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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gn of children's hospitals is highly dependent on color schemes. As a space shared together by both

adults and children, the design of children's hospitals require color coordination that takes account of the users'

characteristics. Visual perception tracking experiment was conducted on the 2 chosen experimental images with a

target group made up of adults and children,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visual attention characteristics

of spatial elements' colors were found. The contrast of colors were discovered to effect attention, especially the

information desk region showed highest attention. Pillars are subjected to a higher attention relative to other

spatial elements, it is suggested when using accent colors to use it only when it is absolutely necessary in partial

areas. In contrast, floor patterns were found to be subjected to very low attention relative to other elements.

Second, effects of color contrast on visual attention were uncovered. Although color contrast effects attention for

both adults and children, children were found to be more effected by color contrast than adults. Especially,

children's tendency to rely on color contrast for visual recognition was higher than adults. Since when using only

one type on a wide surface children show higher attention on the <vivid> colors than adults, when planning a

color coordination for children using <pale> colors instead of <vivid> ones in background for a large surface is

seen as a more desired method to increase attention by putting emphasis on the [sharply contrasting]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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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어린이병원은 어린이들에게 최 의 치유환경을 제공하

기 한 목 으로 조성된 의료시설로써, 환자인 어린이

들에게 친근한 분 기를 제공하기 하여 일반병원에 비

해 색채 디자인에 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과도한

색채의 사용이나 잘못된 색채계획은 환자 보호자들에

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의 심

리 불안감이나 불쾌감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가

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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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환경의 설계과정에서 단순히 디자이 의 개인

경험과 주 에 의존한 계획에서 나아가 보다 합리 이고

과학 인 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시지각 특성에 한

정성 분석은 방문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

기 어려우며, 시기 으로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정량

분석 방법1)에 한 연구는 아직 미숙한 단계이다. 그러

므로 어린이병원 방문자들의 색채에 한 지각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에 한 분석이 선행되는 것을 통해, 인간의

색채 지각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색채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자료로써 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추상 인 수 에서 나아가 보다 객

인 방법인 시선추 실험을 통해 어린이병원 방문자의

1) 최근 시지각 특성들을 분석 방법은 안구를 추 하는 아이트래킹

(Eye-Traking)분석 방법, 인간의 뇌를 분석하는 fMRI를 활용, 피

부 도반응 측정을 통한 연구인 GSR연구, 뇌 를 분석하는 EEG

분석법, 근 도 측정법인 EMG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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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지각에 나타나는 시각 주의의 특성을 도출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방법보다 신뢰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며, 성인과 어린이의

색채 환경에 한 지각특성의 차이를 시선추 실험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1.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는 어린이병원 로비색채에 한 방문자 그룹별

시지각 주의에 한 특성을 악하기 해 시선추 장

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이에 한 연구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선추 실험을 실시하기 한 실험설계를

하 다. 가상이미지를 제작하고 선호도 설문을 실시하여

실험이미지를 선정하 으며, 실험 차와 실험환경을 설

명하 다. 3장에서는 시각 주의를 분석하기 하여, 주

시데이터의 선정 과정과 격자 분할을 통해 공간요소별

구역을 설정하는 분석의 틀을 마련하 다. 4장에서는 공

간요소별로 해당하는 구역의 주시횟수에 따른 시각 주

의를 분석하 다. 한 색채 차이와 색조 차이에 따른

주시특성을 방문자 그룹별로 분석하 다.

실험이미지 제작을 한 어린이병원의 범 는 종합

인 치료와 리가 가능하며 소규모 병원에 비하여 로비

공간에 보다 체계 인 색채 계획이 필요하다고 단된,

종합병원 2)의 기 을 갖는 어린이병원 규모를 설정하여

최종 7곳3)을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병원에

한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어 실질 으로 구축된 시기인

2005년 이후에 건립되었거나, 리모델링을 실시한 곳으로

한정하 다.

2. 시선추 실험설계

2.1. 실험이미지 제작 선정

시선추 분석은 안구의 추 을 통해 시지각 특성을

악할 수 있는데, 실험 비 과정부터 환경설정에 이르기

까지 면 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실험이미지를 선정하 다.

① 먼 국내 어린이병원 7곳의 로비공간을 촬 한 사

진을 방문자 그룹별(성인, 어린이)로 선호하는 로비공간

의 유형을 조사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온 PS병원을

실험이미지의 로비공간 유형으로 선정하 다.<표 1>

2) 재 국내 의료법상 어린이병원에 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일반

인 종합병원의 기 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3조의 3항에 의하면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3) 재 우리나라의 종합병원 인 1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곳은

국에 9개소가 있다. 9곳에 한 비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이

에 개원한 SH어린이병원과, 로비공간을 일반병원과 공유하는

AS어린이병원을 제외한 7개소를 상으로 하 다.

