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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메가 시티로 인구이동이 증가하면서 시티슈머

(citysumer)의 니즈는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즐

길 수 있는 도시의 삶을 주요 가치로 여겨 전 세계 시티

슈머와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매순간을 실시간으로 공

유한다. 이는 도시에서 인간행태의 가장 기본 단위인 ‘걷

기’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따라서 워커빌리티 트렌드에서 보면, 현재 정부와 지

자체의 도시정책, 전략, 개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의 획

일적 가로 공간 조성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인간은 시-

지각 환경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인지, 반응하여

주위를 기울이며 이 중 색채분야는 70% 이상을 차지한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2016R1D1A1B03930144)

다.1) 따라서 인간은 걸으면서 어떠한 시각정보를 획득하

여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행동하는지 가로의 환경색채

탐색은 필요하다. 도시인들에 의해 도시의 image ability를

높이려면 아름답고 즐거운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는

다른 디자인 분야와 달리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도시

DNA 안에 여러 겹의 트레이싱 페이퍼처럼 압축, 저장한

다. 2007년『경관법』제정 이후 환경색채 연구는 색채체

계를 근거로 대상물을 측정하여 주변 관계와의 정량적

조사나, 색채심리에서 출발한 색채연상과 색채형용사의

비교분석을 비롯한 색채 조건과 차이에 따른 주관적 현

상의 칼라 어피어런스가 주를 이룬다. 최근 디지털의 대

중화로 색상입력과 영상출력, 그리고 디지털 칼라 매니

지먼트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 장소에

정지된 공간 색채만을 분석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시티슈머는 평균 시속 4km의 걷기에서 이루어지는 시

1) 김홍기, 환경색채계획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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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tyschumers experience the urban with the visual perception while walking an average speed of 4km per hour.
At this time, recognition of the color field accounts for more than 70%. Therefore, in this paper the environmental
color of urban street is examined by dividing the pedestrian visual field area. In the urban street, the area of the
visual field area of the pedestrian is divided into Ground Plane, Roadside, Canopy and Building Wall. In addition,
we observe and color survey the environmental color of Exhibition Road, which is the northern side space of
South Kensington in London, which adopted the world's first shared space. The color of the visual filed area was
dominated as YR, GY, Y, PB. The Ground Pland was dominated by the YR.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olor
of the floor has changed due to the shadows of surrounding architecture and facilities. Roadside was dominated
in various ways such as GY, BG, PB, B and P. Canopy was mainly composed of PB, GY, etc. It was found
that the material color of the lower part of the architecture was reflected. The architecture wall was affected by
the reflectance and absorption rate of the transparent material. The first image that comes to mind when thinking
about the urban is the street where pedestrians walk, feel and enjoy themselv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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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s of pedestrians active in mega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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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따라 도시를 경험하므로, 보행자 시계영역에 따

른 디자인과 보행의 패러다임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공간색채 관점에서 탈피하여 모호하게 혼재되어 있는 시

-공간(time-space)의 환경색채 개념을 재정립하여 도시

가로의 환경색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철저하게 생

산자와 관리자 위주에서 출발한 도시의 경관색채 관점에

서 실제 시티슈머의 니즈에 부합하는 보행자 중심의 디

자인 전략 유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제적 관점의 시계영역의 체계화와 시-공간

의 환경색채의 특징을 논의하여 보행자 시계영역에 따른

가로 환경색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색채에서

최초로 다루는 시계영역을 논의하여 보행자 니즈 중심의

디자인 전략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고는 보행자의 시계영역에 따른 환경색채 조사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하였다. 우선 인간의 시야척도

를 고찰하여 도시 가로에서 보행자의 시계영역을 구분한

다. 다음으로 빛의 물리적, 현상적 이론을 토대로 환경색

채의 특징을 도출한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광원-대상-관찰자로 이루어지는 색채지각

요소에 따른 색채를 분류한다. 특히 스케일, 시간, 체험

에 영향을 받는 배경색채와 대상색채인 환경색채의 특징

을 논리화하여 매스칼라와 볼륨칼라를 이해한다. 둘째,

관련 이론 및 선행문헌에서 가로공간과 보행자의 시계관

계를 고찰한다. 가로공간을 구분하고 보행자의 시야척도

를 관찰하여, 가로에서 보행자 시계영역을 Ground

Plane, Roadside, Canopy, Building Wall로 구분한다. 단

부각 및 양각에 따른 영역은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셋째, 현장조사를 통해 보행자 시계영

역에 따라 MacBookPro 영상촬영과 이미지 분석을 활용

한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모형에서 보행자 시계영역과

환경색채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공간적 연구범위는 세계 최초로 공유도로를 채택하여

시티슈머의 주요 니즈인 생동감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런던의 South Kensington의 Exhibition Road를 대상으

로 한다. 시간적 연구범위는 2017년 1월19일부터 22일이

며, 한국산업규격(KS A 0065)에 따른 육안검색 규정조

건을 준수한다. 대상과 관찰자의 ‘측정각’은 45˚를 유지한

다. 환경색채를 측색하는 경우 CIE가 지정한 D65나 제

논 램프(xenon lamp)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일출 후 3시간 이후 일몰 전 3시간 전까지 북쪽 하늘 주

광으로써 경관색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측정광원’을 사

용한다. 또한 500㏓-1,000㏓의 ‘조도’에서 검색한다.

