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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21세기는색(色)의질서와규칙을필요로할정도로

넘쳐나는 ‘색의시 ’를이루었고, 색의이용은인류문

화의흐름과함께다양한궁 증을유발하고있다. 이

미 가시 선을 이용한 색 치료는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허가와미국국방성에서

육군의 응 처치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 축

녹색광 밝기에 따른 심리․생리(심박변이) 반응 및 영향 분석

(Analysis of Psychological, Physiological(Heart Rate Variability) Response 

& Influence Consequent on Green Light Br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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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 of green light consequent on maximum brightness 85 lx and intial

brightness 15 lx, and its accompanying psychological, physiological response. 1) As a result of

psychology(general stress evaluation, Symptom Checklist-90-Revision) evaluation, all stress evaluation

items mostly showed a decrease, and they are comparatively positively evaluated in minimum

brightness 15 lx comparing to maximum brightness 85 lx. 2) Physiological (Heart Rate Variability)

evaluation result was included in stable range in all cardiovascular system variables after light

stimulus in time of comparison with the standard range; in addition, the Heart Rate Variability

evaluation result was found to be stable in all cardiovascular system variables except Low Frequency

in minimum brightness 15 lx comparing to maximum brightness 85 lx. 3) Green light was found not to

appear as a stimulating factor in the human body in time of space projection, being found to be

effective in stability of mind and body, and reduction in stress. Thus, it was found that green light

functioned as an emotional, relaxing tranquilizer by working on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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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표 선수를 치료하는데 공식 으로 사용되고 있

다[1].

색 이인간에게미치는 향은정신 ․육체 노

동을 수행하는 인들에게 치유 완화 작용으로

나타날 수있으며, 심리 인 역뿐만 아니라 생리학

역까지 그 가능성을 확 하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을이용한치료는 의학에의해서빠르게규명

되고있으며, 녹색 의효능은심신의안정, 자율신경

계의 활성화, 스트 스 감소 등 색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가시 선 역

첨두 장(Peak Wavelength) 519 nm의 녹색 을

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의 밝기에 따른 자극 ․후

심리․생리 스트 스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녹색 의

효능을 규명하고자 하 다.

1.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평가는녹색 의심리․생리반응을살펴보기 해

3단계로 구성하 으며, 설문지와 심박변이(HRV)에

의한자극 ․후변화율을확인하 다.

1) 설문지에의한심리평가는자극 ․후일반 인

스트 스 평가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를 실시하 다.

2) ㈜LAXTHA의 POLY G-I( 산화폴리그래 시

스템)에 의한 심박변이(Heart Rate Variability)

는 자극 ․시․후 3회 측정하 으며, 6가지의

심 계 변수를 확인하 다.

3) 심리․생리결과에의한변화량을비교하고유의

차 검정을 실시하 다.

2. 이론적 고찰

2.1 색광치료(Chromo therapy)

색채는그 속성에 따라고유의 장을가지고있으

며, 신체에 있는 부분의 세포외기질(Extracellualr

matix)의 크기와 가시 선 장은 유사하다. 이에 세

포막에있는당단백질DNA사슬 일부는가시 선

의주 수 역에있는 자기에 지에의해서공명

되며, 가시 선범 안에속하는색채는인간의몸에

각각의 생리학 문제들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2].

이에 색 치료는 치료가 가능한 체의학으로써

색 을 질환부 에 조사하여 자연치유력을 높일 뿐

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치료를 보완하고 있다. 한

수술을 하거나 항생제를 투여하는 신에 인체의자

연 면역력을 증강시켜 병을이겨내게하는 치료방법

이다[3].

Fig. 1. Physiological Response Process of Chromo
Therapy

2.2 녹색의 효능

2.1.1 심리적 능

1940년 Faer Biren과 DuPont사의 력으로개발

된안 색채의녹색은심리 기 색 2G 4.4/6, 허용

치 ±0.5로 구분한다. 이는 안 , 진행, 구 , 구호를

표시하는 기본색으로 흰색을 곁들여 사용하며, 험

이없는곳, 험방지는구 에 계가있는곳, 피

방향, 비상구, 안 지도, 진행신호기에 사용된다. 이

처럼 상시 으로 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사장이나

작업 장에서는 요한 역할을 하며, 직감 ․감성

근의 디자인 기능이 결합되어 물리 ․시각

인 요소인 공공시설물, 표지 등에 용된다. 이에

녹색은 이용자가 체감할 수있는 효율 인 달력을

확보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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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pplication Case of Green