병원

기호
사진

성인 어린이 소계

N 비율 N 비율 N 비율

SC 5 5.6% 1 1% 6 3.1%

SU 18 20.2% 12 11.4% 30 15.5%

YS 10 11.2% 7 6.7% 17 8.8%

PS 38 42.7% 39 37.1% 77 39.7%

KW 14 15.7% 36 34.3% 50 25.8%

KB 3 3.4% 8 7.6% 11 5.7%

JB 1 1.1% 2 1.9% 3 1.5%

합계 105 100% 89 100% 194 100%

: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병원

<표 1> 어린이병원 로비공간 유형 선호도 조사결과

② 선호하는 로비공간 유형에 한 방문자 그룹별

표 어휘를 포지셔닝 하는 것을 통해 가상이미지에 용

할 색채를 추출하 다. 표 어휘를 선정하기 하여 선

호하는 로비공간 유형인 PS병원 이미지를 보고 「I.R.I.

형용사 이미지 스 일」4)에 용된 표 어휘군의 형용

사 12개5) 에서 우선순 없이 2개를 선택하게 하 다.

이를 통해 성인은 <경쾌한>, <맑은> 어휘가 선정되었

으며, 어린이는 <맑은>, <화려한>어휘가 선정되었다.6)

이들 어휘가 가지는 색채를 <그림 1>의 「I.R.I. 배색 이

미지 스 일」에서 성인은 <경쾌한> 4개군(12개 색채),

4) I.R.I.의 이미지 스 일은 색채에 한 감성을 국내의 정서에 알맞

게 구성한 자료로써,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 합하다고 단되므

로, 어휘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해당하는 배색 이미지 스 일에

입하여 색채를 추출하는 도구로 선정하 다.

5) I.R.I. 형용사이미지스 일의 표 어휘는 <귀여운>, <맑은>, <온

화한>, <경쾌한>, <내 럴한>, <화려한>, <우아한>, <은은한>,

<다이나믹한>, <모던한>, < 잖은>, <고상한>으로 총 12개이다.

6) 성인은 76명 <경쾌한>이 24명(31.6%)으로 1순 , <맑은>이 16

명(21.1%)으로 2순 로 선정되었고, 어린이는 78명 <맑은>이

15명(19.2%)으로 1순 , <화려한>이 13명(16.7%)으로 2순 로 선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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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3개군(9개 색채), 어린이는 <맑은> 3개군(9개

색채), <화려한> 4개군(12개 색채)의 색채팔 트를 추출

하 다.

<그림 1> I.R.I. 배색 이미지 스 일7)

③ 실험 가상이미지의 제작과정은 <표 1>의 PS병원

로비공간의 사진을 토 로 색채를 용할 7개의 공간요

소를 추출하고, 형용사 어휘 조사를 통해 방문자 그룹별

로 추출된 색채를 용하 다. 설정한 공간요소에 3단계

로 색채 용 범 의 비율을 각각 낮음, 간, 높음으로

조정하여, 3ds Max 로그램으로 총 6장의 가상이미지

제작하 다.<표 2>

색채

용

비율

공간요소
성인 선택어휘

[경쾌한] 용 이미지

어린이 선택어휘

[화려한] 용 이미지

낮음

① 벽면

(발자국 패턴)

② 기둥A

⑤ 안내데스크

간

② 기둥B, C,

⑤ 안내데스크

(상부천정)

⑥ 바닥패턴

⑦ 원형조명

높음

① 벽면

③ 캔틸 버

④ 조형천정

<표 2> 색채 용 비율에 따른 가상이미지 제작

④ 6장의 가상이미지에 하여 성인과 어린이를 상

으로 각각 선호하는 이미지 1장씩을 선정하는 과정을 통

해 최종 실험이미지를 선정하 다.

7) http://www.iricolor.com/

색채구성 강조색 비율에 따라 제작된 6개의 가상이

미지를 방문 그룹별 설문응답자들에게 보여주고, 가장 선

호하는 유형의 가상이미지를 조사하 다. 총 설문 응답자

는 182명으로 30-40 성인 83명과 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인 어린이 99명이 참여하 다. 조사결과 성인은 어

린이가 선호했던 <화려한>이 용된 이미지를 선호하면

서, 색채는 <높음> 정도의 이미지를 25명(30.1%)이 선택

했으며, 이에 비해 어린이는 성인이 선호했던 <경쾌한>이

용된 이미지를 선택하면서, 색채는 < 간> 정도의 이미

지가 39명(39.4%)으로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8)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성인이 선호하는 이미지(이

하 [Ad]이미지)로「화려한-강조색 높음」을, 어린이가

선호하는 이미지(이하 [Ch]이미지)로 「경쾌한-강조색

간」을 시선추 에 사용될 실험이미지로 선정하 다.