2. 가로에서 환경색채의 이론 검토

2.1. 가로의 전개
가로는 도시공간의 일부로 인간 행태인 ‘걷기’와 도로

주변의 실체로 구성한다. 가로는 단순한 길이 아닌 다양

한 ‘거리(space)’와 각종 ‘시설물’로 형성한다. 과거 인간

이동은 사회문화적 의미였으나, 모더니즘 이후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은 보행기능을 축소시켜, 가로는 보도를

제외한 교통기능이 전부인 도로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에 보행자를 고려한 교통정책의 일한으로 1924년 독일의

루드비히 힐버자이머(Ludwig Hilberseimer)는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입체적 보행자용 가교를 제안하고,

프랑스에서는 레이몽 로페(Raymond Lopez)가 높이를

구분한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였다.

이후 네덜란드『Woonerf』, 독일『Traffic Calming Are

a』과 『Tempo 30』, 영국『Home Zone』, 스위스『Meeting/Encounter

Zone』, 일본『Community Zone』, 미국『Complete Street』

등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전개는 인간이 걸으면서 어떠한 시

각 정보를 획득하여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행동하는지 쾌

적한 보행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인간은 시-지각 환경에

서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인지, 반응하여 주변을 살펴보는

가운데 색채 분야는 70% 이상을 차지하여 도시에서 환경색

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메가시티는 다양한 색채 가

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2.2. 가로와 환경색채
⑴ 색의 의미

색은 가시광선의 명암과 분광 조성에 따라 색각을 느

끼는 빛의 주파수이며 스펙트럼의 조성차이다. 따라서

색채는 색의 3속성인 색상(Hue), 명도(Intensity), 채도

(Saturation)가 아닌 실제 인간 지각과 가까운 색조와 음

영으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

<그림 1> Ldwig Hilberseimer, “Città Verticale”, prospettiva asse
nord-sud ed asse est-ovest, 1924

<그림 2> 시-공간에서 색채이론과 사람 지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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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tone)는 명도(밝기)와 채도(맑기)로서 색상의 조

화, 강약, 농담이다. 어떠한 물체나 물질이 띠고 있는 상

태인 색채와 달리 학제적 개념인 색에도 색조는 포함한

다. 음영(shadow)은 물체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양에 따

라 빛이 닿는 양면과 빛이 닿지 않는 음면, 그리고 물체

때문에 빛이 차단되는 그늘면으로 나뉜다. 요컨대 휘도

(Luminance)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밝고 어둠은 그러

데이션(graduation)과 그림자(shade)를 만들어 입체감을

준다. 또한 요철면의 깊이와 질감은 광택을 변화시켜 다

양한 텍스추어로 반사율과 흡수율에 영향을 주므로 휘도

(Luminance)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밝고 어둠은 그러

데이션(graduation)과 그림자(shade)를 만들어 입체감을

준다. 또한 요철면의 깊이와 질감은 광택을 변화시켜 다

양한 텍스추어로 반사율과 흡수율에 영향을 준다.

『괴팅겐(Göttingen)실험현상학파』인 에드문트 후설

(Edmund Husserl)에게 영향을 받아 현상학적으로 색을

구분한 데이비드 카츠(David Katz)는 순수한 색만 있고

음영은 없는 면색(film color), 물체 표면에서 빛의 작용

인 표면색(surface color), 특정한 파장이 강한 반사로 지

각되는 금속색(metal color), 색유리나 셀로판지처럼 빛

을 투과하는 투과색(transparent color), 거울에 비춰진

상으로 거울의 뒷면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영색

(mirrored color), 비눗방울처럼 외부에 간섭으로 내부에

빛이 갇힌 간섭색(interference color), 물체 표면 뿐 아니

라 투명 용적 안에서 지각되는 공간색(bulky color), 광

원이나 발광 자체인 광원색(illuminant color)로 나눈다.2)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색은 관념이라 색채와 다르다.

색채는 빛을 발하는 ‘광원(light source)’, 빛의 반사인

‘대상(object)’, 이를 지각하는 ‘관찰자(observer)’인 색채

지각 3요소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색채지각 요소에

따라 자연광, 조명, LED, 스크린의 디스플레이 등 발광

체에서 빛을 직접 지각하는 광원색, 빛의 반사로 이루어

진 물체의 색인 물체색, 색유리나 셀로판지처럼 빛이 대

상을 통과하여 보이는 투과색, 공간색으로 구분한다.3)

구분 속성
광원색
(illuminant color)

광택(luster), 광휘, 작열,

물체색
(material color)

음영, 요철, 재질, 광택(gloss)

투과색·공간색
(transparent color·bulky color)

