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배경 및 목적

1879년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에 의해 발명된 백열 구는 기를 활용한 형식의 조명

장치로 당시 사용하던 기존의 양 와 등유의 사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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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논문은 조명의 색상이 사용자 감성에 미치는 인지 향을 악하여 실험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토 로 사용자

의 생활환경에 합한 새로운 콘셉트의 감성조명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

구를 통한 빛의 색온도와 감성의 유의미한 결과의 수집과 20 를 상으로 한 사용자 실험을 수행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감성조명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 다. 그 결과 사용자의 요구를 실 하기 해 4개의 이 자유롭게 회 하여 형태의

변형이 가능한 감성조명을 디자인하 고, 사용자의 업무와 환경에 최 화 될 수 있는 빛의 색온도를 도출하여 감성조명의

활용에 알맞은 집 , 무드, 휴식 3가지 환경을 제시 하 다. 본 논문의 결과는 조명을 기획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

자 심의 근을 통해 새로운 시각의 감성조명 디자인을 제안한 것에 그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20 에 국한된 연구의 한계

를 향후 30-40 를 한 연구로 확장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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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emotional lighting design of a new concept suitable 

for the user 's living environment based on the experiment and the result of the recognition of the cognitive effect 

of the color of the lighting on the user' s sensibility. As a research method, we collected meaningful results of color 

temperature and emotion of light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experimented with users in their twenties. Based 

on this, we presented the design direction of emotional lighting. As a result, we designed emotional lighting that 

can transform the shape of the four joints freely to realize the user 's demand. We also derive the color temperature 

of light that can be optimized for the user' s work and environment, Concentration, mood, and relaxation. The result 

of this paper is meaningful and worthy of suggesting emotional lighting design with user - oriented new perspective, 

deviating from previous method of planning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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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한 편의성과 활용성으로 사람들의 라이 스타일

(Lifestyle)을 완 히 바꾸어 놓았다. 독일의 역사학자 에

루트비히는 에디슨의 역사 인발명을 “ 로메테우스

가불을발견한이후인류는두 번째 불을발견한 것이다.

인류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났다”고 칭송했다[1].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통하여 산업이 발 하

고 거의 모든 분야에 조명기술이 활용되면서 여러 종류

의 조명램 들이 지속 으로 발명되었으며, 조명기기 디

자인도 발 을 거듭하 다. 4차 산업 명이 가까이 다가

온 오늘날 각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제

품의 기능 과 디자인을 넘어서 소비자의 욕구와 감성을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2,3].

조명산업의 발 과 더불어 빛과 인간의 연 성에

한 연구가 시작되어 빛의 반응에 따른 신체의 반응을 연

구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심리

와 빛의 계를깊이 있고 다양하게 연구하고있다. 특히

최근에는 빛의 색온도별 노출에 한인간의 감성형성에

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이를 응

용한 감성조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디자인의 방향이

기존의 조명개발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못하여 사용

자의 감성과 공감하는 방법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 본 논문은 조명의 색상이 사용자 감성

에 미치는 인지 향을 악하여 실험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토 로 사용자의 생활환경에 합한새로운 콘셉

트의 감성조명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것을 목 으

로 한다.

1.2 연 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사용자 실험, 감

성조명 콘셉트 디자인 제안의 3단계의 큰 역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조명의 의미와 발 과정을 고찰하고

빛의 색온도가 인체와 감성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보

고하는지 최근 7년간의 문헌을 분석한다. 이후 감성형성

과 감성조명의 연 계를 이해하여 실제 인실험에

용될 수 있도록 하 으며, 20 를 상으로 사용자 실험

을 수행하여 실제 용 되는 감성조명과인간과의 계를

확인 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감성조명의 디자

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제작하여 사용성 테스트를 수

행하고 그 결과를 결론으로 도출하려한다. 본 연구의

체 인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Fig. 1 참조).

Fig. 1. Research Process

2. 조명과 색 도

2.1 조명  발전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을 편리하게 구성하는 도구로써

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명(Illumination)은 사 의미로

는 ‘ 선으로 밝게 비춤. 는 그 선’으로 정의되어 있

다[4]. 특히 오늘날에는 자연조명이 달되지 않는 건물

지하시설 등의 실내에서 활용되는 조명은 인간의 생

리 인 측면뿐만 아니라 감성 인 행 에 향을 미치며

실내공간의 분 기를 결정짓는매우 요한 장치로 그 의

미가 확장되고 있다[5].