<그림 2>

성인선호 [Ad]이미지 어린이선호 [Ch]이미지

<그림 2> 최종 선정된 실험이미지

2.2. 실험개요

(1) 실험환경

① 시선추 장치 : Arrington Research社의 ViewPoint

Eye Tracker PC-60

② 화상장치 : 24인치로 16:10의 비율, 해상도(pixel)는

1920(W)×1200(H), 크기는 518.4㎜(W)×324㎜(H)

1개의 모니터는 피실험자가 실험이미지를 주시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다른 1개의 모니터를 통하여 실험운

자가 실험에 필요한 로그램을 통제함

③ 주시거리 : 주시 고정 의 일 성 확보를 하여

피실험자의 과 모니터와의 거리를 650㎜로 고정

8) 어휘 선정과 가상이미지 선정에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으로 실의 사진 이미지와 그래

픽으로 제작된 가상이미지에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사진 이

미지를 보면서 어휘를 선택하는 과정과 어휘가 용된 사진을 선

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한 각

피실험자가 어휘가 용된 가상이미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용

된 색채의 차이에 따른 선호도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 나아가,

피실험자 그룹별 실험에 사용된 유사 이미지 속에서 비교 선택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호도 실험 특성의 차이가 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선추 을 통해 성인과 어린이가 공간에

서 가지는 색채의 시지각 주의집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는 성

인과 어린이의 색채 선호가 반 되어야 하며, 가상이미지를 제작하

는 과정에서 선호도 차이가 반 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은 필요

하다. 하지만, 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어휘 선호도와 가상이미지

선호도에서 차이 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실험환경이

가지는 한계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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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인원(명) 이미지

성인
16 [Ad]

15 [Ch]

어린이
16 [Ad]

16 [Ch]

<표 3> 피실험자 구성과 실험이미지

(2) 피실험자 구성

성인 피실험자는 보호자의 연령 에 속하는 30-50

여성 31명이며, 어린이 피실험자는 등학교 5학년 정도

에 해당하는 12세9) 남성 32명이다. 피실험자의 연령 별

성별 구성을 성인은 여성으로, 어린이는 남성으로 선정

한 이유는 어린이병원을 주로 방문하는 성별 분석 자료

를 토 로 각 세 를 표하는 성별을 피실험자로 설정

하 다.10)

방문자 그룹별(성인 / 어린이)로 선호하는 로비이미지

[Ad] / [Ch]에 한 시각 주의를 분석하기 해 시선추

장치를 이용하여 제시된 공간에 한 시선의 움직임

을 실험을 통해 주시데이터를 획득하 다. 주시실험은

피실험자 그룹을 다시 2개로 나 어 성인과 어린이가 1

개의 이미지에 한 실험에만 참여하게 하 다. 즉 성인

의 일부는 [Ad]이미지, 다른 일부는 [Ch]이미지의 주

시실험에 참여하게 하 다. 어린이에 한 실험 환경도

성인과 동일하게 실시하 다.

(3) 실험 순서

① 주의고지 : 실험에 따른 주의사항과 실험 내용에

한 고지를 함

② 암실순응 : 시선추 장치를 머리에 착용한 후 암

실에서 30 간 순응시간을 갖게 함

③ 교정(Calibration)과정 : 모니터와 과의 측정 을

맞추기 하여 16개의 주시 이 나타나는 교정을 실시함

④ 시선추 실험 : 교정 과정을 거친 피실험자는 10

간의 회색이미지 후 실험 상 이미지를 주시하게 되는

데, 피실험자는 2분11) 동안 실험이미지를 주시

3. 시각 주의 분석을 한 틀

3.1. 주시데이터의 선정

9) 어린이의 사 기 이 보통 4-5세부터 등학생까지이지만, 학

년의 경우 실험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험과정에서 오류가 발

생될 수 있어서 제외하 다.

10) 성인을 여성으로 선정한 이유는 여성인 어머니가 어린이와 함께

병원을 주로 방문하며, 병원 선택의 요한 결정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리차드 L. 코버스 외 5인, 김태윤․우형주

역, 병원건축, 기문당, 2014, p.6) 한 어린이를 남성으로 선정한

이유는 평균 진료횟수(2013년도 건강보험통계)를 살펴보면 0-14세

연령 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 것을

토 로 남자 어린이를 피실험자로 선정하 다.

11) 최주 (2011)은 실내공간에 한 주시시간의 정성 실험을 통해 2

분을 제시하 다.