반투과, 투과

<표 1> 색채유형

(2) 환경색채 개념

환경색채는 인간의 생존 및 안전과 직결하는 미적가치

2) 김선영, 러진테럽터스의 뉴 장르 공공미술에 나타난 환경색채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3호, 2016, pp.112-120

3) 김선영, 빛 번짐을 적용한 블러색채의 특성 연구, 한국색채학회논
문집, 제28권, 1호, 2014, pp.5-15

요소로서 색채사용과 관계하는 환경문제이다.4) 특히 도

시경관에서 환경색채는 적절한 균형과 쾌적한 안정을 위

한 미적 체험과 효과적인 정보 전달로 인간 삶을 지원하

는 중요 장치이다.5) 그러나 현재 경관색채와 환경색채를

혼용하여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그 차이점을 살

펴본다. 경관은 조망되는 대상의 경(景)과 조망하는 관

(觀)으로 일정 거리를 두고 관찰자가 관조할 때 생기는

이미지와 심상이다.6) 경관색채는 경의 관점에서 자연경

관(녹지, 수변)·도시경관·인공경관·문화경관으로 나뉘며,

관의 관점에서 원경·중경·근경·근접으로 구분하므로 기

조색·주조색·보조색·강조색을 포함한다. 반면 환경은 생

물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연조건 및 주변상황을 뜻하는

‘두르다’의 환(環)과 ‘장소’의 경(境)을 뜻하는 주체를 둘

러싸는 객체 개념이다. en-viron-ment의 접두사 en은 그

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영어의 within으로 encircle 혹은

enclose이다. viron은 to turn 혹은 to chare로 ‘어떠한 사

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형의 고리’이다. 환경색채는 과거-

현재-미래(시간), 도시의 축(공간), 인간행태에서 비롯한

내러티브와 이미지들의 축적이다.7)

(3) 가로의 환경색채 특징

색채에서 배경은 ground(g)고 그 위나 혹은 앞은

carrier color, 즉 figure(f)로 g-f는 상호관계이다. 섬유나

벽지는 그 자체가 g이고, 인쇄된 색채가 f이며, 실내공간

에서 카펫이나 외부공간의 깃발 등의 g는 zone이다.8) 경

관색채를 논의 시 자연경관은 배경색채(g)로, 인공경관은

대상색채(f)로 간주하는데 이는 메가시티에서 적절치 않

다. 왜냐하면 메가시티의 대지는 차로와 보도이며 하늘

은 마천루에 가깝고 수목은 가로의 형태와 관계하고 건

축물과 시설물은 보행자들 행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

다. 색채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척도 예측은 g-f에 강력

한 영향을 주는 빛이다(Heimstra & Mcfarilin, 1978). 특

히 조명기술과 뉴미디어는 빛의 변수를 극대화하여 도시

의 환경색채를 재편성한다. 즉 지역별 대지, 기후 등 풍

토색에서 비롯한 경관색채는 환경색채와 다르다. 도시

가로의 환경색채는 거리와 색조 변화에 따른 경관색채와

달리 g-f 상호작용으로 스케일,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4) 김홍기, 환경색채계획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p.21
5) 김선영,『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경관 및 미관계획을 위한 서울
시 환경색채 전략,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31권, 2호, 2017, pp.5-14

6)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경관계획 수립방향 및 기술마련을
위한 연구, 2007, p.4

7) 김선영,『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경관 및 미관계획을 위한 서울
시 환경색채 전략,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31권, 2호, 2017, pp.5-14

8) Linda Holtzschue, Understanding Color: An Introduction for
Designers, John Wiley & Sons, 2001,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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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색채는 g-f 구조로 매스칼라(Mass Color:

MC)와 볼륨칼라(Volume Color: VC)로 분류한다.

Figure2 좌측의 매스칼라는 휴먼스케일과 밀접한 관습과

학습에 따라 순차적 지각 영향을 미치는 벤치, 휴지통,

음수대 등으로 비교적 g-f 구조와 무관하다. 현재 대부

분 연구는 이렇게 정지된 경관색채가 주를 이룬다. 반면

우측의 볼륨칼라는 어반스케일의 시-공간에서 보행가로,

광장, 공원 등 빛 변화에 따라 반사율과 투과율에 따른

비균질적 색채이다. 즉 볼륨칼라는 보행자의 이동에 따

라 환경색채가 서로 중첩하고 관입하는 g-f 구조로 실제

보행자의 시계영역과 관련 있다.

3. 보행로의 시계영역에서 환경색채

3.1. 인간의 시야와 시선
보행로 계획에서 시야의 크기는 중요하다. 시야는 시

선을 고정했을 때 보이는 범위로 대상을 보이게 알맞은

거리를 시거리(visual range)라 하여 시야와 시거리에 따

라 보이는 게 달라진다. 인간의 시야는 한 지점에서 시

작하여 여러 지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g와 f를 동시 지

각하지 않고, g와 f를 각각 지각한 후 경험과 패턴에 따

라 g-f를 재구성한다.9)또한 시선 방향은 비교적 g와 f를

규칙적으로 따라간다.10) 또한 보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시야 크기는 좁아진다. 또한 흰색→청색→황색→적색

→녹색 순서로 크기는 점점 좁아진다.