2.1.2 생리적 반

1930년 미국의 색채 치료요법 선구자인

Dinshah P Ghadiali는 색채 장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에 미치는 향에 해서 연

구하 으며, 그는 특정한 색채가 특정 신체기 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을 입증하려 하 다. 그 결

과 질병에 걸린 부분을 특정한 색채에 노출시키면

그 색채가 도움을 다는 사실을 발견하 으며, 녹

색의 경우 물리 , 정신 으로 진정 이며, 안정감

을 주고, 피로한 사람에게는 청정제로 작용한다

하고 있다[5].

이에 선행연구에 의한 녹색의 효능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은교감신경계에작용하여 의긴장을해

소시키고 압을 내린다.

2) 녹색은감정 안정제가되며뇌하수체의흥분제

이기도 하다.

3) 녹색은 진정색으로 신경계에 작용하여 불면증,

피로 과민성 등에 효과 이다.

4) 녹색은 비타민 B1의 색채로 사용된다.

5) 녹색은모세 을팽창시켜따뜻한감성형성에도

움을 다.

이처럼녹색은천식, 감기, 복통, 피로, 심장질환, 고

압, 후두염, 신경통, 불면증 등에 효과가 있다.

3. 실험 방법

3.1 실험 환경

실험공간은 조 (Dimming)이 가능한색 (R,G,B)

LED가 용된 3950 ㎜×3800 ㎜×2550 ㎜의 단 공간

이며, 규모 26.12 ㎡의 테스트베드이다. 조명설치방식

은간 조명방식인천장코 조명을사용하 으며, 뒷

면은빛을차단하기 해암막커튼을설치하 다. 그

외가구나자극 인색채등평가에 향을 만한요

소는 배제하 다.

Fig. 3. Test bed

3.2 실험 광원

천정코 조명에는 RGB CHIP이 삽입된 480 ㎜

×45 ㎜×25 ㎜의 LEDBAR가 6 EA 설치되어있으며,

㈜유비젼의 DMX512의 통신방식에 의해 조명을 제

어하 다.

평가에사용될물리량을구분하기 해바닥으로부

터 높이 80±5 cm에서 KS 5 법에 의한 평균조도를

측정하 다. 이에 각 변인에따른 분 분포도와 평균

조도는 표 1과 같다.

녹색 의 첨두 장(Peak Wavelength)은 밝기

에 구분 없이 519 nm의 동일 색좌표를 가지며,

녹색 의 자극량(lx)은 조명 밝기에 따라 85 lx,

15 lx로 구분하 다. 조명 밝기는 조명제어 로

그램에 의해 조 (Dimming)이 가능한 최 밝기

와 최소 밝기를 구분하 으며, 이에 본문에서는

85 lx를 최 밝기, 15 lx를 최소 밝기로 명명(命

名)하 다.

Fig. 4. Illustration of Green Light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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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y of Experimental Light
Source and Spectral Distribution

최 밝기 녹색

Peak Wavelength Lv x y

519 17174.66 0.1585 0.7362

최소 밝기 녹색

Peak Wavelength Lv x y

519 5219.86 0.1579 0.7377

조명

변인

R,G,B KS 5 법 평균

조도R G B 1 2 3 4 5( 앙)

최 0 255 0 72.1 71.8 65 75.1 111 84.667

최소 0 48 0 13.25 13.57 11.93 13.79 20.36 15.543

3.3 피험자 구성

피험자는색약, 색맹등안(眼) 질환이없으며, 평상

시 압이정상 이고, 심장질환이 없는건강한 사람

을 상으로 하 다. 이에 건축조명환경에 지각 능

력이있다고인정되는건축공학과 4학년이상 학

원생 16명을 상으로 선정하 다.

