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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ghting in a fashion shop has an effect on customers, highlights the products on the shelf, and has

become more important. Even though lighting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ustomers, the studies on

fashion shop lighting have primarily focused on how to create lighting which can influence customers’

purchase behavior, and their awareness and expectation. On the contrary, it’s been hard to find a study

on a quantified fashion shop lighting plan considering customer confidence. In a current fashion shop

lighting plan, display lighting is planned indiscreetly.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 investigation

of the light environment of the current fashion shop and museum exhibits lighting. Through such

process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ashion store display lighting environments was investigated.

Finally, for the assessment of museum exhibitions lighting applying fashion store display lighting

environments, a subjective evaluation method using light simulation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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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최근소비자의삶이풍요로워짐에따라나만의스타
일을 추구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 충족을 위해 패션매장은 소비자들을 매장에 유

도하거나구매욕을상승시키기위해비주얼머천다이
징(Visual Merchandising)이라는 전략을 이용한다
[1-2]. 비주얼머천다이징이란시각화와상품화계획을
조합한말로상품정책의시각화라할수있는전략이
며, 시각적요소는소비자의흥미를통해구매욕을자
극하는 대표적인 매장환경 요소이다[3].
이처럼조명은상품판매및구매에영향을미치고
있으며전반조명보다상품에적용하는디스플레이조
명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디스플레이 조명은
단순하게상품을밝히는것이아니라, 진열되어있는
상품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조명 각도, 조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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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등을 고려하여 조명된 상품이 소비자들의 감성
상태를 자극하는 조명환경을 연출해야 한다.
패션매장조명환경관련연구는, 패션매장조명환경
에대한소비자들의심리, 조명환경의상품에대한영
향, 조명연출 방안의 고찰 등의 연구가 있으나, 미적
측면과 소비자들의 심리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에 국
한되어 있다. 아직까지 조명환경에 대한 공학적이고
기술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명품매장조명환경의경우에는조명의중요성을인
식하여매장공간뿐아니라디스플레이되어있는상품
에도조명을하고있다. 그러나패션리테일매장조명
환경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장을 단순히 밝히는 조명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있다. 패션매장의실제조명환경계획에적용
가능한 조명방식에 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
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물관전시조명의경우각전시물형태에따라조
명방식이제시되어있으며전시물형태는패션매장에
진열되는상품과비슷한특성이있다. 박물관전시조
명의 특징은 전시물을 분석하여 전시물의 본질적인
부분을잘나타나게조명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
박물관전시조명방식을적용하여패션매장조명환경
에적합한조명방식의개발이가능하다고판단하였다.
본연구에서는패션매장의조명환경에대한이론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현재의 패션매장 조명환경에
대한사전조사를실시하고, 박물관전시조명의고찰
을 통해 현재 패션매장 조명환경을 현황을 조사하였
다. 또한, 박물관전시조명방식을적용한패션매장의
조명환경 평가를 위해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통한 주
관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2. 패션매장 조명환경 관련 선행연구

본장에서는패션매장조명환경에관련된기존의연
구를요약하여본연구의의의를제시하고자한다. 김
연아(2001)는 패션샵의 조명방법에 따라 구매심리와
그에 대한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조명에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매장의 경우도 있었지만 조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조도를유지하는매장도있었다. 또한소비자
들의 경우 쾌적한 조명환경에 구매욕을 일으켰으며
전문적인디자이너의설계가필요하다는분석을하였
다[4]. Teresa A. Summers(2001)는 소비자들이디스
플레이 조명과 매장 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연구를시행하였다. 그 결과 조명은소비자들
이 상품을 선택하거나 소비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미치는결과를나타냈다[5]. 정현은패션리테일
매장의조명환경에대한소비자의기대및인식에관
한 연구(2012)와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의류매장의조명실태및소비
자 평가에 관한 연구(2013)를 수행하였다[6-7]. 패션
리테일매장의 조명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및 인
식에 관한 연구의 경우 패션 리테일매장의 조명환경
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개
선되어야 사항을 연구하였다.
Thomas Schielke(2014)는 패션매장조명의브랜드
개성에 대한 소비자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조명의
물리량도 조사하였다. 조명의 휘도의 경우 소비자에
게큰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결과를보였으며광도
는어느정도의긍정적영향을미치는결과를도출하
였다[8]. 패션매장의 조명조건과 선반높이의 효과가
소비자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Farida Dida Mouhoubi(2014)가 수행하였다. 조명효
과는 상품의 정보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소매환경에
접근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들의 시각적
인식을 향상하여 감정상태를 유도하는 경향을 도출
하였다[9]. 김현지(1994)의 경우 국부조명이 전시효
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10].
PJM Custers(2010)는 패션 리테일 환경에서의 분위
기를 위한 조명의 영향을 조사하였으며[11], Onder
Barlı(2012)는 상점조명과 실내색상이 구매와의 관계
에대해연구하였다. soft lights는상점에서보내는시
간 동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12].
이와같이기존연구들은패션매장조명환경이소비
자감정상태에영향을미쳤으며패션매장조명환경이
개선돼야하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조명환
경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고판단되었으며패션매장
이론 고찰을 통해 현장조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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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연구 및 현장조사

