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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reative design ideas, how to effectively present design concepts
is also an important consideration on housing plan process. This could consequently make it possible
to automate presentations. In spite of such needs of presentations any significant efforts for the
systematic design presentation have not been made yet. The research goals establish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re to develop structures of presentation and analyze the cases of it. This
paper explains structures of housing plan presentations in two ways: the compositional elements of
panel presentation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lements. The elements include a project title, a
synopsis, design concepts, building layouts, floor plan1 and 2, longitudinal and latitudinal elevations,
sections, projection and perspective views, and model photographs. Among various relationships
among panel compositional elements this study uses relationships based on the Gestalt theory, the
balance theory by Rudolf Arnheim, and the optical array theory by Gibson. The relationships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the visual perception theories include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positional elements and background space, visual weight balance, horizontal and vertical
balances, grouping, and visual layout patterns.

Ⅰ. 서 론1)
창의적인 설계 아이디어의 발전과 함께 설계
개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또한 중요한
설계 프로세스의 하나이다. 설계 프리젠테이션
은 주택설계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매 프로젝트마다 반복되며, 많은 노
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며 신속함을 요한
다.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을 체계화하고 프
리젠테이션의 구성 원리를 도출하는 일이다. 체
계적인 프리젠테이션은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
를 설정하고, 이들 구성요소간의 관계성을 명확
하게 확립하는 것이다. 체계화된 프리젠테이션
은 설계자가 프리젠테이션에 포함된 구성요소를
신속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구
성요소를 어떻게 배열하면 좋은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구성원리 정보를 제공한
다. 다시 말해, 구성원리는 주택설계 프리젠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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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프리젠테이션의 기준 설정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주택설계 프리젠
테이션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의 구조 모델을 개
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를 도
출한다. 둘째,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의 관계성
을 파악한다. 구성요소간 관계성의 유형은 시지
각 이론의 분석을 토대로 설정한다. 셋째, 주택
설계 프리젠테이션의 배열 구조를 유형화한다.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배열 구조의 유형화는
프리젠테이션 텍스쳐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프리
젠테이션의 골격을 결정하며, 프리젠테이션의
방향과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다.
프리젠테이션은 주택설계 프로세스의 전 단
계;개념 설계 단계, 기본 설계 단계, 본 설계 단
계, 다큐멘테이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설계 프리젠테이션은 다큐멘
테이션 단계의 최종 주택설계 안에 관한 것이
다. 판넬 프리젠테이션을 수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구성 원리로서는 균형, 통일, 대비, 변화, 반
복, 비례 등의 원리가 있으며, 무게 중심, 면적,
색채, 질감, 형태,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판넬 프리
젠테이션으로 제한하고, 구성 원리로는 균형을, 구
성요소로는 면적관계와 무게중심 관계를 다룬다.

야 하는 가를 제시하며, 이렇게 구성된 시지각
대상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각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각이론들 가운데 본
고에서는 게슈탈트 지각이론, 아른하임의 힘의
중심 원리에 의한 균형이론, 깁슨의 생태학적
지각이론을 프리젠테이션과 관련하여 고찰한다.
1) 게슈탈트 지각이론
게슈탈트 지각이론은 형태구성 원리를 점·
선·면과 같은 기본적인 도형요소들로부터 시작
하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미적인 힘
을 고려하여 전체 시각 구성의 형태 조합 원리
와 미적 경험의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설계 분야
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1) 형상-배경( figure-ground)의 지각
전체성의 특징을 갖는 게슈탈트 이론이 만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형상-배경 이론이다. 이것
은 폐쇄된 모양은 두드러진 형상으로 인식하는
시각적 현상의 하나이다. 전체성은 어떠한 시각
적 형태라도 읽을 수 있고 분명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서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간의 관계성 지각에 있어
형태인식에 관련된 법칙을 제공한다.[그림1참조]