Table 2. Examinando propension

연령 총원 남성 여성

20～30 16명 13명(81 %) 3명(3 %)

조건 총원 착용 미착용

안경유무 16명 1명(6 %) 15명(94 %)

시력

교정시력 1.0 이상

3.4 평가방법

피험자의심리․생리상태를고려하여충분히안정

을취한뒤그림 5의평가진행방법에따라진행하

다. 이에자극 , 시, 후의 3단계로진행되었으며, 자극

시에는 밝기에 따른 녹색 을 투사하 다. 자극 ․

후에는 심리 평가지를 작성하 으며, 각 단계당 심박

변이를 측정하 다.

Fig. 5. Progression of Evaluation

3.4.1 심리평가

심리평가는 녹색 의 자극 ․후 일반 스트 스

수 평가와간이정신진단검사를실시하 다. 일반

스트 스수 평가는직무스트 스의이해와 리

략(2008. 남 학교출 부)[6]의평가지표를변형하

여 사용하 으며, SD(Semantic Differential Method)

법에 의해 바람직한 수 과 험한 수 을 구분하

다.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는 Derogatis(1977)

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김재환, 김 일 원호택

(1984)에 의해 재표 화되었다[7]. 간이정신진단검사

는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 목록 검사이며, 90문항에

해 심리 진단 검사를 실시하 다.

Fig. 6. Illustration of Psychology Evaluation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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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생리평가

그림 7 ㈜LAXTHA의 Poly G-I는 뇌 심 도,

근 도 측정이 용이하며, 본 연구에서는 심박변이와

자율신경계 반응을 확인하 다. 평가 장비의 패치

는 양손목과 뒷목에 부착하 으며, 진행자의 신호에

맞춰 자극 ․시․후변인당 5분간 측정하 다. 한

피험자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안정 데이터를 얻기

해 측정간 암실 조성과 명순응을 실시하 다.

Fig. 7. Heart Rate Variability Measuring
Equipment

Table 3. Cardiovascular System Variable

분류 변수 내용 정 반응

시간

역

Mean HR

(cycle/min)
평균심박수 ▼

Mean RR(ms) 평균심박거리 ▲

SDNN(ms) 외부환경에 한 응력 ▲

주 수

역

VLF(ms2) 체온조 , 운동 ▲

LF(ms2) 정신 인 스트 스 ▼

HF(ms2) 호흡주기, 심박동의 변화 ▲

출력된그래 는㈜LAXTHA의TeleScan 3.1 소 트

웨어를 통해 심 계 변수인 시간 역(Mean HR,

Mean RR, SDNN(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

과 주 수 역(VLF(Very Low Frequency), LF(Low

Frequency), HF(High Frequency))을 확인하 다.

4. 심리 평가 결과

4.1 일반적 스트레스

4.1.1 최대 밝 (85 lx) 녹색  

일반 인스트 스수 평가는자극 에비해자극

후 모든 응에서 감소하 다. 이 능력발휘․의욕

상실의 응, 기분상쾌․ 조불안의 응에서감소의

폭이 0.1로 가장 었으며, 활력․피로감의 응에서

감소의 폭이 0.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1) 능력발휘․의욕상실의 응에서는자극 (2.4)보

다 자극후(2.3) 감소하 으나, 변화가 미미(微微)

하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한유의차(0.257)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의력향상․집 력부족의 응에서는 자극

(2.5)보다 자극후(2.2)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160)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기분상쾌․ 조불안의 응에서는자극 (2.4)보

다 자극후(2.3) 감소하 으나, 변화가 미미(微微)

하며, 통계 으로 모수에 의한 유의차(0.456)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 General Stress Evaluation Result

Table 4. General Stress Significance Probability

(p<0.05)_비모수, (p>0.05)_모수, 비매칭_비모수

응
shapiro-wilk(정규성 검정) 유의

확률자극 자극후 모수/비모수

능력발휘․의욕상실 0.039 0.017 비모수 0.257

주의력향상․집 력부족 0.015 0.204 비모수 0.160

기분상쾌․ 조불안 0.056 0.207 모수 0.456

활력․피로감 0.03 0.031 비모수 0.053

컨디션최 ․식욕부진 0.003 0.036 비모수 0.058

*: 유의수 0.05 미만

4) 활력․피로감의 응에서는 자극 (2.7)보다 자

극후(2.3)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

한 유의차(0.053)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컨디션최 ․식욕부진의 응에서는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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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보다 자극후(2.3)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058)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4.1.2 최  밝 (15 lx) 녹색