(1) 유효데이터의 정

주시데이터는 1 에 60개가 자동 으로 생성되므로,

총 2분의 실험시간 동안 약 7,200개가 기록된다. 주시데

이터는 좌표[x, y]상에 [0-1]사이의 데이터로 장된다.

을 깜빡이거나 모니터의 범 를 벗어난 곳을 주시하게

되면, [0]미만 이거나 [1]을 과한 데이터로 장된다.

이와 같은 불량데이터는 제외하여 90% 이상의 유효데이

터가 검출된 피실험자의 주시데이터만 분석에 활용하

다. 성인 피실험자-[Ad]이미지의 평균 유효율은 95.4%로

, 16명의 피실험자 15명이 유효 피실험자로 선정되었

다. 성인 피실험자-[Ch]이미지의 평균 유효율은 94.8%

로, 15명의 피실험자 데이터에 오류가 발견된 1명의

피실험자 12)를 제외하고, 14명 12명이 유효 피실험자

로 선정되었다. 어린이 피실험자-[Ad]이미지의 평균유효

율은 92.7%로, 16명의 피실험자 11명이 유효 피실험

자로 선정되었다. 어린이 피실험자-[Ch]이미지의 평균유

효율은 85.7%로, 16명의 피실험자 11명이 유효 피실

험자로 선정되었다. 최 원 데이터에서는 어린이에 비

해 성인의 유효율이 높았는데, 유효율 정을 통한 결과

어린이의 유효율이 여 히 성인에 비해 낮지만, 증가폭

은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 양호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

었다.<표 4>

그룹 이미지 조정 원 데이터 유효데이터 유효율(%)

성인

Ad

7187.3 6859.9 95.4

후 7186.9 6894.1 95.9

증감 - 0.4 + 34.2 + 0.5

Ch

7195.2 6803.4 94.6

후 7194.3 6947.3 96.6

증감 - 0.9 + 143.9 + 2.0

어린이

Ad

7187.1 6659.7 92.7

후 7186.8 6835.6 95.1

증감 - 0.3 + 175.9 + 2.4

Ch

7187 6162.3 85.7

후 7187.4 6793.2 94.5

증감 + 0.4 + 630.9 + 8.8

<표 4> 유효데이터 조정 ·후 유효율

(2) 주시데이터의 감량

푀펠의 시간론에 의하면 인간의 뇌 신경계가 식별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자극의 최소 단 가 0.03 13)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인간의 은 당 20 임 이상이 비춰지

면 화상이 단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일반 으로

상의 이미지 환속도도 당 30번의 임 환을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선추 장치는 당 60개의

데이터가 장되는데, 이 게 과 하게 장된 데이터를

인간의 의 구조에 맞게 조 하기 하여 당 30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약 7,200개의 데이터를 약 3,600개로

감량하 다.

12) 성인 1202번 피실험자는 실험이미지가 제시된 후 2 이후부터 데

이터가 기록되는 오류가 발견되어 제외하 다.

13) Takeuchi Kaoru, 시간론, 박정용 역, 나무숲,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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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내용

Solso14) 0.2-0.25 상이나 장면에 을 맞추는 시간

夌島文夫15) 0.2 의식 으로 주시하기 한 시간

Gratzer16) 0.2 인지하기 하여 을 맞추는 시간

최인철17) 0.2 정확하게 단하기 한 최소의 시간

Deubel18) 0.25 단속 움짐임이 발생하지 않는 고정시간

Lovegrove19) 0.25 시각 정보수집을 한 평균 고정시간

<표 5> 연구자에 따른 주시시간의 정의

(3) 시각 주의 시간의 설정

공간에 한 정보는 시선고정을 통해 획득된 시각정보

가 인지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고, 기억으로 남게 된다.

인간은 의 심와에 들어온 시각정보만이 정확하게 주

시한 것으로 기억에 남게 되는데, 이러한 심와는 약 2

도의 범 에 해당된다.20) 하지만 시선고정이 특정 요소

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특정 요소에 해 시각 주의가

발생했는가를 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떤 상에 하여 시선의 고정이

이루어진 주시시간에 따라 상을 인지하는 정도에 해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시각 주의에 한 최소 시간을

0.2 로 설정하 다.<표 5>

따라서 심와 범 내에 주시데이터가 연속 으로 포

함된다면 고정을 한 유효데이터로 볼 수 있다. 시각

주의의 최소 시간인 0.2 는 시선추 실험을 통해 획득

한 주시데이터가 1 에 30개가 장되므로, 1개 데이터

가 가지는 주시시간은 0.0333… 이다. 따라서 0.2 가

되기 해서는 심와의 범 에 연속해서 6회의 주시데

이터가 고정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3.2. 격자분할을 통한 공간요소별 구역설정

