추출

<표 6> 도서  공간 련 감성어휘 추출 과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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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성어휘의 단계  추출 

4.2.1 1단계 감성어휘 추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4월15일

에는 형용사 500개를 상으로 본 연구자가 서

울소재 S 학교 앙도서 의 사서 7명을 상

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사서들에게 500개의 형

용사를 제시한 다음, 도서  공간과 련 있는 

감성어휘들을 추출하도록 하 다. 그리고 개방

형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500개의 형용사 리스

트에 없는 형용사들도 제시토록 하여 모두 151

개의 감성어휘를 추출하 다(<표 7> 참조). 사

용된 도구는 한국어 형용사 500 활용사 이

1 가득하다 39 뛰어나다 77 안정 이다 115 조화롭다

2 간단하다 40 만족스럽다 78 알맞다 116 좁다

3 간편하다 41 많다 79 얕다 117 좋다

4 개방 이다 42 맑다 80 어둡다 118 지나치다

5 개성있다 43 멋있다 81 어색하다 119 지 분하다

6 건조하다 44 멋지다 82 어지럽다 120 짙다

7 걸맞다 45 미흡하다 83 엄숙하다 121 짜증스럽다

8 경쾌하다 46 바람직하다 84 엄청나다 122 짧다

9 고 스럽다 47 변화감이 없다 85 여성스럽다 123 차갑다

10 고요하다 48 복잡하다 86 열악하다 124 차분하다

11 괜찮다 49 복합 이다 87 쁘다 125 참신하다

12 굉장하다 50 부드럽다 88 술 이다 126 스럽다

13 권 이다 51 불안정하다 89 완벽하다 127 춥다

14 그럴듯하다 52 불편하다 90 완 하다 128 칙칙하다

15 그만하다 53 불필요하다 91 요란하다 129 친근하다

16 그윽하다 54 뻔하다 92 우수하다 130 캄캄하다

17 기막히다 55 사랑스럽다 93 우아하다 131 커다랗다

18 깊이있다 56 산뜻하다 94 웬만하다 132 크다

19 깔끔하다 57 산만하다 95 유용하다 133 탁월하다

20 깨끗하다 58 상쾌하다 96 은은하다 134 특별하다

21 낡다 59 새롭다 97 이상하다 135 특이하다

22 남다르다 60 색다르다 98 인상 이다 136 편리하다

23 남성 이다 61 서늘하다 99 자연스럽다 137 편안하다

24 낯설다 62 선명하다 100 자유롭다 138 편하다

25 넓다 63 섬세하다 101 작다 139 평온하다

26 놀랍다 64 섬세하다 102 장식 이다 140 평화롭다

27 부시다 65 세심하다 103 다 141 포근하다

28 다양하다 66 소박하다 104 당하다 142 필요하다

29 단순하다 67 시끄럽다 105 하다 143 행복하다

30 단조롭다 68 시원하다 106 합하다 144 신 이다

31 답답하다 69 신기하다 107 통 이다 145 화려하다

32 단하다 70 신비하다 108 형 이다 146 화사하다

33 더럽다 71 신선하다 109 잖다 147 환하다

34 독특하다 72 싫다 110 정교하다 148 활기차다

35 동 이다 73 싸늘하다 111 정돈되어 있다 149 훌륭하다

36 따뜻하다 74 썰 하다 112 정 이다 150 흔하다

37 따스하다 75 쓸쓸하다 113 조그맣다 151 희미하다

38 딱딱하다 76 아름답다 114 조용하다

<표 7> 1단계 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공간 련 감성어휘(1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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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도서  공

간과 련 있다고 단되는 123개의 감성어휘가 

추출되었고, 이어진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어 

형용사 500 활용사 에 없는 형용사가 28개가 

추가로 제시되어 총 151개의 공간 련 감성어휘

를 추출하 다.

