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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건축물 색채 이미지 평가 연구
-업무․상업용도 건축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lor Image Evaluation of Buildings on Urban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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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olor situation of buildings on Urban Street, through the color image evaluation to 
research primary factors have an effect on color image preferences. A scope of this study is district of Sang Mu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 method of study put out evaluation model after BIB test by photography, spot color. And 
performed Factorial Desig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SD questionnair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 that color 
situation exceedingly used YR predominates, support, stress color, in the second place used predominate, support color is B, 
stress color is R. Luminosity showed middle luminosity 4.1~7.0, , low freshness distribution.
Color image was evaluated modern and cold image and appeared affirmative aspect clean, order, neat image and showed 
negative aspect stiff, flat image. And 'comfortableness', 'unification'  had an  effect on color image preferenc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color plan need to improve comfortableness, unification bring control into line color 
at building color image of urban street

Keyward : Urban Street, Street color, color image
주 요 어 : 도시 가로, 가로 색채, 색채 이미지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여러 가지 인공 환경의 집합체로서 그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들을 내포하고 그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3차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

다. 도시의 환경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

며,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여

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도시의 건축물 색

채는 도시경관의 대표적인 시각요소로, 도시의 분위기를

좌우하며, 나아가 이용자의 감성과 의지, 행동에까지 영

향을 주고 있다.

도시 건축물의 색채 계획은 그러한 맥락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진행이 필수적이다. 도시의 색채계획을 수립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색채를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단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활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활기찬 거리,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 되어야 하며,

도시 나름대로의 개성과 의미를 부여하여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여야 한다.

*정회원, 송원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광주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연구는 2009년 정가영의 박사학위논문 결과의 일부임.

건축물은 한 개인의 재산이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공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많은 건축물이 외

관을 꾸미고, 색채를 사용하지만 거리를 지나는 도시민에

게 어떤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로경관의 색채는 가로의 특성을 나

타내며 나아가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나타낼 만큼 중요

하므로, 그 지역 가로특성에 맞는 색채계획 수립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색채계획 수립 방향에 맞추어 점차적 색

채 정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가로변 건축물의 색채 현황을 파악

하고, 색채이미지 평가를 통해 색채이미지 선호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가

로 특성에 맞는 가로변 건축물의 색채이미지 설정, 색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 범위는 광주광역시 상무지구(택지개발지구) 가

로에 면한 건축물 입면 색채로 하였다. 조사대상지 가로

는 주요도로에 면한 주거지역을 제외한 업무 및 상업용

도 건축물의 가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대상 지역 가로 건축물을 사

진 촬영하였고, 분광측색기(Minolta, CR-410)를 사용하여

현장 측색하였다.1) 측색 후 BIB테스트 이용하여 평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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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제작하였고, SD법에 의한 설문조사하여 요인분석,

다중 회귀 분석하였다.

2. 가로변 건축물 현황

2.1 조사대상 가로 현황

상무지구는 도시공사에서 1992년 사업이 시행되어 2003

년 상무1․2․3․4까지 마무리 된 지구로 약 3,271,222㎡

의 규모이며 계속적으로 개발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지도

의 위치상 광주광역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

광역시의 구도심에서 벋어나 신도심으로서 중․고층의

업무 및 상업용도의 대형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조사

대상지 가로변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확실히 구분되

어 있고 상업지역은 중․고층의 업무 및 상업용도 건축

물이 밀집되어 있어 대형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1. 상무지구 조사대상 지역

조사대상 가로는 상무지구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35개

가로 중 주거지역, 공원, 공지가 많아 건축물의 연속성이

없다고 보여 지는 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가로를

제외한 총 24개 상업지역 가로2)로 하였다.

1)측색은 2009년 2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

시 사이에 하였으며, 측색이 곤란한 부분은 Hue & Tone 120

(I.R.I 색채연구소) 색표집을 이용하여 시감측색하였다. 측색조사

는 가로에 면한 건축물 입면에 대해 주조․보조․강조색으로 구

분하였으며 먼셀표기법으로 표기하였다. 경관색채의 채집은 변동

요인이 다양한 조건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측색기를 이

용함으로써 변동요인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였다.

2) 주요도로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추출하였다. 단, 주요 도로

간의 길이가 1km를 넘는 가로는 주요 도로 중간의 도로를 기

준으로 하였다.

SM-1 SM-2 SM-3

SM-4 SM-5 SM-6

SM-7 SM-8 SM-9

SM-10 SM-11 SM-12

SM-13 SM-14 SM-15

SM-16 SM-17 SM-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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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22 SM-23 SM-24

표 2. 조사대상 가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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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R YR Y GY G BG B PB P RP (%)

주조색 3.9 28.1 7.8 3.9 0.0 7.8 23.4 21.9 2.3 0.8 100

보조색 9.5 28.4 2.7 0.0 0.0 13.5 23.0 16.2 5.4 1.4 100

강조색 20.3 28.1 14.1 0.0 1.6 3.1 3.1 10.9 17.2 1.6 100

명도

　 0∼ 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이상 (%)

주조색 0.0 0.0 0.0 5.5 25.0 8.6 28.9 25.0 4.7 2.3 100

보조색 0.0 0.0 2.7 6.8 17.6 14.9 28.4 23.0 6.8 0.0 100

강조색 0.0 0.0 1.6 25.0 17.2 4.7 25.0 20.3 4.7 1.6 100

채도

　 0∼ 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이상 (%)