(1) 실험이미지의 격자 분할

공간색채가 용된 공간요소에 발생한 시각 주의를

분석하기 해서는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

존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공간을 격자로 분할하여 구역

별 주시데이터를 토 로 분석하는 사례가 다수 발표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격자 분석(gridded AOI) 방법을 활용

14) Robert L.Solso, 시각심리학, 신 정·유상욱 역, 시그마 러스,

2000, p.27

15) 夌島文夫, 感覺․知覺 Handbook, 誠信書店, 東京, 1969, pp.670-680

16) Gratzer, Miklos A, McDowell, Robert D, Adaptation of an eye

movement recorder to esthetic environmental mensuration,

Storr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1971

17) 최인철, 임 ;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21세기 북스, 2007,

pp.65-66

18) Deubel, Heiner, The time course of presaccadic attention shifts,

Psychological research, 72(6), 2008, pp.630-640

19) Lovegrove, W. J. Experimental evidence for a transient system

deficit in specific reading disability. Journal of the Optometric

Association, 61(2), 1990, pp.137-146

20) 본 실험환경에서 주시거리 650㎜에서 심와 2도의 범 에 해당하

는 데이터의 크기는 모니터 상(518.4㎜×324㎜) 직경 약 22.7㎜에

해당된다.

하여 각 공간요소별 주시데이터를 추출하여 시지각 주의

특성을 악하 다. 격자 분석은 주시 지속시간(dwell

time)의 정도를 각 구역(cell)에 입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므로,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학 표

, 알고리즘 수치화에 유용한 분석 툴이다.21) 하지만 격

자 분석의 문제는 구역의 수를 선정하는 방법인데, 구역

의 크기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이러한 임의성을 피하기 해 격자 분석을 이용한

연구는 한 구역 크기의 산정이 필요하다. 이와 련

하여 김주 (2012)은 연구자 임의 로 구역을 분할하고

있음을 지 하고, 12×12로 구역 분할하는 것을 분석기

으로 제시한 것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12×12 격자로

구역을 나 고, 각 구역의 주시횟수를 토 로 분석하는

것이 합한 것으로 단하 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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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d]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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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h]이미지

<그림 3> 12×12 격자로 분할한 실험이미지

(2) 공간요소별 색채 용구역

색채 용 공간요소에 한 시각 주의를 평가하기

하여, 앞서 실험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색채를 용한

7개의 공간요소를 본 실험의 분석틀인 12격자의 해당하

는 구역을 추출하여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색채가 용

된 공간요소별로 시각 주의 특성을 악하 다.

<표 6>의 색채 용요소에 한 해당 구역의 수는

<그림 5>의 격자에 공간요소가 차지하고 있는 구역의

수를 의미한다. 색채 용요소에 한 해당 구역의 수를

살펴보면 체 144개 ①벽면은 좌측에 치해 있으며

18개(12.5%), ②기둥은 간과 우측에 치하고 있으며

22개(15.3%), ③캔틸 버는 7개(4.9%), ④조형천정은 4개

(2.8%), ⑤안내데스크는 5개(3.5%), ⑥바닥패턴은 23개

(16%), ⑦원형조명은 11개(7.6%)가 해당된다.

각 공간요소들에는 강조색 보조색이 용되어 있으

며, 기타 요소인 벽, 천정, 바닥 부분은 주조색으로 무채

색 계열이 용되어 있으며 54개(37.5%)가 해당된다.

21) Holmqvist, Kenneth 외 5인, Eye tracking ; A comprehensive

guide to methods and measure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New York, 2011, p.212

22) 김주 (2012)의 연구에서는 모니터의 크기(413㎜×310㎜)와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모니터 크기(518.4㎜×324㎜)가 다르지만, 12격자로 분

할한 1개 구역의 크기가 43.2㎜×27㎜인 을 감안하면, 심와의

직경인 22.7㎜가 1개 구역의 크기보다 작으므로 분석결과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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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공간요소 구역 수
비율(%)

색채 용 구역23) 체 구역24)

① 벽면 18 20.0 12.5

② 기둥 22 24.4 15.3

③ 캔틸 버 7 7.8 4.9

④ 조형 천정 4 4.4 2.8

⑤ 안내데스크 5 5.6 3.5

⑥ 바닥패턴 23 25.6 16.0

⑦ 원형 조명 11 12.2 7.6

소계 90 62.5 -

기타 54 - 37.5

합계 144 - 100

<표 6> 공간요소별 구역의 개수와 비율

A B C D E F G H I J K L

a ④ ④ ④조형천정

b ⑦원형조명 ② ⑦원형조명

c ⑦ 기둥

d 기둥 ② ③캔틸 버

e ① 벽면 기둥

f ② ② ⑤안내데스크

g 기둥 기둥

h 바닥 바닥

i 바닥

j

k ⑥ 바닥 ⑥바닥패턴

l

a

b

c

d

e

f

g

h

i

j

k

l

<그림 5> 색채가 용된 공간요소별 해당 구역(하단은 [Ch]이미지)