9) Benedetto De Martino, Stephen M. Fleming, Neil Garrett &
Raymond J. Dolan, Confidence in Value-Based Choice, Nature
Neuroscience 16, 2012, 105–110

10) Alfred L. Yarbus, Eye Movements and Vision. A Division of
Plenum Publishing Corporation. New York, 1967

11) Mayor Michael R. Bloomberg, Active Deisgn, NYC, 2013, p.33

인간의 시선방향은 수평보다 약 10˚ 아래에 있어 인간

이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시계범위는 수평선 아래로 50

˚-55˚와 수평선 위로 70˚-80˚ 이내이다. 외부 공간에서 F

의 식별 범위는 2˚-120˚ 보행자의 평균 눈높이를 가정하

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낮은 부위까지이다. 또한 보

행자가 g-f를 인식하는 최대 거리는 약 100m 내외지만,

실제 약 18-21m가 적절하며, 보행자의 직접경험은 7.5m

내외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보행자들은 투시적으로 g-f

를 바라보므로 실제(here)보다 중심점(there)은 먼 곳으

로 지각하며, 이를 here and there이라 한다.12)

3.2. 보행로에서 시계영역 설정
가로는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도시의 흐름을

담당하는 공공공간이다. 또한 가로는 공적영역과 사적영

역의 중간매개로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속에

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구현한다. 보편적으로 어느 한

도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가로이

며, 이 때 가로가 흥미롭다면 도시도 흥미롭고 가로가

지루하면 도시도 지루하다13)). 그렇다면 가로를 이용하

는 보행자들의 보행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뉴욕시

도시계획자 아만다 버든(Amanda Burden)은 보행영역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Ground Plane은 보행로의 가장 기본 요소로 도시미학

뿐 아니라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설계하며, 가로수 계획

시 1.5m 이상의 폭으로 구획해야 한다. 건축물을 진입하

는 구역은 적절한 기능을 수반하는 동시에 흥미로운 공

간(edge)을 제공해야 한다. Roadside는 보행자들의 체험

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영역으로 수직(vertical)의 겹

(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1겹은 가로수이고 2겹은 자

전거, 주차, 주행 차선이며 3겹은 보행로를 가로 지르는

도로, 건축물, 가로수 등이다. 겹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체험의 밀도를 높여준다. Canopy는 보행자들이 머리 위

12) Gordon Cullen, The concise townscape. Butterworth-Heinemann;
Revised edition, 1971

13)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Third Printing edition, 1961

<그림 3> 매스칼라와 볼륨칼라

구분 속성
구조 배경색채(g)-대상색채(f)
요소 스케일, 시간
종류 매스칼라(MC), 볼륨칼라(VC)

<표 2> 환경색채 특징

<그림 4> 인간의 수직 시야11)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6호 통권125호 _ 2017.12          57

로 인식하는 영역으로 하늘의 양으로 구획된다. 따라서

날씨와 계절 변화를 비교적 많이 느낄 수 있다. 또한 건

축물의 벽, 처마, 발코니, 간판 등 시선에 따라 부분적으

로 보인다. Building Wall은 보행로에서 사적 재산을 만

나는 영역으로 보행로에 특징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이

렇게 보행로의 대지 경계 면에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가로의 벽체를 형성하는 동시에 수직적 파사드에 리듬을

부여한다.14)

국내는『가로경관가이드라인』에서 가로시설물 영역,

보행 영역, 외부공간 영역, 건축물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

앙행정기관에서 가로경관 조성을 포함하는 계획 수립이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시 이를 참조

한다. 또한 도심상업가로, 복합용도가로, 근린상업가로,

아파트단지주변가로, 저층주거지가로 등 가로유형을 구

분하여 공통가이드라인과 개별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구분 내용 이미지

가로시설물
영역

가로조경, 가로조명 및 기타 가로
시설물 등이 설치되는 영역으로
차도와 보행 영역의 완충 공간
역할

보행
영역

보행에 방해되는 물리적인 장애
물 없이 자유로운 보행자의 이동
을 보장하는 공간

외부공간
영역

보행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
또는 측면 공지, 공개공지와 광
장·공원 등 공공공간

건축물
영역

보행공간의 가로벽 역할을 하는
가로에 접한 건축물 부분

<표 3> 경관 영역 구분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4조에서 수립한

『서울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야간경관 등으로 구분한 통합

도시설계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가 이를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시계영역

과 무관한 도시전문가 및 관리자의 유지보수 관점으로

진행되어 관련 사업 조성 시 어려움이 따른다.