주조색 38.3 19.5 7.0 8.6 17.2 6.3 1.6 0.8 0.8 0.0 100

보조색 44.6 10.8 9.5 21.6 10.8 0.0 0.0 0.0 1.4 1.4 100

강조색 39.1 29.7 3.1 3.1 7.8 4.7 0.0 3.1 3.1 6.3 100

표3. 색상·명도·채도 분포 현황

2.2 조사대상 가로 색채 현황

연구자가 직접 대상 지역 가로 건축물을 분광 측색기

(Minolta, CR-410)로 현장 측색한 결과, 주조색 128개, 보

조색 74개, 강조색 64개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색상

분포 현황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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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조․보조․강조색의 측색수

색채분포는 주조색은 YR이 28.1%, B가 23.4%, PB가

21.9%로 나타났으며, YR은 주로 화강석을 BG, B, PB는

칼라유리색이다. 명도4.1～7.0의 중명도가 62.5%, 고명도가

32.0%를 보이고, 채도1.0이하가 38.3%, 주로 채도4.0이하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보조색은 주조색과 비슷한 분포

를 보이고 있다. 강조색은 YR이 28.1%, R이 20.3%, P가

17.2%의 분포를 보이고, 명도3.1～4.0에서 25.0%, 6.1～7.0

에서 25.0%, 중명도 분포가 많으나 7.1이상 고명도는

20.3%의 분포를 보인다. 채도는 68.8%가 2.0이하 저채도

이다.

주조·보조·강조색 모두 YR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

음으로 주조·보조색은 B가, 강조색은 R이 많이 사용되었

다. 명도는 4.1～7.0의 중명도, 저채도 분포를 보이고 있

다.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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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모형 설정 및 방법

3.1 조사 대상 실험 모형

가로변 건축물 색채 이미지 특성을 알아보고자 대표가

로를 추출하여 실험 모형을 제작하였다. 실험 모형 제작

은 가로변 건축물의 전체 입면을 고려하였다.3) 연구 목적

에 부합된 실험을 위해 색채 이외의 모든 변수를 제거하

는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4)를 실시하였다. 다

음으로 가로 건축물의 대표 색채를 건축물 입면의 주조·

보조면에 포토샵(Photoshop CS2)을 이용하여 적용하였

다. 개구부와 투명유리는 보이드로 무채색 평균값을 적용

했으며, 도로면과 하늘은 선행연구문헌5)에 따른 평균 색

을 적용하여 색채 평가모형 틀을 작성하였다.

가로사진

수집 및 

보정

▶

가로 

건축물

입면추출

▶

입면의 

대표색 

적용 

(주조·보

조색)

▶

배경색 

적용

도로: N5.0

 하늘: 

5.0PB 8/4

그림 3. 평가대상 모형 설정 과정

가로사진 수집 및 보정단계를 거쳐 가로 건축물 입면을

추출하였다. 입면의 대표색을 주조색, 보조색으로 적용하

였고, 배경색은 도로: N5.0 하늘: 5.0PB 8/4로 하였다.

보정

전

보정

후

표 4. 실험모형

3) 거리 파사드 색채의 단순화 단계를 참조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건축물 입면을 연속적으로 촬영한 후 합성하여 가로수,

자동차, 공공시설물, 간판 등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변수를 제거

한 건축물 입면도를 AUTO CAD를 이용하여 추출했다.

4) 이론 또는 가설의 형태로 존재하는 잠정적 이론을 실제로 검

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

5) 박돈서, 건축색채론, 아주대학교출판부, 1998, p.338.

3.2 평가 어휘 항목 설정

평가어휘는 IRI 색채연구소의 칼라 형용사 이미지스케일

의 12항목의 형용사로 분류(귀여운, 맑은, 온화한, 내츄럴

한, 경쾌한, 화려한, 우아한, 은은한, 다이나믹한, 모던한,

점잖은, 고상한)한 후 가로경관 색채 관련 선행연구 문

헌6)에서 사용한 형용사들의 빈도를 파악하여 빈도가 높

은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칼라 이미지 공간에

누락된 가로경관 색채관련 형용사가 없는지 건축색채 전

공자 5명을 대상으로 BIB테스트를 거쳤으며 3회 이상 사

용된 형용사를 추출하여 25개의 이미지 평가 항목을 구

성하였다.

구

분
형용사 쌍

구

분
형용사 쌍

X1 어두운 - 밝은 X14 한적한 - 복잡한

X2 지저분한 - 깨끗한 X15 추한 - 아름다운

X3 우중충한 - 산뜻한 X16 무질서한 - 질서있는

X4 딱딱한 - 부드러운 X17 불연속적인-연속적인

X5 불안정한 - 안정한 X18 어수선한 - 정돈된

X6 낮선 - 친근한 X19 불규칙적인-규칙적인

X7 부조화로운-조화로운 X20 약한 - 강한

X8 낡은 - 새로운 X21 평범한 - 독특한

X9 지겨운 - 흥미로운 X22 따뜻한 - 차가운

X10 정적인 - 동적인 X23 고전스러운-현대적인

X11 희미한 - 선명한 X24 촌스러운 - 세련된

X12 단조로운 - 변화있는 X25 경쾌한 - 차분한

X13 소박한 - 화려한

표5. 가로경관 색채평가 형용사 쌍

6) 김효주, 환경색채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이미진, 도시경관색채조성을 위한 건축물외장색채 설계지침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성진, 가로변 건축물의 입면유형별 색채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김민주, 공장지대 외장색채계획을 위한 환경색채 평가연구, 한양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엄문성, 가로변 경관의 색채평가분석 모형개발, 연세대학교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5.

송대호, 박춘근, 가로변건축물의 시지각적 선호특성에 따른 도시

경관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9호,

1998.