4. 색채 시각 주의 특성

4.1. 공간요소별 시각 주의 분석

색채 용요소에 한 1개 구역 당 평균 주시횟수25)

의 비교를 통해 시각 주의가 많이 발생한 요소를 도출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시각 주의가 발생한 공간요소

는 ⑤안내데스크(81.03회)이며, 다음으로 ②기둥(68.16회)

이다. 반면에 ⑥바닥패턴(7.12회)은 가장 낮은 시각 주

23) 합계 개수(144) – 기타 개수(54) = 색채 용 구역(90)

24) 체 구역(144)

25) 공간 요소별로 해당하는 구역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시횟수로

상호 간의 시각 주의의 차이를 도출하는데 객 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간 요소별로 획득한 주시횟수를 해당 구역의 수

로 나 평균값을 평균 주시횟수로 정의하 다.

의가 발생했는데, 무채색이 용된 기타 공간요소(15.09

회)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①벽면(18.38회),

③캔틸 버(26.32회)가 비교 낮은 주시횟수를 나타냈다.

각 공간요소별로 높은 주시횟수를 나타난 이미지를 살

펴보면 성인이 선호하는 색채로 구성된 이미지에 부분

높은 시각 주의를 보 지만, ⑦원형조명은 어린이가

선호하는 색채로 구성된 [Ch]이미지의 Y계열의 색채에

시각 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요소 구역 수
이미지

소계
[Ad] [Ch]

① 벽면 18 10.22 8.16 18.38

② 기둥 22 37.65 30.51 68.16

③ 캔틸 버 7 16.50 9.82 26.32

④ 조형천정 4 17.93 13.13 31.06

⑤ 안내데스크 5 44.93 36.10 81.03

⑥ 바닥패턴 23 4.01 3.11 7.12

⑦ 원형조명 11 11.24 16.40 27.64

기타 54 8.34 6.75 15.09

: 공간요소별 주시횟수가 높은 이미지

<표 7> 성인의 색채 용 공간요소별 평균 주시횟수

어린이가 가장 높은 시각 주의가 발생한 공간요소는

⑤안내데스크(63.94회)이며, 다음으로 ②기둥(53.01회), ④

조형천정(39.5회)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시각 주의를 보인 공간요소는 ⑥바닥패턴(7.12회)으로

써, 기타 공간요소(15.09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선호한 [Ad]이미지에 높은 시각 주의를 보

인 공간요소는 ④조형천정(+16.68회)과 ⑥바닥패턴(+2.02

회)이며, 다른 공간요소들은 어린이가 선호한 [Ch]이미지

에 시각 주의가 많이 발생했다.

공간요소 구역 수
이미지

소계
[Ad] [Ch]

① 벽면 18 10.05 11.48 21.53

② 기둥 22 26.93 30.08 53.01

③ 캔틸 버 7 6.77 16.39 23.16

④ 조형천정 4 28.09 11.41 39.50

⑤ 안내데스크 5 24.36 39.58 63.94

⑥ 바닥패턴 23 5.87 3.85 6.98

⑦ 원형조명 11 9.49 12.83 22.32

기타 54 8.75 8.93 17.68

: 공간요소별 주시횟수가 높은 이미지

<표 8> 어린이의 색채 용 공간요소별 평균 주시횟수

성인과 어린이의 시각 주의 특성을 정리하면 선호하

는 색채로 구성된 이미지일지라도 모든 공간요소에 시각

주의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어

린이가 선호하는 [Ch]이미지의 ⑦원형조명에 용된 색

채에 시각 주의가 높았으며, 어린이는 성인이 선호하

는 [Ad]이미지의 ④조형천정과 ⑦바닥패턴에 용된 색

채에 시각 주의가 높았다.

시각 주의가 가장 높은 공간요소는 ⑤안내데스크로

밝 졌다. ②기둥은 2순 로 시각 주의가 높은 공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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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②기둥 ⑤안내데스크 ⑥바닥패턴 ⑦원형조명

[Ad]

[Ch]

<표 9> 이미지별 공간요소에 용한 색채

소로써 공간의 앙에 치하여 시선의 심에 있는데

비해 이미지 상 우측에 치한 안내데스크의 시각 주

의가 높다는 것은, 방문자가 로비공간을 탐색할 때 안내

데스크를 탐색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악된다.