Ⅱ. 본 론
1 . 시지각 이론과 설계 프리젠테이션

그림 1. 물체의 형상-배경의 법칙

설계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여러 이론들은
바우하우스의 디자이너들의 영향을 받은 지각
심리학의 연구결과들을 적용한 것이 많으며, 그
중에서 특히 게슈탈트 지각이론(Gestalt theories
of perception)을 많이 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설
계 이론들은 시지각 이론에 근거하여 먼저 건물
형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에 대해 다루고 이
들 요소들이 시각 구성물로서 어떻게 구성되어

(2) 연속성 지각
우리의 시각은 연속적인 지각 현상이 있다.
인간 지각의 특정 요소들 때문에 우리는 두 개
의 정사각형을 세 개의 분리된 형상으로 보다는
두 개의 겹쳐진 형상으로 본다. 가장 단순한 구
조가 되도록 패턴을 구성하려는 필요성도 연상
적인 모양을 완성시켜서 보려는 경향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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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으로 그룹지어 보려는 지
각 속성을 게슈탈트 이론에서 시지각 법칙으로
제시하고 있다1) . 그 법칙들은 다음과 같다. 근접
성은 보다 근접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시각
요소들은 패턴이나 그룹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이다. 유사성은 물체를 볼 때 형태, 규
모, 색, 질감 등의 기준에서 그것들을 함께 모아
패턴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연속성은 유사한 배열
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법칙이다.[그림2참조]

그림 2 . 물체의 연속성 법칙

에 왼쪽에 더 많은 무게가 담기는 것으로 생각
되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 아래를 위보다 무거
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적
균형을 실현시켜주는 원리는 적절한 보상 효과
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곧 전체 중의
한 장소에다 그 물체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간상의 위치, 어떤 척도에 의한 크기의 수
치, 또는 밝기와 거리등을 지정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시계에는 우리 눈의 망막을 자극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 말하자면 유도된 구조(induced
structure)3 ) 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중앙 원근법에
의해 그려진 한 그림에서 소실점은 그 만나는 점
에 실제의 물체가 있지 않다고 해도 중앙을 향해
모여드는 수렴선에 의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 어
디에 놓든 간에 구성요소는 이런 숨겨진 모든 요
인들의 힘에 의해서 영향받게 된다. 그러므로 서
로 연관되어 있는 힘과 이들 요인들의 거리가 전
체적인 힘의 배치에서 그들 상호간의 영향력을
결정짓는다. 모든 힘들은 중앙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그래서 중앙의 지점이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
3 ) 깁슨의 생태학적 지각이론

2 ) 아른하임의 균형이론
우리 눈이 시각적으로 질서를 이루는 것은 사
물에 대한 지각의 효과2 ) 에 있어서, 균형이나 힘
의 인력에 의한 평형에 의한 것이다. 특히 아른
하임은 우리의 지각적 질서체계를 고려하려면,
작품에서 모든 표현 요소들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균형이란
물리학자에게 있어서는 물체에 주어지고 있는
힘의 세기가 서로 맞비기고 있는 상태를 뜻한
다. 균형은 어느 한 요소나 몇 개의 요소에 중
심을 두기도 하는데 균형의 형태 중에서 시각
패턴의 아랫부분이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게 된
다. 힘의 중심원리에 의해 무게중심은 중심점의
좌측하단에 나타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
의 시각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기 때문

깁슨은 실제 시각환경은 배경과 표면, 그리고
구성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은 레이아웃,
색, 텍스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그림3참조]
배경 (ground surface)
표면
(surface)
구성물질
(substance)