김광호, 이상호, 김병선, 가로를 구성하는 건축물의 체계와 인식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2호, 2004.

최무혁, 최재원, 대구와 뮌헨 시가지 경관의 시지각적 특성 분석

을 통한 시가지 경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24권 1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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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R YR Y GY G BG B PB P RP (%)

주조색 3.9 28.1 7.8 3.9 0.0 7.8 23.4 21.9 2.3 0.8 100

보조색 9.5 28.4 2.7 0.0 0.0 13.5 23.0 16.2 5.4 1.4 100

강조색 20.3 28.1 14.1 0.0 1.6 3.1 3.1 10.9 17.2 1.6 100

명도

　 0∼ 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이상 (%)

주조색 0.0 0.0 0.0 5.5 25.0 8.6 28.9 25.0 4.7 2.3 100

보조색 0.0 0.0 2.7 6.8 17.6 14.9 28.4 23.0 6.8 0.0 100

강조색 0.0 0.0 1.6 25.0 17.2 4.7 25.0 20.3 4.7 1.6 100

채도

　 0∼ 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이상 (%)

주조색 38.3 19.5 7.0 8.6 17.2 6.3 1.6 0.8 0.8 0.0 100

보조색 44.6 10.8 9.5 21.6 10.8 0.0 0.0 0.0 1.4 1.4 100

강조색 39.1 29.7 3.1 3.1 7.8 4.7 0.0 3.1 3.1 6.3 100

표3. 색상·명도·채도 분포 현황

2.2 조사대상 가로 색채 현황

연구자가 직접 대상 지역 가로 건축물을 분광 측색기

(Minolta, CR-410)로 현장 측색한 결과, 주조색 128개, 보

조색 74개, 강조색 64개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색상

분포 현황을 보이고 있었다.

.

0

10

20

30

40

50

R YR Y GY G BG B PB P RP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측색수)

그림 2. 주조․보조․강조색의 측색수

색채분포는 주조색은 YR이 28.1%, B가 23.4%, PB가

21.9%로 나타났으며, YR은 주로 화강석을 BG, B, PB는

칼라유리색이다. 명도4.1～7.0의 중명도가 62.5%, 고명도가

32.0%를 보이고, 채도1.0이하가 38.3%, 주로 채도4.0이하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보조색은 주조색과 비슷한 분포

를 보이고 있다. 강조색은 YR이 28.1%, R이 20.3%, P가

17.2%의 분포를 보이고, 명도3.1～4.0에서 25.0%, 6.1～7.0

에서 25.0%, 중명도 분포가 많으나 7.1이상 고명도는

20.3%의 분포를 보인다. 채도는 68.8%가 2.0이하 저채도

이다.

주조·보조·강조색 모두 YR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

음으로 주조·보조색은 B가, 강조색은 R이 많이 사용되었

다. 명도는 4.1～7.0의 중명도, 저채도 분포를 보이고 있

다.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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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모형 설정 및 방법

3.1 조사 대상 실험 모형

가로변 건축물 색채 이미지 특성을 알아보고자 대표가

로를 추출하여 실험 모형을 제작하였다. 실험 모형 제작

은 가로변 건축물의 전체 입면을 고려하였다.3) 연구 목적

에 부합된 실험을 위해 색채 이외의 모든 변수를 제거하

는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4)를 실시하였다. 다

음으로 가로 건축물의 대표 색채를 건축물 입면의 주조·

보조면에 포토샵(Photoshop CS2)을 이용하여 적용하였

다. 개구부와 투명유리는 보이드로 무채색 평균값을 적용

했으며, 도로면과 하늘은 선행연구문헌5)에 따른 평균 색

을 적용하여 색채 평가모형 틀을 작성하였다.

가로사진

수집 및 

보정

▶

가로 

건축물

입면추출

▶

입면의 

대표색 

적용 

(주조·보

조색)

▶

배경색 

적용

도로: N5.0

 하늘: 

5.0PB 8/4

그림 3. 평가대상 모형 설정 과정

가로사진 수집 및 보정단계를 거쳐 가로 건축물 입면을

추출하였다. 입면의 대표색을 주조색, 보조색으로 적용하

였고, 배경색은 도로: N5.0 하늘: 5.0PB 8/4로 하였다.

보정

전

보정

후

표 4. 실험모형

3) 거리 파사드 색채의 단순화 단계를 참조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건축물 입면을 연속적으로 촬영한 후 합성하여 가로수,

자동차, 공공시설물, 간판 등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변수를 제거

한 건축물 입면도를 AUTO CAD를 이용하여 추출했다.

4) 이론 또는 가설의 형태로 존재하는 잠정적 이론을 실제로 검

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

5) 박돈서, 건축색채론, 아주대학교출판부, 1998, p.338.

3.2 평가 어휘 항목 설정

평가어휘는 IRI 색채연구소의 칼라 형용사 이미지스케일

의 12항목의 형용사로 분류(귀여운, 맑은, 온화한, 내츄럴

한, 경쾌한, 화려한, 우아한, 은은한, 다이나믹한, 모던한,

점잖은, 고상한)한 후 가로경관 색채 관련 선행연구 문

헌6)에서 사용한 형용사들의 빈도를 파악하여 빈도가 높

은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칼라 이미지 공간에

누락된 가로경관 색채관련 형용사가 없는지 건축색채 전

공자 5명을 대상으로 BIB테스트를 거쳤으며 3회 이상 사

용된 형용사를 추출하여 25개의 이미지 평가 항목을 구

성하였다.