3.1 패션매장 조명

패션매장에서의 조명 조건은 소비자의 주의를 끌
어야하며,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인
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매행동을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13]. 이는 디스플레이 조명조건과 전반조
명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시선 유도와 상품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조명환경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
션매장의 각 상퓸전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마네킹
마네킹의경우소비자시선유도의효과가가장높
으며패션연출을전달하는효과가크다. 인체의풍부
한표정과행동표현이가능한마네킹은창의적인디
스플레이가 가능하며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진
다. 아래그림 1과같이마네킹조명환경은입체감있
게 연출해 주어 상품의 가치와 패션연출을 효과적으
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3.1.2 행거
그림 1의 행거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색상, 무늬,
사이즈 등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여 구매행동으로 연
결해주는역할을한다. 진열된상품의수직적인요소
를고려하여상품전체의균일한밝기연출이필요하
며, 상품의특성을인지할수있도록연색성이높은조
명을 사용해야 한다.

3.1.3 테이블
아래 그림 2와 같이 많은 양과 여러 가지의 상품
을 동시에 진열하는 테이블과 주력 상품을 소량 배
치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각각의 목적과 조명 연출
방식이 다르다. 많은 양의 상품을 진열하는 테이블
의 조명환경은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
으로 연색성이 좋은 조명과 여러 가지의 상품들을
비출 수 있는 넓은 배광의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주력 상품을진열하는 테이블의조명환경은 소비자
들의 상품 인식을 위해 형태, 질감, 3차원적 형상을
표현해야 하며상품의 특성을돋보이도록 연출해야
한다.

3.1.4 쇼케이스
쇼케이스의경우세가지의종류가있으며그림 2
와 같이 밀폐형 쇼케이스는 고가의 상품이 진열되
고 선반형과 박스형 쇼케이스는 각종 다양한 상품
들을 진열한다. 쇼케이스의 경우 선반형, 박스형 쇼
케이스가많이사용되며그림 2와같다. 쇼케이스의
조명환경은 연색성이 높은 조명과 선반에 진열된
상품을 조명하기 위해 넓은 배광의 조명으로 연출
해야 한다.

<마네킹> <행거>

그림 1. 패션매장 마네킹 및 행거
Fig. 1. The mannequin and hanger in Fashion

Retail Shop

<선반, 박스형 쇼케이스> <밀폐형 쇼케이스>

<테이블 1> <테이블 2>

그림 2. 패션매장 테이블 및 쇼케이스
Fig. 2. The Table and showcase in Fashion Retail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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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패션매장 조명환경 현황조사

3.2.1 대상지 개요
현재조명환경상황에대한문제도출을위해선행연
구와이론고찰을토대로패션매장조명환경의실태를
파악하였다. 패션매장은 중저가 브랜드로 많은 소비
자가찾는패션리테일매장과고가브랜드인명품매
장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패션 리테일 매장은 여러 가지 아이템과 서비스로
다양한 고객의 개성을 반영하는 매장이며 중저가와
보급형 상품들로 구성되어 패션매장들 중 가장 대중
적인매장이다. 유동인구가많은번화가나대학가주
변에 매장이 있어 대형화된 패션매장을 형성하였다.
본논문에서는번화가를중심으로명동의 7곳, 강남의
3곳, 가로수길의 4곳, 총 14개의 매장을 조사하였다.
명품매장의경우명품매장이밀집된청담명품거리
총 4곳에 대한 조명현황을 분석하였다.