그림 3. 시지각 배열과 구성요소
시지각은 인간이 서 있는 한 지점에는 주변환
경으로부터 다양한 광선이 집중되는데 이 광선
들은 주변환경의 불투명 면들의 배열상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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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성되며,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그 구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바로 이 변화하는 구성에 따라
시각정보가 결정되고 시지각은 바로 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이다4 ) . 그런데 이러한
환경정보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원리에 따
라 지각자의 스케일과 관련된 정보이다. 지각은
시간의 흐름이나 지각자의 움직임 혹은 지각대
상의 움직임에 의해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배열
상태(flow pattern) 가운데서 변함 없는 지각대상
의 속성에 관한 불변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
며, 이 정보는 세계와 자아에 관한 이중 정보를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지각정보는 지각자의 주
관적인 개념이나 이미지 등에 의해 재구성되거
나 내적으로 표상 될 필요가 없으며 지각에너지
의 주변 배열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탐지된다.
생태학적 지각이론은 이상에서 설명한 특성에
의하여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적용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5 ) 첫째, 삼차원의
세계에서 주변환경에 대한 시각정보는 불투명한
면의 특성, 면의 테두리나 모서리에 의해 결정
되며 주변환경 전체를 구성하는 불투명한 면의
배열 원리에 따른다. 둘째, 시지각에서 움직임의
역할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즉 연
속적인 경험을 위한 시큐언스 프리젠테이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셋째, 사물의 물리적 성질,
사물간의 거리 혹은 각도에 관한 정보는 사물의
표면형세나 질감에 의해 제공된다.
4 ) 시지각이론과 설계 프리젠테이션
시각적 조직을 위한 형태 구성에 관한 게슈탈
트의 법칙들이 지각의 토대가 될 수는 없지만,
이 법칙들이 설계 프리젠테이션에 관한 정보를
정돈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 줄 수는 있다. 이
러한 지각과 관련된 모든 변수들이 시각적 질서
체계와 시각적 구성과 관련된 배열적 측면에서
다시 수용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시
지각 이론들을 설계 프리젠테이션에 적용가능성
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시지각 이론의 비교 분석 및 적용가능성
시지각 이론
분
류 게슈탈트
지각 이론

아른하임의
균형이론

깁슨의
생태학적
지각이론

핵
심 형태지각
어

중심지각

배열(layout)
지각

힘의
중심원리

시각적
배열구조

형상-배경간
지 의 관계
각
법
칙
전체성 원리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설
형상-배경관
계
계
적
그룹핑
용

중앙 배치
위치, 크기,
형태, 방향,
색, 관심의
정도
균형
중심의 힘
방향감
패턴의 힘
구성요소간의
균형관계

시각적배열구조
-레이아웃,텍스쳐,
색
불투명면의
배열원리
시큐언스디자인
(flow pattern)
시각적 배열
유형

2 .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정보구조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의 정보 구조는 프리젠
테이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골격(frame)이다.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정보 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은 프리젠테이션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것이
며, 구성요소간의 관계의 유형을 밝혀내는 것이
다. 프리젠테이션의 정보 구조는 프리젠테이션
개념이나 구성원리를 명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 뿐 아니라 프리
젠테이션의 생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의 정보 구조는 2가지
로 설명하였다. 첫째,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의
구성요소이며 둘째,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구
성요소간의 관계성이다.
1) 구성요소
주택설계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널리 사용
되고 있는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의
종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요
소로는 다이어그램 및 스케치, 도면, 모델, 사진,
컴퓨터그래픽 이미지, 컴퓨터 애니메이션,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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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보고서를 들 수 있다(이현수, 1996).주택
설계 작품의 판넬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하는 기
본적인 요소들을 가장 단순하게 유형화시킬 경
우 [표 2]와 같은 하위 체계를 가정할 수 있다.
표 2. 주택설계 작품 판넬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
유형

제목

배경

분류

구성 정보 사례

구성요소

문자

작품 제목
작품 개요
도면명

유형: 개요
높이
폭
스타일
단위 밀도

패턴
형식

단일패턴
복합패턴
그리드

유형: 그리드 배경
단위 길이
단위 폭
선의 두께
중심축

개념도
기능도
동선도
대지도
2차원드 주변현황도
로잉
배치도
평면도
드로
입면도
잉
단면도

유형: 평면도
높이
폭
면적
축척

정투상도
사투상도
3차원드 단면투시도
로잉 항공투시도
조감도
실내투시도
모형사진
2차원이 컴퓨터렌더링
미지 이미지
이미지사진
모형
3차원 스케일모형
모형 실물샘플