Fig. 2. History of Illumination

조명은 크게 두 가지의 구성요소로 나 어진다. 첫 번

째는 빛을 발산하는 원이 포함된 기본요소이고 두 번

째는 발산되는 빛을 제어하는 배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요소이다. 이 기본요소에 속한 원은 일반 으로 알

려진 구와 같은 발 (發光)체를 지칭하며, 가장 많은

개선과 변화를 거쳐 발 해왔다(Fig. 2 참조).

1879년 발명된 백열 구는 발명된 이후 다양한 과학

기술의 발 과 함께 개량해 왔는데, 향상된 발 효과에

비례하여 부분의 소비 력이 열에 지로 손실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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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를 보완한 원이 1938년에 개

발된 방 램 인 형 등이다. 형 등은 발 효과를 비약

으로 향상시켰지만, 조명의 압을 제어하는 기회로

와 같은 응용요소의 부피가 증가하고 소음 유해

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 되고 있다. LED(Light Emitting

Diode)는 1960년 미국의 GE가 개발했다. 기에는 색

상의 제한으로 자기기의 부품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996년 Red (R), Green (G), Blue (B) 장 의 혼합 비율

에 따라 조명의 색상이 결정 될 수 있는 백색 LED가 개

발되면서 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6]. LED는 백열

구, 형 등 등과 같은 기존 원과 비교하면 수명이 길고

에 지 효율이 높으며, 원의 부피가 작아 소형의 조명

장치 구 에 유리한 장 이 있다.

특히 하나의 원에서 빛의 색상을 조 하여 (Red)

색부터 자(Violet)색까지 모든 색의 표 이 가능하기 때

문에 기존 조명의 목 인 실내를 밝히는 용도에서 발

하여 상황에 맞는 연출을 통해 쾌 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면서 다양한 감성을 유도하는 장치로서의 활용성

이 나타나고 있다.

2.2 빛  색 도

1 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빛은 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빛은 매우 짧은 장의 감마 선(Gamma

rays)과 가장 긴 장의 자선(Radio waves)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간이 시각 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빛은

400nm–700nm (Millimicron)의 극히 은 범 에 있으

며 이러한 빛을 백 는가시 선(Viable light)이라부

른다[7](Fig. 3 참조).

Fig. 3. Color Temperature of Light

가시 선은 청색(Blue), 녹색(Green), 색(Red)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빛의 온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표

된다. 이를 물체에 온도를 높이면 고온에서 가시 선 빛

을 발하는 상인 온도방사에 빗 어 빛의 색온도(Color

Temperature of Light)라고 하며 이는 원이 발하는 빛

이 따뜻해 보이는가 아니면 차가워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색을 통한 온도에 한상태정보를 나타낸다[8,9].

색상이 인간의 특정 감성을 자극하고 인체에 향을

다는 믿음은 고 시 부터 있었다[10]. 오늘날에는 과

학 인 근을 통해 색상이 사용자의 감성 인지에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연구들을 통해 규명 되고 있으

며, 그 요성 한 알려져 있다.

조명의 발 방향도 이런 연구와 함께 빛의 색온도를

바탕으로 한 빛의 노출을 통해 인간의 심리상태와 컨디

션 등에 자극을 주거나 더 나아가 감성형성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발 하고 있다.

3. 감 과 감 조명

3.1 감

사 의미로 감성은 감각력, 감수성, 민감성 그리고

감정에 움직이기 쉬운 수용력이라 정의된다. 감성의 형

성은 뇌와 신경기 에 의한 복합 인 과정을 통해 나타

나는데,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간의 내･외부 자극이 인체

의 감각기 을 통하여 뇌에 달되면 인지과정을 거쳐

느낌, 동기, 감정, 기분 등이 기억들로 장되면서감성형

성에 향을 미친다.

감성형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지는데, 자극에

해 즉각 으로 반응하여 기억되는 형태와 자극을 해석한

후 인지과정을 통해 기억되는 형태이다. 자극에 해 즉

각 으로 형성되는 감성은 인간이 감성형성의 원인을

악하기 쉽지 않고 무의식 으로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인지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감성은 우리의 뇌에서

분석과 종합과정을 거친 후 형성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감성형성의 원인과 맥락의 악이 기억을 유추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조명의 색상을 통해 감성형성을 유도한다는

의미는 인간이 색상을 인지할 때 과거에 경험한 따뜻한

는 차가운 등의 그 색상에 맞는 감성을 기억해 낼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끌어 낸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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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색온도를 감각기 인 이 자극으로받아들여 뇌에

서 해석한 후 기존의 기억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종합하

여 그느낌을음성 는 행동으로떠올릴수 있도록 환경

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감  행연

빛의 색온도가 감성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한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 로 색온도에따라 변화되는

감성형성의 연구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있는지 확

인하고자 하 다.