14) Michael R. Bloomberg, Active Design Shaping the Sidewalk
Experience, City of New York, 2013

구분 속성

공공공간
도로, 광장, 친수공장, 도시공원,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옥외주차
장, 도시구조물 주변공간, 공개공지

공공건축물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복지 건축물, 교육 및 연구 건축물,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건축물, 환경과 위생 및 의료 건축물

공공시설물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서비스시설물, 판매시설물, 통행시설물,
녹지시설물, 보호시설물, 관리시설물, 조명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교통관련시각매체, 보행관련시각매체, 영상정보시각매체

<표 4> 서울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따라서 보행로의 시계영역을 Ground Plane, Roadside,

Canopy, Building Wall로 선정 후,『가로경관가이드라

인』과『서울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 세부항목을

적용하여 각각의 구성요소를 추출하되, 본고에서는 야간

경관을 다루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속성

Ground Plane
연결가로, 가로 크기(폭/길이) 및 형태, 보도재료 및 패턴, 도로
경계석, 맨홀, 가로수 지지대/보호덮개, 트랜치, 점자블록

Roadside
오픈 스페이스, 스트리트 퍼니처, 예술조형물, 교통신호등, 가로
수(크기/종류), 자동차 및 자전거, 전광판, 펜스, 볼라드

Canopy
스카이라인, 오픈 스페이스, 건축 상부, 교량, 옥외광고물, 전광
판, 차양, 현수막

Building Wall
건축 측면 및 전면, 건축 형태와 용도, 건축 벽면녹화, 출입구
위치(지하포함), 공사장 가림막

<표 5> 보행자 시야 영역의 구성 요소

3.3. 시계영역에 따른 환경색채 특징
Ground Plane의 환경색채는 주변 건축물과 시설물로

생긴 그림자에 영향으로 지역별 방위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바닥에 면하고 있어 물리적인 빛의 특징, 즉 휘

도를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 MC로 이루어져 있으나 투

과색이나 공간색일 경우 VC이다. Roadside의 환경색채

는 차도의 너비와 형태에 따라 인식범위가 달라져 여러

층위의 경관으로 구현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가로수의

크기 및 종류, 스트리트 퍼니처와 연관이 깊다. 또한 자

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의 밀도와 속도에 따라 환경색채

는 변화한다. 이처럼 여러 층위의 MC와 VC가 서로 관

입, 중첩한다. Canopy의 환경색채는 날씨와 계절에 가장

민감하며, 동시대 담론을 도시의 지문인 스카이라인으로

대변한다. 투시도적인 조망으로 인해 MC와 VC를 중경

과 원경으로 동시 조망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옥

외광고물을 비롯한 전광판은 동영상의 캔버스로 변모한

다. Building Wall의 환경색채는 보행자가 MC와 VC를

직접 즐기며 체험하는 건축 입면과 출입구에 밀접한 연

관이 있다. 특히 1층에 면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재료 및 벽면녹화에 따라 반사율과 흡수율이 변화한다.

<그림 5> 시각으로 구분한 보행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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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속성 환경색채 종류

G Ground Plane 방위(빛/그림자)에 따른 휘도

MC
VC

R Roadside 도로 형태, 밀도, 속도에 따른 층위

C Canopy 날씨 및 계절 변화, 동시대 담론 표출

B Building Wall 건축 입면, 출입구

<표 6> 시야 영역에 따른 보행로 환경색채 특성

4. 조사 및 분석

4.1. 대상지 개요
2007년을 기점으로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

주하면서 재도시화(new urbanism)가 확산되고 있다. 이

러한 메가시티에서 최초로 공유도로(Shared Space)를 채

택한 런던 South Kensington의 북쪽 중심 가로인

「Exhibition Road」를 조사대상지로 정한다.

Exhibition Road는 1851년 만국박람회 개최 이후 연간

약 천백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가로이다. 그러나 신

호등, 경계석, 표지판, 볼라드, 보·차도 분리패턴, 차선 등

이 없다. 또한 차량 운전자들은 보행자들과 눈을 맞추며

시속 20㏕(32㎞) 이하로 움직인다. 런던은『걷기좋은도시

(Walking Friendly City)』구축을 위해 「5C(connected,

convivial, conspicuous, comfortable, convenient)」를 수

립 후, 2011년 1월 공유도로를 완공했다. 최초 사업 추진

은『RBKC(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

a』가 주도하였으나, Hyde Park 남단에서 South

Kensington까지 연결하는 Tube의 일부가 City of

Westminster에 속해있어 긴밀한 협업이 필요했다. 런던

시장(Mayor of London)과 런던시교통부(Transport for

London)의 적극적 후원도 사업 성공에 작용하였다. 무엇

보다 가로변에 입지한 각종 시설 주체도 설득의 대상이

자 동시에 협력자였다. 이를 위해 2006년『Exhibition

Road Cultural Group』을 조직하여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를 주최하며 긍정적 호응을 얻게 되면서, 이후 비엔날레

로 동시대 공공예술 행사를 개최하였다.