4.2.2 2단계 감성어휘 추출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5월1일부

터 5월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1단계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감성어휘 151개를 상으로 2차 

감성어휘 추출을 진행하 다. 2차 감성어휘 추

출방법은 서울소재 S 학교 앙도서 의 이

용자 31명을 상으로 도서  공간 이미지와 

련 있는 형용사를 추출하도록 설문조사하

다. 그 결과, 151개 형용사 에서 평균 이하의 

응답을 보인 85개의 형용사를 제거하고 총 66

개의 도서  공간 련 감성어휘를 추출하 다

(<표 8> 참조).

4.2.3 3단계 감성어휘 추출: 5 척도법 평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11월1일

부터 11월15일까지 15일 동안에는 2단계 과정

을 통하여 수집된 감성어휘 66개를 상으로 3

차 감성어휘 추출을 진행하 다. 3차 감성어휘 

추출방법은 역시 서울소재 S 학교 앙도서

의 사서 5명과 그 도서 의 이용자 16명을 

상으로 리커트의 5 척도법을 통하여 도서  

공간 이미지와 련 있는 형용사를 조사하 다. 

그 결과, 66개 형용사 에서 평균 이하의 응답

을 보인 22개의 형용사를 제거하고 총 34개의 

도서  공간 련 감성어휘를 추출하 다(<표 

9> 참조).

1 가득하다 18 독특하다 35 아름답다 52 합하다

2 간단하다 19 따뜻하다 36 안정 이다 53 통 이다

3 개방 이다 20 딱딱하다 37 알맞다 54 형 이다

4 개성있다 21 뛰어나다 38 어둡다 55 조화롭다

5 걸맞다 22 만족스럽다 39 열악하다 56 좋다

6 고 스럽다 23 많다 40 쁘다 57 지 분하다

7 괜찮다 24 멋있다 41 술 이다 58 참신하다

8 굉장하다 25 멋지다 42 완벽하다 59 스럽다

9 깔끔하다 26 미흡하다 43 요란하다 60 칙칙하다

10 깨끗하다 27 바람직하다 44 우수하다 61 크다

11 낡다 28 변화감이 없다 45 우아하다 62 탁월하다

12 남다르다 29 불편하다 46 이상하다 63 필요하다

13 다양하다 30 뻔하다 47 인상 이다 64 화려하다

14 단순하다 31 산뜻하다 48 자연스럽다 65 화사하다

15 단조롭다 32 상쾌하다 49 장식 이다 66 훌륭하다

16 답답하다 33 색다르다 50 당하다

17 더럽다 34 시원하다 51 하다

<표 8> 2단계 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공간 련 감성어휘(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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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득하다 10 단순하다 19 안정 이다 28 형 이다

2 개방 이다 11 따뜻하다 20 알맞다 29 조화롭다

3 걸맞다 12 만족스럽다 21 술 이다 30 좋다

4 고 스럽다 13 많다 22 우수하다 31 크다

5 괜찮다 14 멋있다 23 우아하다 32 탁월하다

6 굉장하다 15 바람직하다 24 자연스럽다 33 필요하다

7 깔끔하다 16 변화감이 없다 25 당하다 34 훌륭하다

8 깨끗하다 17 상쾌하다 26 하다

9 다양하다 18 아름답다 27 합하다

<표 9>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공간 련 감성어휘(34개)

4.2.4 4단계 감성어휘 추출: 유사도 평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10월 1일

에는 3단계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감성어휘 

34개를 상으로 4차 감성어휘 추출을 진행하

다. 4차 감성어휘 추출방법은 본 연구자가 3

차 감성어휘로 추출된 34개의 형용사를 상

으로 KJ법을 통하여 유사도를 평가하고 추가

로 문헌조사를 병행하 다. 그 결과, 모두 34개

의 감성어휘 에서 ‘깨끗하다, 깔끔하다, 상쾌

하다’가 유사 형용사로 평가되어 이  ‘깨끗하

다’를 표 형용사로, ‘알맞다, 당하다, 걸맞

다, 하다, 합하다’가 유사 형용사로 평가

되어 ‘알맞다’를 표 형용사로 추출하 다. 