구

분
형용사 쌍

구

분
형용사 쌍

X1 어두운 - 밝은 X14 한적한 - 복잡한

X2 지저분한 - 깨끗한 X15 추한 - 아름다운

X3 우중충한 - 산뜻한 X16 무질서한 - 질서있는

X4 딱딱한 - 부드러운 X17 불연속적인-연속적인

X5 불안정한 - 안정한 X18 어수선한 - 정돈된

X6 낮선 - 친근한 X19 불규칙적인-규칙적인

X7 부조화로운-조화로운 X20 약한 - 강한

X8 낡은 - 새로운 X21 평범한 - 독특한

X9 지겨운 - 흥미로운 X22 따뜻한 - 차가운

X10 정적인 - 동적인 X23 고전스러운-현대적인

X11 희미한 - 선명한 X24 촌스러운 - 세련된

X12 단조로운 - 변화있는 X25 경쾌한 - 차분한

X13 소박한 - 화려한

표5. 가로경관 색채평가 형용사 쌍

6) 김효주, 환경색채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이미진, 도시경관색채조성을 위한 건축물외장색채 설계지침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성진, 가로변 건축물의 입면유형별 색채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김민주, 공장지대 외장색채계획을 위한 환경색채 평가연구, 한양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엄문성, 가로변 경관의 색채평가분석 모형개발, 연세대학교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5.

송대호, 박춘근, 가로변건축물의 시지각적 선호특성에 따른 도시

경관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9호,

1998.

김광호, 이상호, 김병선, 가로를 구성하는 건축물의 체계와 인식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2호, 2004.

최무혁, 최재원, 대구와 뮌헨 시가지 경관의 시지각적 특성 분석

을 통한 시가지 경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집, 24권 1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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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방법

조사대상 대표 가로 선정을 위해 건축전공 대학원생 10

명을 대상으로 24개 가로에 대해 BIB테스트7) 후 실험을

위한 평가모형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평가모형에 조사된

대표 색채를 적용하여 실험모형을 구성한 후 시뮬레이션

에 의한 SD법으로 평가하였다. 가로변 건축물 색채 이미

지에 대한 심리실험을 위한 자료수집 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가로 건축물 색채이미지에 대한 심리반응 평

가를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 화상 장치를 통해 슬라이드8)

을 제시하고 5단계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하

였다. 설문조사는 평가 환경이 구축된 교내 세미나실에서

2009년 3월 3일부터 7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어두운 ① ② ③ ④ ⑤ 밝은

지저분한 ① ② ③ ④ ⑤ 깨끗한

우중충한 ① ② ③ ④ ⑤ 산뜻한

그림 4. 실험대상 제시 방법

실험의 평가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대

상으로 판단표본추출법9)에 의한 건축전공 교수·대학원생,

설계사무소, 시공사등 전문가 집단 50명으로 구성하였다.

구 분 인원수 비 고

21 ～ 30세 14

남자 38명

여자 12명

31 ～ 40세 19

41 ～ 50세 16

51 ～ 60세 1

합 계 50

표 6. 평가 대상 구성

7) 일본의 심리학자 Hiraki 교수가 개발, 10개 이상의 개체들을

사전에 엄격한 규칙에 의거하여 5개미만의 개체를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5개미만의 개체에 대하여 순위를 매기는 테스트

8) 엄문성, 가로변 경관의 색채 평가분석 모형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경관 슬라이드의 만족은 현장만족과 만족도에서 차이가 크지

않음이 연구 된 바 있다.

9) 김은정 외, SPSS 통계분석 10, 21세기사, 2001, p.127.

: 판단표본추출법(judgement sampling)은 연구자가 모집단의 의

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집단을 표본으로 선

정하는 방법.

설문조사 결과 가로 색채 이미지 선호도를 분석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색채이미지 평가 요인을 추

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색채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았다.

4. 색채이미지 평가 및 요인 분석

4.1 색채이미지 선호도 평가

실험 평가 모형의 업무·상업용도 가로변 건축물의 색채

선호도 결과 2.72%,의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색채이미지 평가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25개의 평가척

도에 대한 평균값을 평가항목별로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차가운(3.62), 현대적인(3.58), 깨끗한(3.12), 질

서있는(3.28), 안정한(3.18), 새로운(3.18), 정돈된(3.16) 이

미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딱딱한(2.18), 지겨운(2.40), 우중

충한(2.40), 평범한(2.42), 단조로운(2.44), 어두운(2.50) 이

미지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항 목 평균 표준편차

X1 어두운 - 밝은 2.50 0.789

X2 지저분한 - 깨끗한 3.12 0.718

X3 우중충한 - 산뜻한 2.40 0.833

X4 딱딱한 - 부드러운 2.18 0.774

X5 불안정한 - 안정한 3.18 1.024

X6 낮선 - 친근한 2.88 0.799

X7 부조화로운 - 조화로운 2.74 0.944

X8 낡은 - 새로운 3.18 0.873

X9 지겨운 - 흥미로운 2.40 0.881

X10 정적인 - 동적인 2.68 1.058

X11 희미한 - 선명한 2.80 0.990

X12 단조로운 - 변화있는 2.44 1.128

X13 소박한 - 화려한 2.74 0.723

X14 한적한 - 복잡한 2.82 0.896

X15 추한 - 아름다운 3.02 0.622

X16 무질서한 - 질서있는 3.28 0.991

X17 불연속적인 - 연속적인 2.82 0.983

X18 어수선한 - 정돈된 3.16 0.934

X19 불규칙적인 - 규칙적인 3.04 1.029

X20 약한 - 강한 3.14 0.881

X21 평범한 - 독특한 2.42 0.928

X22 따뜻한 - 차가운 3.62 1.028

X23 고전스러운 - 현대적인 3.58 1.012

X24 촌스러운 - 세련된 2.94 0.793

X25 경쾌한 - 차분한 3.16 0.817

표 7. 색채이미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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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공통성