가로는 시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흐름

은 사업 성패의 주요 가치관으로 작용했다. 공유도로에

서 차량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문

제는 보·차도의 경계석을 없애는 계획에 꽤 부정적이었

다. 그래서『RBKC』와『Guide Dogs for the Blind

Association』은 지속적 논의에서 배수경계선을 따라 코

듀로이 질감의 경계석 도입이 시각장애인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런던의 Greater London주의 중부지역인 Kensington

& Chelsea의 Royal Borough에 있는 Exhibition Road를

대상지로 정하며, 세부 위치는 Hyde Park 초입에서

Cromwell Road를 만나는 폭6m, 거리 900m에 이르는 직

선도로이다. 이곳은 Victoria and Albert Museum,

Natural History Museum, Science Museum, Royal

Albert Hall, Royal College of Music, Albert Memorial

등 문화 중심 지역이다.

4.2. 연구모형 설정 및 분석방법
“제1차 조사”는 2017년 1월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

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약 4분씩 12개의 동영상을

‘Victoria and Albert Museum 서쪽 출입구’와 ‘Hyde

Park가 Kensington Road와 만나는 교차로’에서 촬영하

였다. 4분이라는 시간은 건강한 성인이 보행로에서 편하

게 이동하는 400~800m 정도 거리에서 나온 통계이다. 또

한 이미지 가운데 빈도수가 높은 이미지를 각각 10개씩,

총 120개의 screen shot을 선정하였다.

“제2차 조사”는 2017년 1월19일, 1월20일, 1월21일, 1

월22일 각각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g-f 인식의 최

대거리인 100m 전후를 준수한 사이 간격인 200m로 a-b,

c-d, e-f, g-h로 구분하여 spot에서 사진촬영 후, 각각 4

개씩 총 32개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특성상 제1차, 제2차 조사의 촬영 결과를 정량

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색채관련 전문가 11인(교수:3

인, 연구원: 4인,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 2인, 공무원: 2

인)에게 보여주고 MC와 VC의 개념을 교육시킨 후, 두

개의 환경색채가 골고루 분포한 screen shot을 선정하게

했다. 이렇게 결정된 8개의 screen shot을 시계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색상 분포를 조사, 분석했다.

<그림 6> How in works: Exhibition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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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이미지는「한국표준색 색채분석 기술분석 기술

표준원(KSCA)」을 활용하여 픽셀 분포도 8색 배색으로

조사하였다. 배색 색채는 색채 공간(Color space) 비율과

추출색상분포 및 색채, 명도, 채도를 정량화하여 쉽게 인

지할 수 있는 먼셀 색채계(Munsell hue)로 분석했다.

환경색채의 파악을 위해 screen shot을 컴퓨터 모자이크

로 변환하여「CIE 1976 L* a* h* color space」로 분석했다.

이는 1976년 CIE(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에

서 ULCS(Uniform Lightness Chromaticness Scale) 표색계로

만든 것으로 CIE L* a* b* 로 표시하며 L*은 명도(lightness),

a*은 Red~Green의 정도, b* 는 Yellow~Blue의 정도를 나타내

는 입체 좌표로 3차원의 X, Y, Z와 유사하다. 그러나 CIE L*

a* b* 는 톤의 정보가 부족하므로 현장성이 높은 CIE L* C* h*

를 추가 사용한다. C* 는 채도(croma), h* 는 색상(hue)으로

0˚는 Yellow, 90˚는 Red, 270˚는 Green, 360˚ 방향은 Red

이다.

4.3. 환경색채 분석
환경색채는 G: Ground Plane, R: Roadside, C:

Canopy, B: Building Wall로 시계영역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시계영역별 최대 5개의 색채코드를 넘지 않은 범

위로 조정하였다.