일반 인 스트 스 수 평가는 주의력향상․집

력 응을제외하고, 자극 에 비해 자극후 감소하

다. 이 주의력향상․집 력 응에서는 변화가없

었으며, 컨디션최 ․식욕부진의 응에서 변화율이

0.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1) 능력발휘․의욕상실의 응에서는자극 (2.8)보

다자극후(2.6)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

에 의한 유의차(0.317)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의력향상․집 력부족의 응에서는 자극

(2.8)보다 자극후(2.8) 변화는 없었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705)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기분상쾌․ 조불안의 응에서는자극 (2.9)보

다자극후(2.5)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

에 의한 유의차(0.035)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 General Stress Evaluation Result

Table 5. General Stress Significance Probability

(p<0.05)_비모수, (p>0.05)_모수, 비매칭_비모수

응
shapiro-wilk(정규성 검정) 유의

확률자극 자극후 모수/비모수

능력발휘․의욕상실 0.004 0.049 비모수 0.317

주의력향상․집 력부족 0.002 0.092 비모수 0.705

기분상쾌․ 조불안 0.201 0.037 비모수 0.035*

활력․피로감 0.268 0.071 모수 0.096

컨디션최 ․식욕부진 0.205 0.471 모수 0.056

*: 유의수 0.05 미만

4) 활력․피로감의 응에서는 자극 (2.9)보다 자

극후(2.6)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모수에의한

유의차(0.096)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컨디션최 ․식욕부진의 응에서는자극 (3.1)

보다자극후(2.6)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모수

에 의한 유의차(0.056)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1.3 극전․후 변화량에 한 동시 비

평가지에 의한 최 ․최소 밝기 녹색 의 일반

인스트 스수 은자극 에비해자극후비교 모

든 응에서감소하 으나, 최소밝기녹색 의주의

력향상․집 력부족 응에서는변화의양상이나타

나지 않았다. 이 최소 밝기 녹색 의 컨디션최

․식욕부진의 응에서 변화율이 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 능력발휘․의욕상실의 응에서는 자극 ․후

변화율이최소밝기의 경우 0.2, 최 밝기의 경

우 0.1로 평가되었으며, 변화의 차가 미미(微微)

하다.

2) 주의력향상․집 력부족의 응에서는 자극

․후변화율이최소밝기의경우 0, 최 밝기

의경우 0.3으로평가되었으며, 최소밝기에비해

최 밝기에서 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3) 기분상쾌․ 조불안의 응에서는 자극 ․후

변화율이최소밝기의 경우 0.4, 최 밝기의 경

우 0.1으로평가되었으며, 최 밝기에비해최소

밝기에서 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4) 활력․피로감의 응에서는 자극 ․후 변화율

이최소밝기의경우 0.3, 최 밝기의경우 0.4으

로 평가되었으나, 변화의 차가 미미(微微)하다.

Fig. 10. General Stress Evaluation 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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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eneral Stress Evaluation Change Rate

응

자극 ․후의

변화율
백분율(%) 정

요인
최소 최 최소 최

능력발휘․의욕상실 0.2 0.1 66.7 33.3 -

주의력향상․집 력부족 0 0.3 0.0 100.0 최

기분상쾌․ 조불안 0.4 0.1 80.0 20.0 최소

활력․피로감 0.3 0.4 42.9 57.1 -

컨디션최 ․식욕부진 0.5 0.3 62.5 37.5 최소

5) 컨디션최 ․식욕부진의 응에서는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우 0.5, 최 밝기의 경

우 0.3으로평가되었으며, 최 밝기에비해최

밝기에서 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4.1.4 결

일반 인스트 스수 은자극 보다자극후비교

모든 응에서 감소되었으나, 최소 밝기의 주의력

향상․집 력부족의 응에서는 변화의 양상이 나타

나지 않았다. 그 최소 밝기의 컨디션최 ․식욕부

진의 응에서 가장 낮게 평가됨으로써 가장 안정

인 응으로 해석이 된다.