김종무, 김문석(2009)은 국내 경기도지역의 10 반

50명을 상으로외부 빛을차단 할수 있는암실 환경을

조성하고 빛의 색온도를 표 할 수 있는 빔 로젝터가

설치한 후 빛의 색온도와 감성의 형성과의 계를 규명

하기 해 실험을 진행하 다.

Fig. 4. Color temperature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각 이미지를

비추는 빛의 색온도를 1,800°K, 3,200°K, 4,200°K,

5,500°K, 8,000°K으로 달리하여 3 동안 제시하고 감성

어휘를 고르는 설문을 진행하 다(Fig. 4 참조). 설문에

사용한 감성어휘는 다음과 같다[11](Table 1 참조).

1 Warm Cold

2 Soft Rough

3 Dynamic Static

4 Complicated Simple

5 Light Heavy

6 Positive Negative

Table 1. Emotional Vocabularies in Korean

실험의 결과 빛의 색온도가 1,800°K에서 8,000°K으로

갈수록 피험자는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거친, 가벼운

-무거운, 정 -부정 의 감성어휘 선호가 증가함을 보

으며 8,000°K의 색온도를 제외한 나머지 색온도에서

동 인-정 인, 복잡한-단순한 에 한 어휘 선호도 평

균값의 변화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Change of preference of slight
difference according to color

temperature difference

Change of preference of
sequential difference to color

temperature difference

Dynamic-Static
Complicated-Simple

1,800°K 8,000°K

Warm Cold

Soft Rough

Light Heavy

Positive Negative

Table 2. Variation of Emotion Vocabulary Preference

due to Color Temperature Difference

이 실험을 통해 높은 색온도의 컬러는 차가우며 무겁

고 부정 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낮은 색온도의 컬러는

부드러우며 따뜻하고 정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진혜련(2010)은 공동연구원 7명과함께 조명의색상이

인간의 과업수행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인간의

생활과 건강에 직 으로 향을 주는 5가지모드(학습,

명상, 스포츠, 다이어트, 러 모드)를 설문을 통하여선별

하고, 각 모드별 유의미한 향을 수 있는 컬러를 선

정하여 20 청년군 20명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에참가한 상자들에게 실험 선별된 5가지모

드의 컬러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실험을 통해 조

명의 색상 노출 과 후 그리고 감성어휘의 측정평가 시

ECG(Electrocardiogram, 심 도)신호와 압의 변화 수

치를 수집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 다.

실험의 결과 각 모드의 측정 수치들은 조명색상의 자

극 과 후의 변화량에서 색상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실험결과의 시사 은 인간

의 행태와 수행하는 과업에 조명의 색상이 일정부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Table 3은 조명과 감성의 상 계를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모든 논문들의 결과들은 색상

이 심리 으로 상이한 감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를 들어 학습 할 때는 선명하고 차분한 컬러가 그리고

스포츠 등의 활동 인 행 에는 화려한 컬러가 도움을

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연구의 내용을 분석한 근거로 다양한 기

업에서 인간의 심리상태를 알맞게 유도하고자 하는 감성

조명을 개발하여 실생활에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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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Research object Research method

Jang junho et al.
(2007)

LED lighting colors and
patterns

Survey of Emotional
Vocabularies in Korean

Boyce et al.
(2009)

Four lighting
environments

(illumination, light
distribution)

Typing tasks, reading and
related problem-solving tasks

Lee jin sook et
al. (2009)

LED lights and
fluorescent lamps with

different color
temperatures

Survey of Emotional
Vocabularies in Korean

Beak seung hun
et al. (2009)

LED light (3,800K,
7,300K),

fluorescent light (5,000K)

Error correction operations,
read operations, Assessing

the suitability of work through
questionnaires

Wo seung
hyun(2010)

Light
Survey of Emotional

Vocabularies in Korean

Table 3. Other articles on lighting and emotion

3.3 감 조명

감성 조명이란 조명의 색상, 밝기를 인간의 심리상태

와 생체 리듬에 알맞게 용시키는 조명 기술을 말한다

[12]. 1990년 반 하나의 원에서 색온도와 밝기를

조 할 수있는 LED조명의제어기술이 등장하면서 조명

을 이용해 인간에 합한 감성을 심리 혹은 생리 으

로 유도할 수 있는 원개발 기술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때를 기 으로 감성조명의 시장은 빠르고다양하게 발