L* C* 의 분포도를 보면 Ground Plane의 L* 은

20-90, C* 는 7-14 추출하였다. Roadside의 L* 은 30-70,

C* 는 2-19로 추출하였고, Canopy의 L* 은 30-80, C* 는

2-9로 추출하였고, Building Wall의 L* 은 20-60, C* 는

8-30으로 추출하였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는 색채를 한국산업

표준(KS)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시계 영역별 환경색채

<그림 7> n Color measurement area l 1ST Target spot

구
분
이미지

영
역
색채공간
L* a* b* C* h

a

G 61.04 0 0 11.3 83.2

40.73 0 0 9.5 82

90.18 0.84 -1.8 12.1 112.4

50.94 8.02 5.65 4.2 174.1

R 61.03 1.51 6.61 9.9 74

30.3 8.27 9.16 11 121

20.23 0 0 8.1 89

30.32 5.29 3.57 29.8 77.1

C 51.01 -3.57 5.82 30.1 101.1

51.01 0.15 -7.64 3.2 200.4

51.02 -1.7 -3.48 2.7 218.4

B 60.99 7.76 1.73 26.1 39.9

80.52 1.01 6.81 31.2 31.4

30.38 0.31 -5.15 2.1 159.1

30.39 0.6 -9.92 35.9 80.4

b

G 40.73 0 0 12 44

51.01 1.03 -7.69 20.4 41.9

30.36 6.35 -2.97 12.2 50.8

20.23 2.88 -5.08 12.8 114.1

R 30.34 .402 5.09 9.2 79

30.37 2.8 -5.26 12.8 114.1

50.99 2.76 -2.89 14.3 50.2

30.32 5.29 3.57 21.5 44.1

C 51.01 -3.57 5.82 2.9 149.9

51.01 0.15 -7.64 3.1 119.9

30.37 4.8 4.21 3.2 201.4

B 80.52 1.01 6.81 1.7 111.6

20.21 5.34 -3.19 2.1 171.4

30.33 6 0.83 2.1 159.1

50.96 5.12 10.9 35.9 80.4

c

G 80.52 0 0 11 44

40.73 0 0 20.4 41.9

20.23 2.88 -5.08 12.2 50.8

20.24 0.51 -4.92 12.8 114.1

R 50.96 4.26 11.72 31.1 81.1

30.4 -1.79 -4.57 14.1 50.1

80.52 0 0 19.5 108.1

51.02 -1.7 -3.48 14.1 49.2

C 30.4 -1.79 -4.57 3.1 161.4

61 4 12.09 3.2 210.6

49.1 -1.7 -3.48 2.1 18.2

B 51.1 0.1 -3.48 14.8 51.3

51.02 -1.7 -3.48 2.6 210.2

61 4 12.09 17.2 183.1

30.36 4.37 -4.49 9.4 111.4

d

G 40.72 1.79 6.62 14.2 44.3

20.23 0 0 6.5 44.1

61.02 1.94 13.53 14.4 53.1

50.98 2.42 13.03 21 44

R 20.25 -0.07 -9.26 11.2 80.1

70.85 0 0 82 84.2

30.39 0.6 -9.92 17 112

61.05 0.65 -6.91 14.1 49.2

C 70.85 0 0 2.6 218.1

51.01 0.15 -7.64 3.3 158.1

82.2 0.4 7.2 7.2 87.5

B 50.98 2.42 13.03 8 51.3

61.05 0.65 -6.91 35.7 80.2

30.34 5.72 -0.83 1.7 123.2

50.99 2.76 -2.89 7.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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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역”은 KS N6이 41.4%, KS N4는 32.68%, “b지역”

은 KS N4가 44.38%, KS 10YR 8/1이 24.08%, “c지역”은

KS N8이 36.99%, KS N4가 32.68%, “d지역”은 KS

10YR 4/1가 38.76%, KS N7이 26.21%, KS N2가

10.08% “e지역”은 KS 10PB 2/1이 48.2%, KS N8이

16.71%, “f지역”은 KS N4가 48.38%, KS N7이 34.23%,

KS N2가 4.93%, “g지역”은 KS N2가 32.07%, KS

3.75PB 6/6 19.28%, “h지역”은 KS N4가 45.58%, KS N8

이 33.6%였다. 즉 모노톤이 많게는 87.54%이며 적게는

32.07%였으며 “g지역”을 제외하면 70%이상을 차지했다.

구
분

추출된 색채 분포 Munsell Hue

a

   