자극 ․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능력발휘․의욕

상실, 활력․피로감의 응에서는 변화의 차가 미미

(微微)하여, 정 인변수를 단할수없었다. 그외

주의력향상․집 력부족의 응에서는 최소 밝기에

비해최 밝기에서안정 으로평가되었으며, 기분상

쾌․ 조불안, 컨디션최 ․식욕부진의 응에서는

최 밝기에 비해 최소 밝기에서 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4.2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

4.2.1 최대 밝 (85 lx) 녹색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는 자극 보다 자극후 모든

심리증상은 감소하 다. 그 인 민에서는 자극

․후의 차가 0.01으로 변화율이 가장 었으며, 편

집증에서 자극 ․후의차가 0.2로 변화율이 가장크

게 나타났다.

1) 강박증은자극 1.23에서 자극후 1.15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한유의차(0.119)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포불안은자극 1.15에서 자극후 1.13으로 미

미(微微)하게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

에 의한 유의차(0.257)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 민은자극 1.19에서 자극후 1.18로 미비

하게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438)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불안은자극 1.21에서자극후 1.13으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한유의차(0.244)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신체화는자극 1.21에서 자극후 1.17으로 감소

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

(0.062)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우울은 자극 1.2에서 자극후 1.15으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한유의차(0.106)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감은 자극 1.13에서 자극후 1.1로 미미(微

微)하게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

한 유의차(0.492)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Symptom Checklist-90-Revision Result
and Significance Probability

(p<0.05)_비모수, (p>0.05)_모수, 비매칭_비모수

증상
평균 shapiro-wilk(정규성 검정) 유의

확률자극 자극후 자극 자극후 모수/비모수

강박증 1.23 1.15 0.000 0.000 비모수 0.119

공포불안 1.15 1.13 0.000 0.000 비모수 0.257

인 민 1.19 1.18 0.000 0.000 비모수 0.438

불안 1.21 1.13 0.000 0.000 비모수 0.244

신체화 1.21 1.17 0.000 0.000 비모수 0.062

우울 1.2 1.15 0.000 0.000 비모수 0.106

감 1.13 1.1 0.000 0.000 비모수 0.492

정신증 1.16 1.11 0.000 0.000 비모수 0.109

편집증 1.33 1.13 0.000 0.000 비모수 0.042*

*: 유의수 0.05 미만

8) 정신증은자극 1.16에서 자극후 1.11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한유의차(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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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편집증은자극 1.33에서 자극후 1.13으로 감소

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

(0.042)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최  밝 (15 lx) 녹색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는 자극 보다 자극후 모든

심리증상은 감소하 다. 그 자극 ․후의 차가정

신증에서는 0.04로변화율이가장 었으며, 인 민

에서 0.15로 변화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1) 강박증은자극 1.32에서 자극후 1.18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한유의차(0.012)

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포불안은 자극 1.2에서 자극후가 1.13으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한유의차

(0.084)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 민은자극 1.34에서 자극후 1.19로 감소

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

(0.011)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불안은자극 1.22에서자극후 1.13으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한유의차(0.034)

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Symptom Checklist-90-Revision Result
and Significance Probability

(p<0.05)_비모수, (p>0.05)_모수, 비매칭_비모수

증상
평균 shapiro-wilk(정규성 검정) 유의

확률자극 자극후 자극 자극후 모수/비모수

강박증 1.32 1.18 0.002 0.000 비모수 0.012*

공포불안 1.2 1.13 0.000 0.000 비모수 0.084

인 민 1.34 1.19 0.006 0.000 비모수 0.011*

불안 1.22 1.13 0.000 0.000 비모수 0.034*

신체화 1.26 1.15 0.000 0.000 비모수 0.035*

우울 1.3 1.17 0.000 0.000 비모수 0.01*

감 1.19 1.12 0.000 0.000 비모수 0.171

정신증 1.19 1.15 0.000 0.000 비모수 0.236

편집증 1.25 1.15 0.000 0.000 비모수 0.042*

*: 유의수 0.05 미만

5) 신체화는자극 1.26에서 자극후 1.15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한유의차(0.035)

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우울은 자극 1.3에서 자극후 1.17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01)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감은자극 1.19에서 자극후 1.12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한유의차(0.171)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정신증은자극 1.19에서 자극후 1.15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한유의차(0.236)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편집증은자극 1.25에서 자극후 1.15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비모수에의한유의차(0.042)