제1요인

(통일감)

X17 0.857 -0.068 0.003 -0.020 0.072 0.045 0.172 -0.077 0.782

X18 0.847 -0.038 0.229 -0.154 0.022 0.093 0.013 -0.127 0.821

X19 0.830 0.020 0.144 0.137 -0.120 0.052 0.034 0.104 0.758

X5 0.761 0.058 -0.129 0.036 -0.003 0.022 0.117 0.153 0.637

X16 0.748 0.047 -0.024 -0.100 0.073 0.250 -0.041 -0.129 0.658

X7 0.559 -0.183 0.410 -0.034 0.334 -0.260 -0.144 0.007 0.715

제2요인

(심미감)

X15 0.045 0.761 0.039 0.221 0.192 0.059 0.222 -0.304 0.813

X10 -0.181 0.755 -0.023 0.025 0.277 -0.034 -0.168 0.226 0.762

X11 0.172 0.572 0.084 0.014 0.051 -0.015 0.339 0.371 0.620

제3요인

(변화감)

X8 0.164 -0.027 0.827 -0.012 0.127 0.150 0.099 0.099 0.769

X12 -0.203 0.497 0.582 0.240 0.129 -0.238 0.034 0.222 0.808

X2 0.320 0.389 0.547 0.216 -0.153 0.097 0.291 -0.285 0.798

제4요인

(세련감)

X14 -0.014 0.302 -0.070 0.767 -0.049 0.210 -0.025 0.045 0.734

X13 -0.202 0.033 0.218 0.723 0.106 -0.276 0.074 0.047 0.708

X20 0.380 -0.149 0.088 0.507 0.066 0.355 -0.109 0.177 0.605

제5요인

(개성감)

X4 0.158 0.337 0.127 0.011 0.726 -0.002 0.085 0.060 0.692

X9 -0.149 0.223 0.307 -0.033 0.622 -0.011 0.302 -0.140 0.665

X21 -0.027 0.054 -0.139 0.486 0.603 0.056 0.073 0.202 0.672

제6요인

(청결감)

X23 0.217 -0.088 0.233 0.103 0.132 0.819 0.000 0.074 0.813

X22 0.028 0.133 -0.257 -0.100 -0.290 0.676 -0.211 -0.164 0.707

X24 0.192 -0.017 0.184 0.392 0.158 0.490 0.483 0.021 0.724

제7요인

(쾌적감)

X3 0.062 -0.013 0.389 0.162 0.186 0.052 0.741 0.155 0.792

X1 0.111 0.220 -0.141 -0.200 0.078 -0.288 0.723 -0.123 0.748

제8요인

(활동감)

X25 0.224 -0.155 -0.162 -0.257 0.074 -0.060 -0.049 -0.764 0.761

X6 0.313 -0.028 -0.055 -0.036 0.467 -0.113 -0.059 0.644 0.753

아이겐값 5.085 4.032 2.253 1.886 1.624 1.206 1.187 1.040

% 분산 20.340 16.129 9.012 7.545 6.496 4.823 4.747 4.160

% 누적 20.340 36.468 45.480 53.025 59.521 64.344 69.091 73.251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8. 요인분석 결과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52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590.000

자유도 300.000

유의확률 0.000

실험대상 가로는 업무 및 상업시설이 편중된 고층건축물

의 가로로 현대적이며 차가운 이미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깨끗한, 질서있는, 정돈된은 긍정적 이미지이나 딱딱한,

단조로운은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4.2 색채이미지 선호도 요인분석

요인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상관계수의 다양성이

공통요인을 가질 수 있는 K.M.O값이 0.528이며 유의 확

률이 0.000이므로 25개의 변수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평가항목

의 내재적 요인수를 결정하는 고유치(Eigen value)가 1이

상이 되는 요인은 8개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요인군의 설

명력(Communality)은 73.251%로 나타났다. 8개의 요인은

각각 제1요인(통일감), 제2요인(심미감), 제3요인(변화감), 제

4요인(세련감), 제5요인(개성감), 제6요인(청결감), 제7요인

(쾌적감), 제8요인(활동감)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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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방법

조사대상 대표 가로 선정을 위해 건축전공 대학원생 10

명을 대상으로 24개 가로에 대해 BIB테스트7) 후 실험을

위한 평가모형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평가모형에 조사된

대표 색채를 적용하여 실험모형을 구성한 후 시뮬레이션

에 의한 SD법으로 평가하였다. 가로변 건축물 색채 이미

지에 대한 심리실험을 위한 자료수집 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가로 건축물 색채이미지에 대한 심리반응 평

가를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 화상 장치를 통해 슬라이드8)

을 제시하고 5단계 Likert scale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하

였다. 설문조사는 평가 환경이 구축된 교내 세미나실에서

2009년 3월 3일부터 7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매우 약간 보통 약간 매우

어두운 ① ② ③ ④ ⑤ 밝은

지저분한 ① ② ③ ④ ⑤ 깨끗한

우중충한 ① ② ③ ④ ⑤ 산뜻한

그림 4. 실험대상 제시 방법

실험의 평가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대

상으로 판단표본추출법9)에 의한 건축전공 교수·대학원생,

설계사무소, 시공사등 전문가 집단 50명으로 구성하였다.