`

유형 : 실내투시도
높이
폭
면적
질감
(1:선,2:음영,3:칼라)

2 ) 구성요소의 관계
앞서 설정된 설계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간의
여러 가지 관계성 중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
은 게슈탈트 지각이론과 아른하임의 균형이론,
깁슨의 시각적 배열 이론 등의 시지각 이론을
이용하였다. 시지각 이론에 근거하여 파악한 관
계성은 배경과 형상 관계, 시각적 무게 중심, 수
평 ·수직 대칭 관계, 그룹핑 관계, 시각적 배열

패턴이다.
(1) 형상-배경(figure-background) 관계
배경과 그 안의 위치와 면적 값을 갖는 형상
의 관계 파악은 기본적인 것으로서 배경과 형상
법칙은 구조를 추론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각 방식 중의 하나이다. 즉, 전체를 보고 그
전체 내 구성요소를 분리하거나 연결지어 보는
단순화 지각의 일종이다.
구성요소의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
항은 물질의 외곽선으로 배경과 구성요소간의
경계선이나 구성요소의 외곽 형태이다. 이것은
판넬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도면들의 외곽형태나 크기에서 나타난다. 배
경 또한 일종의 바탕이 되는 형상이다. 구성요
소의 위치 변화는 배경에서 제공되는 축을 따라
서 일어난다. 구성요소의 위치 변화는 전체 레
이아웃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 배경의 단위는
구성요소들의 표면에서의 이동성의 제약에 따라
세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단일색에 요
철이나 음영 없이 일률적인 반사도를 갖는 것으
로써 구성요소들의 이동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다. 둘째는 구성요소들의 이동성을 영역으로 제
한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배경으로 프레임이 있
거나 다양한 반사도를 갖거나 패턴에 의한 시선
의 방향이 있어 구성요소들의 표면의 이동에 있
어 제약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 구성요소를 배
치하는데 배경이 참조의 틀(referance of frame)
로 작용한다.
(2) 시각적 무게 중심
균형은 축의 양쪽을 점유하여 무게나 힘이
같게 나타나는 두 요소 사이의 관계이다. 축이
나 위치는 균형의 개념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그 요소들에는 시각적 무게가 있으며 시각적
무게는 판넬 프리젠테이션 요소의 크기, 위치,
방향, 시각적 관심의 정도 등의 조합에 의하여
판단된다. 시각적 무게 중심은 구성요소의 크기
와 구성요소의 위치 좌표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
값으로써 크기에 의한 시각적 자극의 정도
(stimulus intensity)를 기하학적 좌표값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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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시각적 중심은 판넬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른하임의 힘의
중심 이론에 따르면, 무게중심은 중심점의 좌측
하단에 나타난다. 또한 위치 뿐아니라 구성요소
의 텍스쳐가 조밀하거나 채색되어 시각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구성요소는 보여지는 시야보다
더 적은 크기로 제공하고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에 배치하여 힘의 균형 관계를 유지시
켜야 시각적인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다.
(3) 대칭 관계
구성요소간의 대립되는 성질을 갖는 경우 구
성요소들간의 방향 관계에 의해 두 요소는 대칭
관계를 이룬다. 즉,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는 또
다른 기준이 바로 대칭 관계이다.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는 일련의 평면, 입면, 단면과 같은 드로잉으로
구성된다. 도면을 구성하는 드로잉은 그 특성상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차원 드로잉과 액소노메트릭과 투시도를
포함한 3차원 드로잉이다. 이 둘은 판넬 구성요
소들 중에서 가장 시각적인 차이를 확연히 나타
내는 것으로 대칭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그림4 참조]