3.2.2 현장조사 결과
패션리테일매장조명환경현황조사결과를다음표
1～4에 나타냈으며 측정 항목의 경우 상품이 조명환
경에대해미칠수있는구성들로광원, 색온도, 조명
기구 개수, 조도비에 대해 측정을 하였다.
표 1은패션리테일매장의마네킹조명환경에대한
현황을나타낸것이다. 마네킹조명에사용된광원은
메탈할라이드, LED, 할로겐을사용하고있었다. 총 14
곳중메탈할라이드(MH)는 10곳(83.3%), LED는 1곳
(8.3%), 할로겐(Hal)은 1곳(8.3%)에서 사용되고 있었
으며 색온도의 경우 3,000K 이하는 10곳(83.3%),
3,800K이상은 2곳(16.6%)에서사용하고있었다. 마네
킹 1개당비추는조명기구개수의경우 11곳(91.7%)
은 1개, 1곳(8.3%)은 0.5개로나타났다. 마네킹의경우
인간의 모습으로 패션연출을 전달하는데 효과가 큰
디스플레이며이는형태, 크기, 자세등을표현하기위
해선 2개이상의조명계획을계획해야하지만 1개이
하의조명을사용하고있었다. 조명의적절성을평가
하기위해조도비를산출하였다. 마네킹의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어깨, 가슴, 배의수직조도를측정하였다.
최대값의 경우 대부분 오른쪽 어깨로 나타났으며 최

소값의경우왼쪽어깨나배로나타났다. 조도비는측
정 조도값 중 최소값을 최대값으로 나누어 산출했으
며 평균 조도비는 0.44로 나타났다. 11곳 중 강남의
G 매장과 U 매장은 0.87로 높은 조도비를 보였으며
강남의 Z매장은 0.17로가장낮은조도비를나타냈다.
패션 리테일매장 마네킹 조명비와 같이 낮은 조도비
는 밝기 대비의 차가 큰 것이며 적당한 밝기 대비는
입체감이나볼륨감등을느낄수있지만과한밝기대
비는상품을구별하기어려워입체감이나볼륨감, 생
동감 등을 느끼기 어렵다.

표 1. 패션 리테일매장 마네킹 조명환경 현장조사 결과
Table 1. The Mannequin in Fashion Retail Shop

지역 매장 광원 색온도 조명 개수 조도비 (최소/최대)