구 분 인원수 비 고

21 ～ 30세 14

남자 38명

여자 12명

31 ～ 40세 19

41 ～ 50세 16

51 ～ 60세 1

합 계 50

표 6. 평가 대상 구성

7) 일본의 심리학자 Hiraki 교수가 개발, 10개 이상의 개체들을

사전에 엄격한 규칙에 의거하여 5개미만의 개체를 반복적으로

추출하여 5개미만의 개체에 대하여 순위를 매기는 테스트

8) 엄문성, 가로변 경관의 색채 평가분석 모형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경관 슬라이드의 만족은 현장만족과 만족도에서 차이가 크지

않음이 연구 된 바 있다.

9) 김은정 외, SPSS 통계분석 10, 21세기사, 2001, p.127.

: 판단표본추출법(judgement sampling)은 연구자가 모집단의 의

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집단을 표본으로 선

정하는 방법.

설문조사 결과 가로 색채 이미지 선호도를 분석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색채이미지 평가 요인을 추

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색채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았다.

4. 색채이미지 평가 및 요인 분석

4.1 색채이미지 선호도 평가

실험 평가 모형의 업무·상업용도 가로변 건축물의 색채

선호도 결과 2.72%,의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색채이미지 평가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25개의 평가척

도에 대한 평균값을 평가항목별로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차가운(3.62), 현대적인(3.58), 깨끗한(3.12), 질

서있는(3.28), 안정한(3.18), 새로운(3.18), 정돈된(3.16) 이

미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딱딱한(2.18), 지겨운(2.40), 우중

충한(2.40), 평범한(2.42), 단조로운(2.44), 어두운(2.50) 이

미지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항 목 평균 표준편차

X1 어두운 - 밝은 2.50 0.789

X2 지저분한 - 깨끗한 3.12 0.718

X3 우중충한 - 산뜻한 2.40 0.833

X4 딱딱한 - 부드러운 2.18 0.774

X5 불안정한 - 안정한 3.18 1.024

X6 낮선 - 친근한 2.88 0.799

X7 부조화로운 - 조화로운 2.74 0.944

X8 낡은 - 새로운 3.18 0.873

X9 지겨운 - 흥미로운 2.40 0.881

X10 정적인 - 동적인 2.68 1.058

X11 희미한 - 선명한 2.80 0.990

X12 단조로운 - 변화있는 2.44 1.128

X13 소박한 - 화려한 2.74 0.723

X14 한적한 - 복잡한 2.82 0.896

X15 추한 - 아름다운 3.02 0.622

X16 무질서한 - 질서있는 3.28 0.991

X17 불연속적인 - 연속적인 2.82 0.983

X18 어수선한 - 정돈된 3.16 0.934

X19 불규칙적인 - 규칙적인 3.04 1.029

X20 약한 - 강한 3.14 0.881

X21 평범한 - 독특한 2.42 0.928

X22 따뜻한 - 차가운 3.62 1.028

X23 고전스러운 - 현대적인 3.58 1.012

X24 촌스러운 - 세련된 2.94 0.793

X25 경쾌한 - 차분한 3.16 0.817

표 7. 색채이미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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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공통성

제1요인

(통일감)

X17 0.857 -0.068 0.003 -0.020 0.072 0.045 0.172 -0.077 0.782

X18 0.847 -0.038 0.229 -0.154 0.022 0.093 0.013 -0.127 0.821

X19 0.830 0.020 0.144 0.137 -0.120 0.052 0.034 0.104 0.758

X5 0.761 0.058 -0.129 0.036 -0.003 0.022 0.117 0.153 0.637

X16 0.748 0.047 -0.024 -0.100 0.073 0.250 -0.041 -0.129 0.658

X7 0.559 -0.183 0.410 -0.034 0.334 -0.260 -0.144 0.007 0.715

제2요인

(심미감)

X15 0.045 0.761 0.039 0.221 0.192 0.059 0.222 -0.304 0.813

X10 -0.181 0.755 -0.023 0.025 0.277 -0.034 -0.168 0.226 0.762

X11 0.172 0.572 0.084 0.014 0.051 -0.015 0.339 0.371 0.620

제3요인

(변화감)

X8 0.164 -0.027 0.827 -0.012 0.127 0.150 0.099 0.099 0.769

X12 -0.203 0.497 0.582 0.240 0.129 -0.238 0.034 0.222 0.808

X2 0.320 0.389 0.547 0.216 -0.153 0.097 0.291 -0.285 0.798

제4요인

(세련감)

X14 -0.014 0.302 -0.070 0.767 -0.049 0.210 -0.025 0.045 0.734

X13 -0.202 0.033 0.218 0.723 0.106 -0.276 0.074 0.047 0.708

X20 0.380 -0.149 0.088 0.507 0.066 0.355 -0.109 0.177 0.605

제5요인

(개성감)

X4 0.158 0.337 0.127 0.011 0.726 -0.002 0.085 0.060 0.692

X9 -0.149 0.223 0.307 -0.033 0.622 -0.011 0.302 -0.140 0.665

X21 -0.027 0.054 -0.139 0.486 0.603 0.056 0.073 0.202 0.672

제6요인

(청결감)

X23 0.217 -0.088 0.233 0.103 0.132 0.819 0.000 0.074 0.813

X22 0.028 0.133 -0.257 -0.100 -0.290 0.676 -0.211 -0.164 0.707

X24 0.192 -0.017 0.184 0.392 0.158 0.490 0.483 0.021 0.724

제7요인

(쾌적감)