로 수평적으로 대칭관계를 형성한다. x축과 y축
으로 구분할 경우 각 구성요소들의 대칭관계는
상하 대칭균형과 좌우대칭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부가적으로 크기나 시선의 집중정도,
방향에 따라 시각적 대칭을 계산할 수 있다.
(4) 그룹핑 관계
구성요소의 유형학적 접근방법에 의해 구성요
소를 그룹핑하는 이유는 구성요소를 보다 쉽게
배치하기 위해서이다.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의 그룹핑은 구성요소를 배열하는데 있
어 중요한 개념 체계로서 작용한다. 위계성은
전체에서 부분, 그리고 부분에서 각각의 하위부
분들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으로서 구성요소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기본 원칙으로 작용한다.
구성요소들의 그룹핑은 유형화에 근거하여 구
성 레벨을 나눠 보면 3가지 단계로 분류되며 도
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첫째, 형상과 배경의
결정에 의한 그룹핑으로서 표면 형상에 의해 모
형과 드로잉으로 유형화된다. 둘째, 형상은 형태
와 매스에 의해 2차원 드로잉과 3차원 드로잉으
로 구분된다. 셋째, 2차원 드로잉의 경우 구성물
질의 특성에 따라 개념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
도, 상세도로 구분된다. 3차원 드로잉에는 액소
노메트릭과 같은 투상도와 투시도가 포함된다.
구성요소의 유형화

배경
형상
드로잉
이미지
-2D·개념도
-실물사진
·평/입/단면도
-3D·투상도
-축척모형
·투시도

배경

형상

표면형상
드로잉

이미지

표면특성
2D

3D

사진

투 투
상 시
도 도

실 모
물 형

모형

구성물질

개 평 입 단 상
념 면 면 면 세
도 도 도 도 도

그림 4 .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간의 대칭관계
구성요소들의 면적 분포는 시각적 중심을 토
대로 하여 양쪽의 무게감을 비교하여 수직적으

그림 5.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의 그룹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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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의 그룹핑 관
계는 구성요소의 거리 분석을 통해 거리의 평균
값을 통해 구성요소간의 그룹핑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5 ) 시각적 배열 패턴
구성요소의 시각적 배열 관계는 단지 형상-배
경의 원리처럼 닫혀진 외곽형태를 구성하는 것
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구성요소들의 형태는
외곽선과 그 내부의 전반적인 시각적 배열 상태
를 뜻한다.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배경면(ground surface)과 배경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성요소들이다.
도면을 구성하는 내부 물질은 선, 점, 면, 패턴
으로 이루어진다. 또 다른 특성을 갖는 구성물
질은 단위 픽셀(pixel)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사진이 해당된다. 다른 구성물질은 다른
외곽선을 이루고 다른 배경과 조화를 이루게 된
다. 시각적 배열(array)은 깁슨이 언급한 구성요
소들의 배열이 나타내는 전체성을 결정짓는 요
소이다. 따라서 시각적 배열 패턴은 구성요소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앞서 살펴본 시
지각 이론과 구성요소간의 관계성 고찰을 토대
로하여 판넬 레이아웃의 배열에 관한 정보 구조
로서 표현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판넬 프리젠테이션 배열 패턴과 레이아웃 정보
시지각
이론
게슈탈트
지각이론

아른하임
균형이론

깁슨
배열
구조

배열패턴

구성요소의 레이아웃 정보

형상-배경

구성요소의
면적

면적과

배경

그룹핑

구성요소간의 중심 거리
구성요소간의 위계성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
좌표계에 분산 표시