명동

F 매장 MH 3,000K 0.5 0.47

Z 매장 MH 3,000K 1 0.17

M 매장 MH 2,800K 1 0.43

S 매장 MH 3,000K 1 0.31

G 매장 LED 3,800K 1 0.87

E 매장 MH 3,000K 1 0.47

U 매장 MH 4,000K 1 0.87

강남

E 매장 MH 2,800K 1 0.25

M 매장 MH 2,800K 1 0.26

A 매장 - - - -

가로

수길

E 매장 MH 3,800K 1 0.31

H 매장 Hal 2,800K 1 0.35

Z 매장 - - - -

T 매장 MH 3,000K 1 0.35

평균 조도비 (최대/최소) 0.43

표 2는패션리테일매장행거에대한조명환경현황
이다. 행거조명에사용된광원은메탈할라이드, LED,
할로겐이사용되고있었다. 총 14곳중메탈할라이드
는 10곳(71.4%), LED는 3곳(21.4%), 할로겐은 1곳
(7.1%)에서사용되고있었으며색온도의경우 3,000K
이하는 10곳(71.4%), 3,800K 이상은 4곳(28.6%)이 사
용되고있었다. 행거에적용된조명기구개수의경우
6곳(42.9%)에서 1개, 6곳(42.9%)에서 2개, 2곳(14.3%)
에서 3개가 사용되고있었다. 행거의 조도값은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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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당의 각 모서리와 모서리 중간점들의 수직조도를
측정했다. 평균 조도비는 0.31으로 낮은 조도비를 나
타냈다. 이처럼행거조도비측정결과낮은조도비의
경우상품재질, 색감, 형태등의특성을나타내지못
하며눈에피로감을주어상품의가치를떨어트릴수
있다.
표 3은패션리테일매장의테이블조명환경에대한
현황이다. 총 14곳중 13곳이테이블을사용하고있었
으며테이블에사용된광원은메탈할라이드, LED, 할
로겐이사용되고있었다. 총 13곳중메탈할라이드는
10곳(76.9%), LED는 2곳(15.4%), 할로겐은 1곳(7.7%)
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색온도의 경우 3,000K 이하는
11곳(84.6%), 3,800K 이상은 2곳(15.4%)에서 사용되
고있었다. 테이블 1개를 비추는 조명기구개수의경
우 3곳(23.1%)에서 1개, 6곳(46.2%)에서 2개, 3곳
(23.1%)에서 3개의조명기구를사용하고있었다. 테이
블 조도 측정은 테이블에 놓여있는 상품의 수평조도
를 측정하였으며 평균 조도비는 0.29로 패션 리테일
매장의마네킹, 행거보다가장낮은값을나타냈다. 테
이블에서낮은조도는강조적, 전시적, 예술적인연출
방법을 나타내지 못한다.

표 2. 패션 리테일매장 행거 조명환경 현장조사 결과
Table 2. The Hanger in Fashion Retail Shop

지역 매장 광원 색온도 조명 개수 조도비 (최소/최대)

명동

F 매장 MH 3,000K 1 0.27

Z 매장 LED 4,000K 2 0.21

M 매장 MH 2,800K 2 0.21

S 매장 MH 3,000K 2 0.39

G 매장 LED 3,800K 3 0.22

E 매장 MH 3,000K 1 0.31

U 매장 MH 4,000K 2 0.45

강남

E 매장 MH 2,800K 2 0.45

M 매장 MH 2,800K 2 0.05

A 매장 LED 3,000K 3 0.31

가로

수길

E 매장 MH 4,000K 1 0.22

H 매장 Hal 2,800K 1 0.24

Z 매장 MH 3,000K 1 0.68

T 매장 MH 3,000K 1 0.34

평균 조도비 (최대/최소) 0.31

표 3. 패션 리테일매장 테이블 조명환경 현장조사 결과
Table 3. The Table in Fashion Retail Shop

지역 매장 광원 색온도 조명 개수 조도비 (최소/최대)

명동

F 매장 MH 3,000K 2 0.02

Z 매장 MH 3,000K 3 0.25

M 매장 MH 2,800K 2 0.15

S 매장 MH 3,000K 3 0.08

G 매장 LED 3,800K 1 0.79

E 매장 MH 3,000K 2 0.04

U 매장 MH 4,000K 1 0.08

강남

E 매장 MH 2,800K 2 0.35

M 매장 MH 2,800K 3 0.2

A 매장 LED 3,000K 1 0.61

가로
수길

E 매장 - - - -

H 매장 Hal 2,800K 2 0.44

Z 매장 MH 3,000K 3 0.18

T 매장 MH 3,000K 2 0.48

평균 조도비 (최대/최소) 0.29

표 4. 명품매장 마네킹 조명환경 현장조사 결과
Table 4. The Mannequin in Luxury Brand Shop

매장 광원 색온도 조명개수 조도비 (최소/최대)