X3 0.062 -0.013 0.389 0.162 0.186 0.052 0.741 0.155 0.792

X1 0.111 0.220 -0.141 -0.200 0.078 -0.288 0.723 -0.123 0.748

제8요인

(활동감)

X25 0.224 -0.155 -0.162 -0.257 0.074 -0.060 -0.049 -0.764 0.761

X6 0.313 -0.028 -0.055 -0.036 0.467 -0.113 -0.059 0.644 0.753

아이겐값 5.085 4.032 2.253 1.886 1.624 1.206 1.187 1.040

% 분산 20.340 16.129 9.012 7.545 6.496 4.823 4.747 4.160

% 누적 20.340 36.468 45.480 53.025 59.521 64.344 69.091 73.251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표8. 요인분석 결과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528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590.000

자유도 300.000

유의확률 0.000

실험대상 가로는 업무 및 상업시설이 편중된 고층건축물

의 가로로 현대적이며 차가운 이미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깨끗한, 질서있는, 정돈된은 긍정적 이미지이나 딱딱한,

단조로운은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4.2 색채이미지 선호도 요인분석

요인분석결과는 다음 표와 같으며 상관계수의 다양성이

공통요인을 가질 수 있는 K.M.O값이 0.528이며 유의 확

률이 0.000이므로 25개의 변수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평가항목

의 내재적 요인수를 결정하는 고유치(Eigen value)가 1이

상이 되는 요인은 8개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요인군의 설

명력(Communality)은 73.251%로 나타났다. 8개의 요인은

각각 제1요인(통일감), 제2요인(심미감), 제3요인(변화감), 제

4요인(세련감), 제5요인(개성감), 제6요인(청결감), 제7요인

(쾌적감), 제8요인(활동감)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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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요인 통일감은 전체 별량의 20.34%를 설명할 수 있는

인자로 부하량이 0.7이상 높게 적재된 변인들은 불연속적

인-연속적인, 어수선한-정돈된, 불규칙적인-규칙적인, 불

안정한-안정한, 무질서한-질서있는의 평가항목으로 구성

된다. 제2요인 심리감은 아이겐값 4.032로 전체별량의

16.129%를 설명할 수 있는 인자로 부하량이 0.7이상 높게

적재된 변인들은 추한-아름다운, 정적인-동적인의 심리평

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3요인 변화감은 아이겐값 2.253

으로 전체별량의 9.012%를 설명할 수 있는 인자로 낡은-

새로운 등의 심리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4요인 세련감

은 한적한-복잡한, 소박한-화려한 등의 심리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5요인 개성감은 딱딱한-부드러운 등의 심리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6요인 청결감은 고전스러운-현

대적인 등의 심리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7요인 쾌적감

은 우중충한-산뜻한, 어두운-밝은의 심리평가항목으로 구

성된다. 제8요인 활동감은 경쾌한-차분한 등의 심리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4.3 색채이미지 선호도 영향요인 분석

색채이미지 선호도 영향 요인 분석결과 선형 모형의 적

합도를 측정하는 R제곱 값이 0.189로 종속변수에 대한 설

명력이 18.9%로 이는 통계분석에 이용된 사례들의 18.9%

가 표본회귀선에 접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의확

률 0.05에서 볼 때 0.030이므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720 0.085 31.820 0.000

제 1요인

(통일감)
0.294 0.086 0.438 3.406 0.001

제 2요인 0.021 0.086 0.032 0.248 0.805

제 3요인 -0.006 0.086 -0.009 -0.068 0.946

제 4요인 0.123 0.086 0.183 1.420 0.163

제 5요인 0.037 0.086 0.055 0.424 0.673

제 6요인 0.092 0.086 0.138 1.070 0.291

제 7요인

(쾌적감)
0.181 0.086 0.270 2.102 0.042

제 8요인 0.009 0.086 0.013 0.099 0.922

R 제곱=0.322 수정된 R 제곱=0.189 F=2.429

유의확률=0.030 Durbin-Watson=1.614

표9. 선호도 영향력 분석

제1요인 통일감, 제7요인 쾌적감이 색채 이미지 선호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

인은 제1요인으로 불연속적인-연속적인, 어수선한-정돈

된, 불규칙적인-규칙적인, 불안정한-안정한, 무질서한-질

서 있는 이미지의 평가 항목이다. 다음으로 제7요인 우중

충한-산뜻한, 어두운-밝은의 이미지 평가 항목이다. 즉,

고층의 업무·상업용도의 가로 건축물 색채가 통일감이 없

는 불연속적이며 조화롭지 못하고 다소 어둡고 우중충한

이미지로 인해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가로 색채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규칙

적인, 정돈된 이미지의 통일감과 산뜻한, 밝은 이미지의

쾌적감을 높이는 색채계획이 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업무·상업 용도의 건축물 색채 현황을 파악하

고, 심상적 이미지를 객관적․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색채이미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색채 현황은 주조·보조·강조색 모두 YR이 가

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주조·보조색은 B가, 강조

색은 R이 많이 사용되었다. 명도는 4.1～7.0의 중명도, 저

채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색채이미지는 현대적이며 차

가운 이미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깨끗한’, ‘질서있는’, ‘정

돈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딱딱한’, ‘단조로운’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로 건축물

의 색채이미지 평가요인은 통일감, 심미감, 변화감, 세련

감, 개성감, 청결감, 쾌적감, 활동감의 8요인으로 분석 되

었으며, 색채이미지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은 ‘통일감’, ‘쾌적감’, 이었다.