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극전․후 변화량에 한 동시 비

평가지에의한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는자극 보다

자극후모든심리증상은감소하 다. 이 최 밝기

녹색 의 인 민에서변화율이 0.15로가장높게나

타났으며, 최 밝기녹색 의 인 민에서변화율이

0.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 강박증은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

우 0.14, 최 밝기의 경우 0.08로 평가되었으며,

최 밝기에비해최소밝기에서 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2) 공포불안은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우 0.07, 최 밝기의 경우 0.02로 평가되었으

며, 최 밝기에비해최소밝기에서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3) 인 민은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우 0.15, 최 밝기의 경우 0.01로 평가되었으

며, 최 밝기에비해최소밝기에서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4) 불안은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우

0.09, 최 밝기의 경우 0.08으로 평가되었으나,

변화의 차가 미미(微微)하다.

5) 신체화는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

우 0.11, 최 밝기의 경우 0.04로 평가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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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밝기에비해최 밝기에서 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6) 우울은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우

0.13, 최 밝기의 경우 0.05로 평가되었으며, 최

밝기보다 최소 밝기에서 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7) 감은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

우 0.07, 최 밝기의 경우 0.03으로 평가되었으

며, 최 밝기보다최소밝기에서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8) 정신증은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

우 0.04, 최 밝기의 경우 0.05로 평가되었으나,

변화의 차가 미미(微微)하다.

9) 편집증은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

우 0.1, 최 밝기의경우 0.2로평가되었으며, 최

소 밝기보다 최 밝기에서 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Table 9. Symptom Checklist-90-Revision Change
Rate

응
자극 ․후의 변화율 백분율(%) 정

요인최소 최 최소 최

강박증 0.14 0.08 63.6 36.4 최소

공포불안 0.07 0.02 77.8 22.2 최소

인 민 0.15 0.01 93.8 6.3 최소

불안 0.09 0.08 52.9 47.1 -

신체화 0.11 0.04 73.3 26.7 최소

우울 0.13 0.05 72.2 27.8 최소

감 0.07 0.03 70 30 최소

정신증 0.04 0.05 44.4 55.6 -

편집증 0.1 0.2 33.3 66.7 최

4.2.4   결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는 자극 보다 자극후 모든

심리증상은 감소하 다. 이 최 밝기의 인 민

의증상에서자극에 한효과가가장낮게평가되었

으며, 최소밝기의 인 민의증상에서가장높게평

가됨으로써 가장 안정 인 응으로 해석이 된다.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자극 ․후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불안 증상에서 변화의 차가 미미(微微)하여,

정 인 변수를 단할 수 없었다. 그 외 증상에서는

모두최 밝기에비해최소밝기에서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5. 생리 평가 결과

5.1 심박변이(Heart Rate Variability)

5.1.1 최대 밝 (85 lx) 녹색  

심박변이에 한 생리평가는 Mean HR, Mean RR

에서자극 보다자극후안정 인반응으로나타났으

며, SDNN에서 자극 (28.57±3.95 ms)보다 자극후

(28.06±3.44 ms) 감소하 다. 이는 자극으로 인해

외부환경에 한 응력이 낮아진 것으로 단된다.

VLF에서는 자극 (6.87 Ln)보다 자극후(6.78 Ln) 감

소하 으며, 체온조 ․ 운동․호르몬과 련 부

정 인 반응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LF에서는 자극

(6.18 Ln)보다 자극후(6.15 Ln) 감소하 으며, 활

동․긴장과 련하여 안정 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HF에서는 자극 (5.77 Ln)보다 자극후(5.53 Ln)보다

감소하 으며, 호흡주기․심박동의변화와 련안정

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1) Mean HR은 자극 79.67±3.09 cycle/min에서, 자

극후 77.69±3.29 cycle/min으로 감소하 으며, 통

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027)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Mean RR은자극 769.26±26.82 ms에서자극후

791.37±29.52 ms으로 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모수에 의한 유의차(0.049)는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SDNN은 자극 28.57±3.95 ms에서 자극후

28.06±3.44 ms로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모수

에 의한 유의차(0.938)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VLF는 자극 996.48±300.27 ms2에서 자극후

885.63±178.18 ms2으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

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427)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LF는 자극 482.10±126.63 ms2에서 자극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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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0±80.67 ms2으로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460)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6) HF는 자극 319.99±71.25 ms2에서 자극후