DO 매장 MH 3,800K 1 0.66

ES 매장 Hal 2,600K (전반조명) 0.85

DK 매장 Hal 2,700K 1 0.76

AR 매장 Hal 2,600K 2 0.77

평균 조도비 (최대/최소) 0.76

표 4는명품매장의마네킹조명환경에대한현황데
이터이다. 마네킹을 비추는 조명기구에 사용된 광원
은메탈할라이드, 할로겐으로사용되고있었으며메탈
할라이드는 1곳(25.0%), 할로겐은 3곳(75.0%)에서 사
용되고있었다. 색온도는 3,000K 이하로사용되는매
장 3곳(75.0%), 3,800K 이상을 사용하는 매장 1곳
(25.0%)으로 낮은 색온도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았다.
조도값측정은패션리테일매장의마네킹과같게측
정했다. 명품 매장의 조도비는 평균 0.76으로 조사되
었다. 패션 리테일 매장 마네킹의 조도비는 0.43으로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명품매장 마네킹의 조도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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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으로높게나타난것으로보아패션리테일매장
보다 명품매장은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조
명에 대한 계획이 고려됐음을 알 수 있다.
표 5는명품매장의행거에대한조명환경현황데이
터이다. 사용된광원과색온도는위의명품매장의마
네킹과 같은 조명기구를 사용했다. 명품매장 행거의
평균 조도비는 0.56이다. 명품매장 행거의 경우 균일
한조도를위해많은조명기구를사용했으며패션리
테일매장의마네킹, 행거, 테이블의조명환경보다높
은 조도비를 나타냈다.

표 5. 명품매장 행거 조명환경 현장조사 결과
Table 5. The Hanger in Luxury Brand Shop

매장 광원 색온도 조명개수 조도비 (최소/최대)

DO 매장 MH 3,800K 3 0.07

ES 매장 Hal 2,600K 2 0.8

DK 매장 Hal 2,700K 9 0.4

AR 매장 Hal 2,600K 4 0.96

평균 조도비 (최대/최소) 0.56

이처럼 현황조사 결과 패션 리테일 매장은 특별한
조명계획이되어있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패션
매장 조명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매장의경우조명의중요성를어느정
도는인지하고계획된것을나타냈다. 따라서, 패션매
장조명의경우상품의가치를높이며소비자의감정
상태를자극시키는조명환경에대한계획이필요하다.

3.3 박물관 전시조명

박물관전시조명의역할은쾌적하고편안한환경속
에서관람객의시선을유도하고, 전시물이실물그대
로의모습을보이도록하며, 감상의즐거움을줘야하
고, 전시물의 보존을 고려하도록 계획돼야 한다[14].
박물관 전시조명 방식은 아래와 같다.

3.3.1 평면 전시
평면전시에는회화, 유화, 문서등의전시품들이벽
에걸려있으며수직적인요소를포함하고있다. 조명

환경은 평면 전시물의 최소조도와 최대조도에 대한
비가 70%이상되도록하여재질에따라적정조도를
균일하게한다. 아래그림 3은평면전시조명기구설
치 위치에 관한 이미지이며 관람자의 시선과 조명기
구가이루는각도의경우 60˚가되도록한다. 또한, 전
시물을기준으로조명기구위치의경우아래수식 (1)
과 같이 천장높이에서 눈높이를 뺀 후 0.577을 곱한
값을 조명기구 위치로 선정한다[15]. 이처럼 평면 전
시조명의 경우 패션매장 행거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
고 있으며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 박물관 평면 전시조명 방식
Fig. 3. Museum exhibits planar lighting(IESNA

Handbook 9th, Rea Mark, p. 603)

천장높이사람눈높이× 
 평면전시물에서조명기구까지의거리

(1)

3.3.2 조형물 전시
조형물전시는조각물과같은 3차원전시물들이전
시되어있으며큰작품은독립적인공간에전시된다
[16]. 3차원 전시물의 조명환경은 전시물의 형상이나
질감을잘나타낼수있도록여러방향으로밝기변화
를주어입체감을준다. 따라서 3차원 전시물의조명
방법은아래그림 4와같이네가지의조명이사용된
다[17]. 첫번째, 핵심조명(Key Light)은 전시물 대표
적인 조명으로 확산하지 않는 빛을 사용하며 관람자
의시선에 45˚의각도로윗방향으로부터비추어진다.
두 번째, 보충조명(Fill Light)은 핵심조명과 반대의
각도로 조명되며 핵심조명을 보충해주는 조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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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명보다는약한빛을사용하여조명한다. 세번
째, 배면조명(Back Light)은 전시물의뒤에서비추는
조명이며 배경으로부터 떨어트려 조명한다. 네 번째,
배경조명(Background Light)는 전시물과 배경으로
띄어놓아대상물이두드러지도록 한다. 그림 5와같
이대부분 Key light와 Fill light가 주로사용되며전
시물크기에따라 Back light를추가하여조명한다. 이
처럼박물관조형물전시의경우조명방식이제시되
어있으며이는패션매장마네킹및테이블의특성과
유사하다.