한 ‘훌륭하다, 굉장하다’가 유사 형용사로 추출

되어 이 가운데 ‘훌륭하다’를 표 형용사로 선

정하 다. 따라서 3차 감성어휘로 추출된 34개

의 형용사 가운데 유사어 7개를 제거하고 총 

27개의 감성어휘를 추출하 다(<표 10>, <표 

11> 참조).

유사 형용사 표 형용사 

깨끗하다 깔끔하다 상쾌하다 깨끗하다

훌륭하다 굉장하다 훌륭하다 

알맞다 당하다 걸맞다 하다 합하다 알맞다 

<표 10> 4단계 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공간 련 감성어휘(유사 형용사와 표 형용사) 

1 가득하다 8 따뜻하다 15 안정 이다 22 조화롭다

2 개방 이다 9 만족스럽다 16 알맞다 23 좋다

3 고 스럽다 10 많다 17 술 이다 24 크다

4 괜찮다 11 멋있다 18 우수하다 25 탁월하다

5 깨끗하다 12 바람직하다 19 우아하다 26 필요하다

6 다양하다 13 변화감이 없다 20 자연스럽다 27 훌륭하다 

7 단순하다 14 아름답다 21 형 이다

<표 11> 4단계 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공간 련 감성어휘(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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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5단계 감성어휘 추출: 요도 평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10월 5일

부터 10월 10일까지 6일 동안에는 4단계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감성어휘 27개를 상으로 마지

막 감성어휘 추출을 진행하 다. 5차 감성어휘 

추출방법은 역시 서울소재 S 학교 앙도서

 사서 5명과 그 도서 의 이용자 15명을 상

으로 도서  공간 련 감성어휘로 요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를 5순 까지 조사하 다. 그 

결과, 학도서  사서  도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공간 련 감성어휘 형용사 에서 1순

는 ‘필요하다(20.0%)’, 2순  에는 ‘개방

이다(20.0%)’, 3순  에는 ‘조화롭다(15.0%)’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마지막으로 각 순 별로 사서  도서  이

용자들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5개의 형용사 

총 25개 가운데 요도가 복 으로 반 된 

어휘 13개를 제거한 결과, 최종 으로 이용자들

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서  공간 련 감성

어휘는 ‘다양하다, 만족스럽다, 필요하다, 가득

하다, 깨끗하다, 안정 이다, 알맞다, 조화롭다, 

개방 이다, 따뜻하다, 자연스럽다, 훌륭하다’의 

12개가 선정되었다(<표 13> 참조).

4.3 논의

학도서 의 기능  역할 확 에 따른 공

간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 에서 본 연구가 

기존의 리자 심이 아닌 이용자 심의 도

서  공간을 제안하고 그동안 심 밖의 역

이었던 이용자 감성에 기반한 학도서  공간 

설계  평가를 모색하 다는 에서 그 의의

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본 연구를 계기

로 도서  공간에 한 새로운 시각과 심의 

1순 2순 3순 4순 5순

필요하다
4명

(20.0%)
개방 이다

4명

(20.0 %)
조화롭다

3명

(15.0%)
만족스럽다

3명

(15.0 %)
필요하다

3명

(15.0 %)

다양하다
3명

(15.0%)
가득하다

2명

(10.0%)
다양하다

2명

(10.0%)
알맞다

3명

(15.0 %)
깨끗하다

2명

(10.0%)

안정 이다
3명

(15.0%)
깨끗하다

2명

(10.0 %)
만족스럽다

2명

(10.0 %)
따뜻하다

2명

(10.0 %)
안정 이다

2명

(10.0 %)

깨끗하다
2명

(10.0%)
다양하다

2명

(10.0 %)
자연스럽다

2명

(10.0%)
조화롭다

2명

(10.0 %)
알맞다

2명

(10.0 %)