한 2순 로 시각 주의가 높은 공간요소인 ②기둥

은 공간 구조상 시선의 가운데 치하는 경우가 많고,

규칙 으로 배열되어 시야에 빈번하게 포함되어 이러한

주시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⑥바닥패턴은 무채색이 용된 기타 공간요소

보다 낮은 시각 주의가 일어났다. 즉 바닥은 색채가

용되어 있을지라도 주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색채 차이에 따른 공간요소별 주시특성

실험 이미지별 [Ad] / [Ch]에 색채가 다르게 용된 공

간요소는 ②기둥, ⑤안내데스크, ⑥바닥패턴, ⑦원형조명

이 해당된다. 실험 이미지별로 공간요소에 용한 색채

는 다음 <표 9>와 같다.

색채 차이에 따른 공간요소별 주시횟수의 차이를 <표

10>에서 살펴보면 ②기둥과 ⑤안내데스크는 방문자 그

룹별로 선호하는 색채로 구성된 이미지에 시각 주의가

높았다.

⑥바닥패턴은 평균 4.21회로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상

당히 낮은 주의집 도를 보이며, 성인과 어린이 모두

[Ch]이미지의 B계열보다 [Ad]이미지의 P계열에 약간 높

은 시각 주의(성인+0.9회, 어린이+2.2회)를 나타냈다.

⑦원형조명은 ⑥바닥패턴과는 반 로 성인과 어린이

모두 [Ad]이미지의 R계열보다 [Ch]이미지의 Y계열에 시

각 주의(성인+5.16회, 어린이+3.34회)가 높았다.

그룹 이미지 ②기둥 ⑤안내데스크 ⑥바닥패턴 ⑦원형조명

성인
[Ad] 37.65 44.93 4.01 11.24

[Ch] 30.51 36.10 3.11 16.40

어린이
[Ad] 26.93 24.36 5.87 9.49

[Ch] 30.08 39.58 3.85 12.83

평균 31.29 36.24 4.21 12.49

: 피실험자 그룹별 주시횟수가 높은 이미지

<표 10> 색채 차이에 따른 공간요소별 평균 주시횟수

4.3. 색조 차이에 따른 공간요소별 주시횟수

색조 차이가 용된 공간요소는 3가지 공간요소로써

<그림 5>에서 ①벽면, ③캔틸 버, ④조형천정이 해당된

다. 각 공간요소에 용한 색조를 살펴보면, [Ad]이미지

에는 선명한(vivid) 계열의 색채가 용되었으며, [Ch]이

미지에는 연한(pale) 계열의 색채가 용되었다.<표 11>

이와 같은 요소가 해당되는 구역에 한 평균 주시횟

수를 비교하여, 색조 차이에 따른 주의집 특성을 악

하 다.

구분
①벽면 ③캔틸 버 ④조형천정

[Ad] [Ch] [Ad] [Ch] [Ad] [Ch]

색채

색조
선명한

(V)

연한

(P)

선명한

(V)

연한

(P)

선명한

(V)

연한

(P)

[Ad] [Ch]

<표 11> 이미지별 공간요소에 용된 색조

성인은 <선명한> 색조로 용된 [Ad]이미지의 공간요

소에 많은 주시횟수가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①벽면은 <선명한>이 10.2회(6.8%)로 <연한>의 8.2회

(6.6%)에 비하여 시각 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차이가 2회(0.2%)로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③캔틸

버는 <선명한>이 16.5회(10.9%), <연한>이 9.8회

(7.9%)로 <선명한>에 주시횟수가 많았으며, ④조형 천정

도 <선명한>에 많은 주시횟수가 나타났는데, <선명한>

이 17.9회(11.9%)로 <연한>의 13.1회(10.8%)보다 시각

주의가 높았다.

즉, 성인은 <선명한> 색조가 용된 공간요소에 시각

주의가 높다고 단되며, ①벽면의 경우에는 큰 차이

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인은 색조가 다르더라

도 넓은 면 에 체 으로 용할 경우에는 시각 주

의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고 단된다.

이미지-색조

①벽면 ③캔틸 버 ④조형천정

평균

주시횟

수

비율

(%)

평균

주시횟

수

비율

(%)

평균

주시횟

수

비율

(%)

[Ad]-선명한 10.2 6.8 16.5 10.9 17.9 11.9

[Ch]-연한 8.2 6.6 9.8 7.9 13.1 10.6

: 공간요소별 색조에 한 높은 주시횟수와 비율

<표 12> 성인의 색조 차이에 따른 평균 주시횟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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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경우에는 ④조형천정을 제외하고 <연한> 계

열의 색채가 용된 [Ch]이미지에 높은 시각 주의 특

성이 나타났다.