그림 4. 조형물 조명효과 [(a) Key light, (b) Fill light,
(c) Back light (d) Full light]

Fig. 4. The sculpture lighting [(a) Key light,
(b) Fill light, (c) Back light (d) Full light]
(IESNA Handbook 9th, Rea Mark, p. 608)

그림 5. 박물관 조형물 전시조명 방식
Fig. 5. Museum exhibits sculptures lighting

(IESNA Handbook 9th, Rea Mark, p. 609)

4. 패션매장 조명환경 개선을 위한 

평가방법론 제안

4.1 주관평가 방법론

본 연구의 경우 박물관 전시조명 방식을 적용하여
개선된패션매장조명환경에대한평가방법론을제안
하고자한다. 박물관 전시조명방식을패션매장조명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론 선정이 필요하다. 대부분 사용되는 평가방법
의경우주관평가방법이사용되며피험자의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적합한 패션매장 조명환경에 대한 제안
이 가능하다. 주관평가 실험방법에는 side-by-side
test, photo-image test, field test 등이있으며비교방
법의경우순차비교와동시비교가있다[18]. side-by-
side-test의 경우 분광분포와 색온도에 대한 재실자
밝기 인식이나 선호도 조사에 대한 단순한 주관평가
로사용되며 photo-image test는 다양한변수에대한
선호도조사의실험방법으로사용되고 field test는가
변성있는조명환경에대해밝기인식이나선호도조
사의 실험방법으로 사용된다. 비교방법의 경우 순차
비교는밝기에대해영향을적게받을수있어독립적
이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며 동시비교는 적은 시간
으로 비교하여 조명환경에 대한 차이를 크게 나타낼
수 있다.
적합한패션매장조명환경을위해다양한변수설정
으로주관평가를수행해야한다. field test의경우재실
자의 작업 수행에 따른 선호도 조사에 사용되며
side-by-side test는 간단한 조명환경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적용된다. 따라서 field test와 side-by-side
test보다 여러 가지 변수를 적용하여 선호도 조사를
수행이 가능한 photo-image test를 통해 동시비교방
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통해이미지를나타내고, 시뮬레이션
이미지 평가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평가방법이 될 수
있으며, 모니터, 빔, 사진 등으로평가가가능하다. 빔
프로젝터의경우대형화면으로이미지평가가가능하
지만 주위환경의 영향으로 투영된 영상의 왜곡 되는
가능성이있다. 사진은실제를바탕으로하고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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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마네킹 조명환경 이미지(배경 조도비 1:5)
Table 6. The Mannequins lighting environment

image (background Illuminance ratio 1:5)

조명

기구
색온도

조명기구 조도비 (Key light : Fill light)

1:1 3:1 6:1

Key

light
10°와

Fill

light

30°

3,000K

4,500K

Key

light

20°와

Fill

light
30°

3,000K

4,500K

생각으로피험자에게설득이용이하지만사진의화질
속성에 따라 부정적인감정을유발 할 수있다. 모니
터의경우속성에대해설정이가능하며접하기유용
하여 실험환경에 대부분 사용된다.

4.2 시뮬레이션 예시

박물관전시조명방식을적용한패션매장조명환경
을시뮬레이션으로가시화하기위해Lightscape 3.2가
사용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조명분석과 3D 이미지
를만들수있고현실적인조명효과를표현할수있는
소프트웨어이다[19-20].
마네킹의시뮬레이션의경우를예시로해서살펴보
면다음과같다. 그림 6과같이박물관조형물전시조
명 방식을 적용하여 조명기구 위치를 설정한다. Key
light와 Fill light를사용하며조명기구의조사각도는
소비자의 시선과 조명기구가 45˚가 되도록 한다.