252.29±44.54 ms2으로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125)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10. Heart Rate Variability Physiological
Evaluation Result

File-Name
Mean

HR

Mean

RR
SDNN VLF LF HF

자극

평균 79.67 769.26 28.57 966.46 482.10 319.99

표 오차 3.09 26.82 3.95 300.27 126.63 71.25

표 편차 11.98 103.87 15.29 1162.94 490.45 275.94

자극시

평균 78.94 778.47 28.41 735.72 471.24 209.00

표 오차 3.33 29.09 3.95 166.86 88.49 39.95

표 편차 12.91 112.66 15.29 646.23 342.71 154.73

자극후

평균 77.69 791.37 28.06 882.63 466.50 252.29

표 오차 3.29 29.52 3.44 178.18 80.67 44.54

표 편차 12.76 114.35 13.32 690.08 312.44 172.50

Table 11. Heart Rate Variability Physiological
Evaluation Significance Probability

(p<0.05)_비모수, (p>0.05)_모수, 비매칭_비모수

File-Name
Mean

HR

Mean

RR
SDNN VLF LF HF

모수․

비모수

검정

자극 0.057 0.306 0.421 0.000 0.001 0.041

자극후 0.045 0.794 0.859 0.015 0.173 0.166

모수․

비모수
비모수 모수 모수 비모수 비모수 비모수

유의확률(양쪽) 0.027* 0.049* 0.938 0.427 0.460 0.125

*: 유의수 0.05 미만

Table 12. Standard Range Comparison

File-Name Mean HR VLF(Ln) LF(Ln) HF(Ln)

자극 79.67 6.87 6.18 5.77

자극시 78.94 6.6 6.16 5.34

자극후 77.69 6.78 6.15 5.53

표 범 60-100 5.0-7.2 4.7-7.0 3.5-6.8

*: 표 범 外

5.1.2 최  밝 (15 lx) 녹색

심박변이에 한 생리평가는 Mean HR, Mean RR

에서자극 보다자극후안정 인반응으로나타났으

며, SDNN에서 자극 (35.76±2.95 ms)보다 자극후

(39.17±3.65 ms) 증가하 다. 이는 자극으로 인해

외부환경에 한 응력이 높아진 것으로 단된다.

VLF에서는 자극 (6.34 Ln) 표 범 (6.6-8.6 Ln)보

다 미달되었으나, 자극시(6.61 Ln), 자극후(6.64 Ln)

표 범 로 회복되어 체온조 ․ 운동․호르몬과

련 안정 인 반응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1) Mean HR은 자극 81.06±3 cycle/min에서, 자극

후 78.06±3.12 cycle/min으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005)는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Mean RR은 자극 754.85±23.76 ms에서, 자극

후 785.72±25.9 ms으로 증가하 으며, 통계 으

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004)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SDNN은 자극 35.76±2.95 ms에서, 자극후

39.17±3.65 ms로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모수

에 의한 유의차(0.129)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VLF는 자극 564.46±106.81 ms2에서, 자극후

766.84±159.4 ms2으로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088)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13. Heart Rate Variability Physiological
Evaluation Result

File-Name
Mean

HR

Mean

RR
SDNN VLF LF HF

자극

평균 81.06 754.85 35.76 564.46 455.75 299.55

표 오차 3.00 23.76 2.95 106.81 83.24 65.53

표 편차 11.99 95.04 11.80 427.24 332.95 262.12

자극시

평균 79.66 767.58 38.25 745.57 574.54 246.91

표 오차 2.89 23.27 3.33 164.32 109.68 59.62

표 편차 11.56 93.06 13.32 657.29 438.70 238.48

자극후

평균 78.06 785.72 39.17 766.84 563.40 272.81

표 오차 3.12 25.90 3.65 159.40 128.03 53.59

표 편차 12.50 103.62 14.59 637.60 512.13 2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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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Heart Rate Variability Physiological
Evaluation Significance Probability