연구 대상지 고층 업무․상업용도 가로변 건축물은 변화

감 없는 색상의 연속과 중명도, 저채도의 색채, ‘우중충

한’, ‘딱딱한’, ‘차가운’, ‘단조로운’ 색채이미지로 선호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에 고층의 업무․상업용도 가로

변 건축물의 색채계획 설정시 색채 선호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연속적인’, ‘규칙적인’, ‘정돈된’ 이미지의 통일감과

‘산뜻한’, ‘밝은’ 이미지의 쾌적감을 높이는 색채계획이 되

어야 한다. 즉, 도시 가로변 건축물의 색채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건축물 입면의 주․보조색 면적비 규제와 색상

을 조화시키는 색채계획과 체계적인 색채 관리가 필요하

다 하겠다.

본 연구는 가로 특성에 따른 가로 건축물의 색채이미지

를 평가․분석하였으나 형태 및 질감 등 다른 지각 요소

를 포함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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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요인 통일감은 전체 별량의 20.34%를 설명할 수 있는

인자로 부하량이 0.7이상 높게 적재된 변인들은 불연속적

인-연속적인, 어수선한-정돈된, 불규칙적인-규칙적인, 불

안정한-안정한, 무질서한-질서있는의 평가항목으로 구성

된다. 제2요인 심리감은 아이겐값 4.032로 전체별량의

16.129%를 설명할 수 있는 인자로 부하량이 0.7이상 높게

적재된 변인들은 추한-아름다운, 정적인-동적인의 심리평

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3요인 변화감은 아이겐값 2.253

으로 전체별량의 9.012%를 설명할 수 있는 인자로 낡은-

새로운 등의 심리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4요인 세련감

은 한적한-복잡한, 소박한-화려한 등의 심리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5요인 개성감은 딱딱한-부드러운 등의 심리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6요인 청결감은 고전스러운-현

대적인 등의 심리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제7요인 쾌적감

은 우중충한-산뜻한, 어두운-밝은의 심리평가항목으로 구

성된다. 제8요인 활동감은 경쾌한-차분한 등의 심리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4.3 색채이미지 선호도 영향요인 분석

색채이미지 선호도 영향 요인 분석결과 선형 모형의 적

합도를 측정하는 R제곱 값이 0.189로 종속변수에 대한 설

명력이 18.9%로 이는 통계분석에 이용된 사례들의 18.9%

가 표본회귀선에 접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의확

률 0.05에서 볼 때 0.030이므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720 0.085 31.820 0.000

제 1요인

(통일감)
0.294 0.086 0.438 3.406 0.001

제 2요인 0.021 0.086 0.032 0.248 0.805

제 3요인 -0.006 0.086 -0.009 -0.068 0.946

제 4요인 0.123 0.086 0.183 1.420 0.163

제 5요인 0.037 0.086 0.055 0.424 0.673

제 6요인 0.092 0.086 0.138 1.070 0.291

제 7요인

(쾌적감)
0.181 0.086 0.270 2.102 0.042

제 8요인 0.009 0.086 0.013 0.099 0.922

R 제곱=0.322 수정된 R 제곱=0.189 F=2.429

유의확률=0.030 Durbin-Watson=1.614

표9. 선호도 영향력 분석

제1요인 통일감, 제7요인 쾌적감이 색채 이미지 선호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

인은 제1요인으로 불연속적인-연속적인, 어수선한-정돈

된, 불규칙적인-규칙적인, 불안정한-안정한, 무질서한-질

서 있는 이미지의 평가 항목이다. 다음으로 제7요인 우중

충한-산뜻한, 어두운-밝은의 이미지 평가 항목이다. 즉,

고층의 업무·상업용도의 가로 건축물 색채가 통일감이 없

는 불연속적이며 조화롭지 못하고 다소 어둡고 우중충한

이미지로 인해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에 가로 색채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규칙

적인, 정돈된 이미지의 통일감과 산뜻한, 밝은 이미지의

쾌적감을 높이는 색채계획이 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업무·상업 용도의 건축물 색채 현황을 파악하

고, 심상적 이미지를 객관적․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색채이미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색채 현황은 주조·보조·강조색 모두 YR이 가

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주조·보조색은 B가, 강조

색은 R이 많이 사용되었다. 명도는 4.1～7.0의 중명도, 저

채도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색채이미지는 현대적이며 차

가운 이미지로 평가되고 있으며 ‘깨끗한’, ‘질서있는’, ‘정

돈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딱딱한’, ‘단조로운’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로 건축물

의 색채이미지 평가요인은 통일감, 심미감, 변화감, 세련

감, 개성감, 청결감, 쾌적감, 활동감의 8요인으로 분석 되

었으며, 색채이미지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은 ‘통일감’, ‘쾌적감’, 이었다.

연구 대상지 고층 업무․상업용도 가로변 건축물은 변화

감 없는 색상의 연속과 중명도, 저채도의 색채, ‘우중충

한’, ‘딱딱한’, ‘차가운’, ‘단조로운’ 색채이미지로 선호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에 고층의 업무․상업용도 가로

변 건축물의 색채계획 설정시 색채 선호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연속적인’, ‘규칙적인’, ‘정돈된’ 이미지의 통일감과

‘산뜻한’, ‘밝은’ 이미지의 쾌적감을 높이는 색채계획이 되

어야 한다. 즉, 도시 가로변 건축물의 색채이미지 향상을

위해서는 건축물 입면의 주․보조색 면적비 규제와 색상

을 조화시키는 색채계획과 체계적인 색채 관리가 필요하

다 하겠다.

본 연구는 가로 특성에 따른 가로 건축물의 색채이미지

를 평가․분석하였으나 형태 및 질감 등 다른 지각 요소

를 포함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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