<입면> <평면>

그림 6. 마네킹 시뮬레이션 개요
Fig. 6. The mannequin simulation outline

마네킹변수는조명기구빔각, Key light와 Fill light
의조도비, 배경조도비, 색온도으로구성한다. 이처럼
변수를설정한마네킹조명환경이미지는다음표 6과
같다.
조명기구 빔각의 경우 빔각의 크기가 클수록 빛이
물체에 많은 부분을 비추게 된다. 예를 들어 빔각의
크기가작은경우물체를확산하는빛이없으므로강
조효과를나타낸다. 빔각의크기가큰경우빛이물체
와 그 주위까지큰 범위를 비추게 된다. 마네킹 변수
중조명기구빔각의경우 Key light의 경우확산되지

않는조명기구를사용해야하기때문에빔각을 10˚와
20˚를설정하며 Fill light의 경우확산된빛으로설정
해야하는 조명방법으로 30˚를 사용한다. 조명기구 조
도비는 Key light와 Fill light의조도값에대한비율을
다르게 설정하였으며 Key light : Fill light의 비율을
1:1, 3:1, 6:1의조도비로설정한다. 배경조도비는배경
과디스플레이의조도를말하며이에대한변수는배
경 : 디스플레이의조도비율로 1:5와 1:10으로설정한
다. 배경조도비 1:5의경우박물관전시조명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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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배경조도비이며 1:10의경우박물관보다패션
매장이 밝은 환경으로 조명이 계획되어져 있으므로
패션매장 조명환경 선호도 평가에서 다른 경향성을
나타낼수있다는판단으로위에서제시한 1:5보다두
배 높은 배경조도 1:10을 선정한다.

표 7. 마네킹 조명환경 이미지(배경 조도비 1:5)
Table 7. The Mannequins lighting environment

image (background Illuminance ratio 1:5)

조명

기구
색온도

조명기구 조도비 (Key light : Fill light)

1:1 3:1 6:1

Key

light
10°와

Fill

light

30°

3,000K

4,500K

Key

light

20°와

Fill

light
30°

3,000K

4,500K

낮은색온도는따뜻하고편안하여포근함을느끼게
연출가능하며, 높은색온도는차갑고쾌적한느낌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여 발랄한 연출이
필요한 캐주얼 패션매장에 사용이 될 수 있다. 배경

조도비의경우디스플레이조도와디스플레이를제외
한조도의비로배경조도비의차이가크면디스플레
이가더돋보이게보이지만바라보는사람의눈은피
로를 느끼며 조도비의 차이가 작으면 상품이 명확히
보이지않는다. 조명기구의조도비의경우 3D 물체를
나타나게하기위해조도비를통해명암을주는효과
이다. 색온도의경우낮은색온도 3,000K과높은색온
도 4,500K으로 설정한다.

5. 결  론

본연구에서는패션매장조명환경에대해선행연구
와 이론고찰을 통해 현재 패션매장 조명환경 현장조
사를 하였으며 박물관 전시조명의 이론고찰을 통해
패션매장 디스플레이별 조명환경 적용성을 알아보았
다. 또한, 박물관전시조명을적용하여패션매장에적
합한디스플레이별조명환경을위해주관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평가방법론의경우조명시뮬레
이션을 통한 주관평가방법론이며 다음과 같다.
주관평가실험방법으로는다양한변수를설정하여
선호도 평가가 수행 가능한 photo-image test를 통
해동시비교방법을제안하였다. 이미지의경우조명
시뮬레이션을사용하여나타내며시뮬레이션이미지
는모니터, 빔, 사진으로평가가가능하다. 조명시뮬
레이션조명환경설정의경우마네킹과테이블은박
물관조형물전시조명방식을적용하며행거는박물
관 평면 전시조명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각각 적
용한 조명환경에 디스플레이별 목적과 특성에 맞는
변수설정하여이미지를나타내며선호도평가가가
능하다.
본 연구에서제시한주관평가방법론은조명시뮬
레이션으로 이미지를 나타내고 평가를 통해 박물관
전시조명을 적용하여 개선된 패션매장 조명환경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향후 주관평가를 실제로 실
시하여 제안된 조명디자인의 효용성을 알아볼 계획
이며, 이를 통해 패션매장 조명환경을 개선해 나감
으로써보다실용적이고만족도높은조명환경을제
공할수있을것이고실제조명설계시활용될수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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