N
10RP
8.75R
10GY
5GY
10B
5PB

b

N
7.5YR
10YR
5PB
6.25PB
5P

c

N
7.5YR
8.75YR
10YR
10B
5PB

d

N
10YR
1.25Y
5PB
6.25PB
5P

e

N
5.7YR
8.75YR
6.25PB
8.75RP

f

N
10R
3.75YR
10YR
10Y
5PB

g

10R
5YR
2.5PB
3.75PB
6.25PB

h

N
10YR
10Y
5GY
3.75BG
8.75PB
10P

<표 8> 보행자 시야 영역에 따른 환경색채 분석

모든 시계영역의 색상은 YR, GY, Y, PB 등 골고루

분포하였다. 각 시계영역별로 살펴보자면 Ground Plane

구
분
이미지

영
역
색채공간
L* a* b* C* h

e

G 20.23 2.88 -5.08 7.5 42.8

80.52 0 0 14.4 51.1

40.7 3.62 5.12 21 43

50.91 10.02 22.22 4 50.1

R 70.71 16.79 30.19 11.2 84.1

30.38 0.31 -5.15 12 113

60.76 48.3 34.7 142 52.1

80.52 0 0 8 114.9

C 30.33 5.04 11.51 9.3 110.1

87 -5.1 26.2 33.5 111.9

50.86 14.85 32.24 8 51.3

B 60.95 9.49 22.07 35.7 80.2

30.34 4.02 5.09 1.7 123.2

30.34 5.72 -0.83 7.4 123.4

30.38 0.31 -5.15 26.1 177.9

f

G 40.73 0 0 12 44

51.01 1.03 -7.69 20.4 41.9

30.36 6.35 -2.97 12.2 50.8

20.23 2.88 -5.08 12.8 114.1

R 30.34 .402 5.09 9.2 79

30.37 2.8 -5.26 12.8 114.1

50.99 2.76 -2.89 14.3 50.2

30.32 5.29 3.57 21.5 44.1

C 51.01 -3.57 5.82 2.9 149.9

51.01 0.15 -7.64 3.1 119.9

30.37 4.8 4.21 3.2 201.4

B 80.52 1.01 6.81 1.7 111.6

20.21 5.34 -3.19 2.1 171.4

30.33 6 0.83 2.1 159.1

50.96 5.12 10.9 35.9 80.4

g

G 20.16 8.27 7.63 19 44

30.32 6.8 10.42 20.4 46.1

60.99 4.9 11.25 14.2 52.1

40.56 20.79 27.97 10.9 83

R 50.89 13.39 18.17 9.1 82

20.16 8.27 7.63 29.9 74.1

30.32 6.8 10.42 2.2 219.4

60.99 4.9 11.25 7.2 78.5

C 61.11 -2.67 -22.9 8 114.9

70.92 -3.73 -14.1 9.2 113.1

51.02 2.02 -15.6 1.8 120.9

B 20.23 0 0 14.8 51.3

40.69 4.64 3.3 18.7 102.6

30.41 -4.24 1.11 12 162.1

30.15 29.7 35.28 7.2 87.4

h

G 40.73 0 0 11.2 82.1

51 -0.66 7.1 9.2 100.1

30.37 -0.09 12.86 9.2 81

30.36 2.1 6.11 12.2 114

R 30.36 2.1 6.11 11.2 50.2

30.37 0 0 9.3 82.4

30.38 0.31 -5.15 11.2 82.1

30.52 -17.3 -2.72 63.1 50.8

C 30.4 -2.95 4.66 3.7 143.9

51.32 -36.6 -13.4 12.8 114.1

51.01 -3.57 5.82 19.2 119.1

B 50.99 3.46 -1.81 11.7 166.2

30.41 -3.18 1.11 11.4 51.1

30.37 0 0 29.1 74.4

30.38 0.31 -5.15 16.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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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YR계열이었으며,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그림자로 지속적으로 톤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Ground Plane은 무채색이 공통적으로 추출되었다.

Roadside는 GY, BG, PB, B, P 등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또한 저명도, 중채도의 색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부는

고명도, 저채도의 색상도 추출되었다. Canopy는 PB, GY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저층

부분의 재료색채와 관계가 있었다. 즉 Building Wall에서

PB, GY 등이 추출될 경우 Canopy에서도 PB, GY 등의

분포도가 높았다. Building Wall의 다양한 톤은 단순히

색상의 수량과 무관하였다. 즉 Building Wall의 시계영역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투명한 재질에

서 발생한 반사율과 흡수율은 다양한 톤을 야기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고는 실제 시티슈머 니즈에 부합하는 보행자 중심의

디자인 전략 개발을 위해 환경색채의 재정립에서 출발하

였다. 정지된 대상물의 공간색채 조사나 정량화에서 벗

어나 스케일, 시간 등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색채의 이

해가 우선되었다. 이는 경관색채에서 주로 논의하던 매

스칼라(Mass Color: MC) 뿐 아니라, 중첩하고 관입하는

볼륨칼라(Volume Color: VC)의 제시로 g-f 구조를 고찰

하는 초석이 되었다. 주로 조명분야에서만 다루던 투명

재료의 반사율과 투과율이 환경색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제시하였다.

도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가로

이며, 이는 보행자의 시야에서 비롯되었음을 주목하여,

시야와 시거리에 따른 시계영역인 Ground Plane,

Roadside, Canopy, Building Wall 등의 분류는 본고의

주요 관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도시 관련 전문가인 생

산자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정책 프레임이

보행자들의 인식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공공공

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대상물의 구분으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지정하는 것

은 도시의 보행로에서 실제 활동하는 보행자에게 적절하

지 않다. 이보다는 가로시설물영역, 보행영역, 외부공간

영역, 건축물영역 등의 영역별로 구분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 틀에서 보행자를 위해 세계 최초로 공유

도로 사업을 시행한 South Kensington의 Exhibition

Road의 환경색채의 실사를 통해 환경색채를 조사하였다.

색채 분석에 따르면 Roadside, Canopy, Building Wall은

다양한 톤이 추출된 반면 보도, 차도, 도로경계석, 맨홀,

가로수 지지대, 보호덮개 등으로 이루어진 Ground Plane

에서만 모노톤이 추출되었다. L* C* 의 분포도를 보면 L*

의 경우 평균적으로 30-60 사이이지만, Ground Plane만

90까지인 이유는 시설물과 건축물의 그림자가 보행로 바

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C* 의 경우 대부분

의 시계영역은 2-20 사이이지만, Building Wall은 30까

지인 이유는 건축 벽면의 투명재료가 영향을 미쳤다.

보행로는 물리적인 이동통로에서 나아가 사회문화적

활동을 통해 메가시티의 정체성을 결정지으므로, 보행자

니즈 중심의 디자인 전략은 꽤 필요하다. 그러나 본고는

객관적 판단을 위해 South Kensington의 Exhibition

Road만 조사한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향후 다른 지역

을 추가 조사하면 보다 정량적 지표의 근거가 마련될 것

이다. 그러나 시티슈머의 니즈에 부합하는 보행자 중심

의 디자인 전략 유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여

환경색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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