(p<0.05)_비모수, (p>0.05)_모수, 비매칭_비모수

File-Name
Mean

HR

Mean

RR
SDNN VLF LF HF

모수․

비모수

검정

자극 0.008 0.305 0.111 0.050 0.107 0.049

자극후 0.003 0.075 0.656 0.003 0.001 0.074

모수․

비모수
비모수 비모수 모수 비모수 비모수 비모수

유의확률(양쪽) 0.005* 0.004* 0.129 0.088 0.278 0.836

*: 유의수 0.05 미만

Table 15. Standard Range Comparison

File-Name Mean HR VLF(Ln) LF(Ln) HF(Ln)

자극 81.06 6.34 6.12 5.7

자극시 79.66 6.61 6.35 5.51

자극후 78.06 6.64 6.33 5.61

표 범 60-100 5.0-7.2 4.7-7.0 3.5-6.8

*: 표 범 外

5) LF는 자극 455.75±83.24 ms2에서, 자극후

563.4±128.03 ms2으로증가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278)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6) HF는 자극 299.55±65.53 ms2에서, 자극후

272.81±53.59 ms2으로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

비모수에 의한 유의차(0.836)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5.1.3 극전․후 변화량에 한 동시 비

1) Mean HR은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우 3.9 cycle/min, 최 밝기의경우 1.98 cycle/min

으로평가되었으며, 최 밝기에비해최소밝기

에서 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2) Mean RR은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우 –30.87 ms, 최 밝기의 경우 –22.11 ms

으로평가되었으며, 최 밝기에비해최소밝기

에서 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3) SDNN은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

우–3.41 ms, 최 밝기의경우 0.21 ms로평가

되었으며, 최 밝기에비해최소밝기에서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4) VLF는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우

–202.38 ms2, 최 밝기의 경우 83.83 ms2으로

평가되었으며, 최 밝기에 비해 최소 밝기에서

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5) LF는자극 ․후변화율이최소밝기의경우–

107.65 ms2, 최 밝기의경우 15.6 ms2으로평가

되었으며, 최소밝기에비해최 밝기에서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6) HF는 자극 ․후 변화율이 최소 밝기의 경우

26.74 ms2, 최 밝기의경우 67.7 ms2으로평가

되었으며, 최 밝기에비해최소밝기에서비교

안정 으로 평가되었다.

Table 16. HRV Physiological Evaluation Change
Rate

응
자극 ․후의 변화율 백분율(%) 정

요인최소 최 최소 최

Mean HR 3.9 1.98 66 34 최소

Mean RR -30.87 -22.11 58 42 최소

SDNN -3.41 0.21 74 6 최소

VLF -202.38 83.83 71 29 최소

LF -107.65 15.6 87 13 최

HF 24.74 67.7 28 72 최소

5.1.4 결

심박변이에서는 자극 과 자극후의 변화량을 비교

한결과최소밝기에서는최 밝기에비해Mean HR,

Mean RR, SDNN, VLF, HF에서 정 으로 나타났

으며, 외부환경에 한 응력, 체온조 운동,

호흡주기, 심박동의 변화와 련 정 인 반응이 나

타났다.

최 밝기에서는 최소 밝기에 비해 LF에서 안정

으로 나타났으며, 정신 인 스트 스 생체에 지

공 과 련 정 인 반응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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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연구에서는최 85 lx․최 15 lx의밝기에따

른 녹색 의 향을 비교하 으며, 이에따른 심리․

생리 반응을 살펴보았다.

1) 심리(일반 스트 스 평가, 간이정신진단검사)

평가결과는모든스트 스평가 항목에서개선

되었으며, 최 밝기 85 lx에 비해최소 밝기 15

lx에서 비교 정 으로 평가되었다.

2) 생리(심박변이) 평가결과는표 범 와비교시

자극후 모든 심 계 변수에서 안정범 에

포함되었다. 한 최 밝기 15 lx에 비해 최소

밝기 15 lx에서 LF(Low Frequency)를 제외한

모든 심 계 변수에서 안정 으로 나타났다.

3) 녹색 은 공간(空間) 투사(透射)시 인체에 자극

인요인으로나타나지않으며, 심신의안정

스트 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교감신경계에작용하여감정 ․진정 안

정제로 작용하 다.

추후 연구에서는 첨두 장 (Peak Wavelength)을

구체화할 필요가있으며, 행 에 따른 변인을 세분화

하여, 체계 인 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조명․ 기설비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
회에서 발표하고 우수추천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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