①벽면은 <선명한>에 평균 10회(8.3%), <연한>에 평

균 11.5회(8.5%)로 <연한>에 평균 1.5회(0.2%) 더 많은

주시횟수가 나타났다.

③캔틸 버는 <선명한>에 6.8회(5.8%), <연한>에

16.4회(12.2%)로, <연한>에 9.6회(6.4%)의 주시횟수가 더

많았다.

이미지-색조

①벽면 ③캔틸 버 ④조형천정

평균

주시횟수

비율

(%)

평균

주시횟수

비율

(%)

평균

주시횟수

비율

(%)

[Ad]-선명한 10.0 8.3 6.8 5.6 28.1 23.3

[Ch]-연한 11.5 8.5 16.4 12.2 11.4 8.5

: 공간요소별 색조에 한 높은 주시횟수와 비율

<표 13> 어린이의 색조 차이에 따른 평균 주시횟수와 비율

①벽면과 ③캔틸 버는 넓은 면 에 한 가지 색채를

용했는데, 이러한 경우 어린이는 <선명한>보다 <연

한> 색채에 시각 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③캔틸 버는 <선명한> 색채가 용된 [Ad]이미지에 평

균 6.8회(5.6%)인 반면에 <연한> 색채가 용된 [Ch]이

미지에 평균 16.4회(12.2%)로 시각 주의가 월등히 높

았다.

④조형천정은 <선명한> 색채가 용된 [Ad]이미지에

평균 28.1회(11.4%)로 [Ch]이미지의 평균 11.4회(8.5%)보

다 높은 시각 주의가 나타났다. [Ch]이미지의 ④조형

천정에 용된 색채는 천정색과 유사하여, <연한> 색채

가 용되었을 경우에는 형태가 잘 부각되지 않다가,

<선명한> 색채가 용되면 형태를 더욱 부각시키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단된다.

보편 으로 공간요소에 <선명한> 색채가 용되었을

경우에 시각 주의가 높을 것이라고 상하지만, 넓은

면 에 <선명한> 색채가 용되었을 경우에는 <연한>

계열이 용되었을 경우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시선추 을 통해 얻어진 주시데이터를 토

로 색채 용 공간요소별 시각 주의 특성과 색조 차이

에 따른 시각 주의 특성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방

문자들의 공간요소별로 색채에 한 시지각 주의집 특

성을 악하 다. 이를 통해 동일한 형태의 공간요소일

지라도 색채가 달라짐에 따라서 시각 주의에 차이가

있으며, 성인과 어린이의 차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공간요소에 용된 색채의 차이가 시각 주

의에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병원의 방문자인 성인과 어린이 모두 색

채가 용된 공간요소 안내데스크에 시각 주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인은 조형천정>원형조명>캔틸 버>벽면>

바닥패턴의 순으로 시각 주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어린이는 조형천정>캔틸 버>원형조명>벽면>

바닥패턴의 순으로 성인과 거의 동일한 공간요소별 시각

주의 특성이 나타났다. 어린이병원 로비공간에서 안

내데스크는 시각 주의가 높은 요한 공간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둥은 다른 공간요소보다 상 으로 높은 주

의집 도를 보 다. 따라서 기둥에 강조색을 용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필요

한 경우에만 부분 으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된다.

셋째, 바닥패턴은 다른 요소들에 비하여 시각 주의

를 끌기에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 길찾기를 지

원하기 하여 바닥패턴을 활용할 경우 색채계획과 더불

어 사인이나 그래픽 요소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넓은 면 에 한 가지 색채가 용되었을 경우,

보편 상식과는 다르게 <선명한>과 <연한>계열의 색

채 간의 시각 주의는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어린이

는 <선명한> 색채보다 <연한> 색채에 더욱 높은 시각

주의를 보 다. 어린이를 한 색채계획을 실시할 시

<선명한> 색채를 넓은 면 에 용하는 것보다 <연한>

색채를 바탕색으로 하여 <선명한> 색채를 활용하여 강

조하는 것이 주목성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한 방법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공간요소별 색채에 한 시각 주의 특성

을 분석하여, 방문자 그룹별로 나타난 주시특성 뿐만 아

니라, 각 공간요소별 색채에 한 면 한 분석이 가능하

다. 한 색채에 한 시지각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서, 정량 분석방법인 시선추 분석으로 시도함으로써,

색채 지각특성을 보다 객 이고 구체 으로 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이병원의 색채 계획 시

객 인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시작

으로 공간에서의 색채 환경에 한 다각 인 연구가 지

속된다면 공간 이용자의 지각특성에 부합한 이용자 심

의 디자인을 실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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