대칭 관계

x축, y축 분리에 의한 상,
하,좌,우 구성요소의
면적
비율

시각적
배열 패턴

구성요소의 위치
구성요소간의 배열 관계
유형 분류

3 ) 판넬 프리젠테이션 배열 구조의 유형화
시각적 배열은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관계성
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각적 배열 유형은 전체적
인 구성요소들의 레이아웃에 의해 결정된다. 판
넬 레이아웃의 시각적 배열(optic array)을 유형
화하는 것은 레이아웃의 배열에 관한 정보 구조
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구성요소들의 거리관계,
위치 관계 그리고 밀도로 파악 가능하다.
배열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소는
구성의 축이다. 축에는 수평축, 수직축, 사선축
이 있으며,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기준이 된다.
배열 유형의 분류 기준으로써 주요한 것으로 는
평면도의 위치와 개수를 들 수 있다. 평면도는
구성요소 중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무게 중심
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평면도의 경우 판넬
에서 차지하는 의미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가장
높은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평면도의
위치와 평면유형의 개수에 따라 구성요소의 배
열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배열 1 : 평면도1과 평면도2가 수직으로 연결되
어 배치되고 판넬 중앙에 배치
배열 2 : 평면도1과 평면도2가 수직으로 배치되
고 판넬 왼쪽이나 오른쪽에 배치
배열 3 : 평면도1과 평면도2가 수평배치
배열 4 : 평면도1 과 평면도2가 사선축 형성
배열 5 : 평면도가 1개 또는 배치도에 평면도가
포함된 경우
이와 같이 프리젠테이션 배열 구조를 유형화
가 가능하다. 그러나 객관화된 유형화를 위해서
는 실제 작품 판넬을 사례로 하여 프리젠테이션
유형화를 통한 정보 구조를 검증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프리젠테이션 정보구조
의 유형화 부분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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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 설계 프리젠테이션의
정보 구조를 추출하는 것이다. 구조모델은 주택
설계 프리젠테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를 도출하
며, 이들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
능하다. 구성요소간의 관계는 기하학적 차원에
서 위치나, 거리, 면적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구성요소의 관계성은 형상배경, 그룹핑, 균형, 대칭, 시각적 배열 패턴 등
의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계성은 시지
각적 속성에 토대를 둔 것으로 작품 판넬의 레
이아웃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
어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의 구성원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택설계 프리젠
테이션의 구조를 통해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정보의 체계화가 가능하며, 주택설계 프리젠테
이션 사례를 분석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체계화를 통해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을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생성할 수 있으며 시지각 이
론의 응용은 양질의 주택설계를 위한 많은 잠재
력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넬 프리젠테이션 원리로는
균형을 다루며,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로는 면
적과 무게 중심만을 다루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구성요
소의 관계성은 프리젠테이션 생성을 위해 곧 바
로 사용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은 아니다. 주택
설계 프리젠테이션 생성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단계와,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관계
를 설정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구성요소간의 관
계설정을 토대로 구성요소를 판넬 레이아웃에
배열 생성시키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택
설계 프리젠테이션 모델을 위해서는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지식 구조를 기반으로 한 자동 생
성 프로세스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성 프로세스 모델에서는 시지각 이론
을 근거로 한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의 적용성

평가나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내용에서 파악된 주택설
계 판넬 프리젠테이션 배열구조를 주택설계 프
리젠테이션의 구성원리로서 적용 할 수 있다.
배열구조의 체계적인 분석에 따른 주택설계 구
성원리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구성요소
에는 색이나 질감, 명암 등에 대한 고려가 포함
되지 않았다. 구성요소의 색이나 텍스쳐, 부정형
의 형태, 그리고 구성요소가 조합되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다양한 축의 사용에 의한 배열 등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주택설계 프리젠
테이션의 정보 구조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성요소의 관계성 분
석에 있어서도 미학적인 사항도 제외되었다. 통
일, 변화, 운동성, 반복, 리듬 등의 조형적인 관
계성에 대한 분석도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사례
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의 구성원리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프리젠테이션 관계성을 심층적으
로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작품 분석을 통해 객관성
을 보완한다면 주택설계 프리젠테이션 체계화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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