따뜻하다
2명

(10.0%)
만족스럽다

2명

(10.0 %)
훌륭하다

2명

(10.0%)
가득하다

1명

(5.00 %)
가득하다

1명

(5.00 %)

<표 12> 27개의 공간 련 감성어휘의 요도 분석결과

1 다양하다 5 깨끗하다 9 개방 이다

2 만족스럽다 6 안정 이다 10 따뜻하다

3 필요하다 7 알맞다 11 자연스럽다

4 가득하다 8 조화롭다 12 훌륭하다

<표 13> 5단계 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공간 련 감성어휘(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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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는 물론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

서  신축  리모델링, 공간의 재구성 시, 본 

연구의 경험과 결과들이 담당자로 하여  합리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도 

기 된다. 그러나 이용자 감성에 기반한 도서

 공간 설계  평가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

하며, 그동안 축 된 경험과 정보도 부족한 것

이 사실이다. 

감성어휘와 련된 문헌조사  선행연구 분

석, 학도서  사서  이용자를 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조사, KJ법을 통한 

유사도 평가 등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의 과정

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감성어휘를 도출하

으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감성어휘들

에 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선정된 

어휘들에 한 타당성이나 신뢰도 검토가 이루

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성어휘들 간의 상

 요도  도서  공간별 요도의 차이

도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감성어휘들에 한 객  평가  도

서  공간 설계와 평가 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

는 평가 요소인지 여부에 한 실증  후속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를 계기

로 도서  공간에 한 보다 다양한 시선과 

심의 확산을 기 한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학도서 의 공간과 련된 감성

어휘들을 도출하여 향후 도서  공간 설계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5단계

의 추출  정제 과정을 통하여 최종 으로 

학도서  공간에 용할 수 있는 12개의 주요 

감성어휘를 도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에 한 연구는 부분 감성을 정

량화, 계량화하는 작업을 심으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감성어휘에 한 연구는 측정척

도를 개발하기 하여 일반 으로 감성어휘의 

수집, 어휘평가, 결과분석의 세 단계를 거치며,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검토, 개방형 질문을 활

용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감성  이미지의 어휘

를 수집하고, 수집된 감성어휘를 객 으로 

평가하기 하여 주로 어의차이척도법을 사용

한다. 

둘째, 국어학 연구에서는 감성어휘를 감각어

휘, 감정어휘, 평가어휘, 존재어휘로 분류하며, 

감성을 측정하는 데는 언어  방법과 비언어  

방법이 있다. 비언어  방법은 특수 장비가 설

치되는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부분의 연구는 감성어휘를 추출하여 사용자

의 감성을 측정하는 언어  방법을 사용한다. 

감성어휘는 인간의 감성  표 과 가장 하

다고 단되는 형용사를 심으로 작성한다. 

셋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도서  

공간 련 감성어휘에 한 연구는 무하며, 도

서  공간  건축에 한 연구는 주로 공공도

서 을 상으로 하여 도서 의 건축계획  공

간구성에 한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넷째, 도서 의 공간과 련된 감성어휘를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수집하고, 나아

가 학도서  사서  이용자들을 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조사, KJ법을 통

한 유사도 평가를 한 결과, ‘다양하다, 만족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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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하다, 가득하다, 깨끗하다, 안정 이다, 

알맞다, 조화롭다, 개방 이다, 따뜻하다, 자연

스럽다, 훌륭하다’가 학도서  공간에 용할 

수 있는 12개 주요 감성어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도서  공간구성 

는 도서  건축 시 이용자의 감성평가 기 이 

반 된 설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

로 단되며, 향후 선택자료로서의 활용은 물론, 

도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서  공간 련 감성

어휘의 수집  추출에 주 목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추출된 감성어휘에 한 도서  

공간별, 기능별 공간과의 향정도  이에 

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후속 연

구과제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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