되어 왔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

하는 것은 기업에서나 학문 연구에서 요한 심사항

이다[13,14]. 특히 최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색 온도

와 인간의 감성형성에 한 연구결과를응용하여 환경과

상황에 합한 감성조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손님들의

식욕을 높여 음식을 더 맛있게 보이게 하는조명, 심리

안정감을 유도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는 조명 등 심리학,

공학, 디자인학의 용합을 통한 복합연구의 가능성을 발

견 할 수 있는 역 하나가 감성조명 분야라 할 수 있

다.

3.4 감 조명  사례연

소비자의 기호에 빠르게 반응하는 자동차산업은 차량

을 이용하는 승객의 감성을 더욱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감

성조명 기술을 빠르게 용하 다. 국내의 표 인 자

동차 생산기업인 기아자동차는 기업을 표하는 형모

델인 K9을 선보이면서 차량의 인테리어 조명을 승객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드(Mood)를 표 하도록 디

자인하여, 차량 출시 부터 감성조명이 용된 자동차

로 마 을 시도하여 큰성과를 이루어 냈다. 한최근

등장하는 기자동차들은 미래의 신기술을 시각 으로

표 하기 해 다양한 방법으로 감성조명을 용하고 있

다(Fig. 5 참조).

Fig. 5. Mobility Emotional Interior 

국내 기업 필룩스에서 개발한 SunInHouse(SIH) 감성

조명 시스템은 일출, 일몰, 한낮 등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야외환경에서의 태양빛 변화를 실내에서 연출

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 창문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

한 환경의 실내에서도조명의 색온도를 2,30~8,0K 범 로

자유롭게 조 하여 원하는 시간 의 태양 느낌을 나타

낼 수 있어 사용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 다

[15](Fig. 6 참조).

Fig. 6. SunInHouse(SIH) Emotionl light system

이러한 기술은 최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

지와 같은 환경의 악 향에서 병원과 교육시설 등의 노

약자 보호시설에서 사용자의 감성을 만족시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사례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감성조명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용되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성

장 동력의 요소 하나로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의 감성에 많은 향을 받는 고 감을 제공하는 산업 그

리고 불안한 감성이 쉽게 나타나는 노약자들이 많이 모

여 있는 병원이나 교육기 등의 특수 공간에서는 그 활

용의 목 과 성격에 따라 효과 인 용의 가능성이 매

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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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학 으로 확인된 객 화된 근거의 감성조명

연구와 함께 다양한 시각의 새로운아이디어를 효과 으

로 개발할 수 있는 디자인 인 근을 통한 시도가 필요

하다

4. 새로운 콘 트  감 조명 

4.1 감 조명 개발  프로 스 

다양한 환경에 용할 수 있는 감성조명은 사용자를

한 환경을 능동 으로 구성하여 높은만족감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생활환경에 합한 새로운 콘셉

트의 감성조명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해 사용자

들의 니즈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작업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 분석, 종합, 평가의 4단

계로 구성된 디자인 개발 로세스를 기획하 다(Fig. 7

참조).

Fig. 7. Design Process

조사단계에서는 조명의 외형을 구성하기 한 사용자

인터뷰와 함께 조명색상에 한 사용자들의 감성형성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분석단계에서는사용자 인터

뷰의 분석과 함께 감성조명의 디자인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 다. 종합단계에서는 디자인을 실화하기

한 모델링과 실물제작과정을 수행하도록 하 으며, 마

지막으로 평가단계에서는 제작된 감성조명을 사용자가

직 테스트하여 기획의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 다.

4.2 조명  색 도  감 에 한 실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빛의 색 온도에 따른 실험자들

의 반응결과를 직 확인하기 해 국내에 거주하는 20

남·여 40명을 상으로 빛의 색온도와 감성형성의

계를 실험 하 다.

선행연구의 실험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기 해 외부

의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실험을 진행하 으며

사용될 빛의 종류도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4가

지의 표 색상으로 결정하 다. 실험은 40명의 실험

상을 5명씩 8개 그룹으로 나 고 각 그룹이 실험실에서

5분 동안 4가지 다른 빛(Red, Blue, Green, Yellow)에 순

차 으로 노출 될 수 있도록 하 으며, 빛에 노출되는 동

안 주어진 40개의 감성 키워드 재의 느낌을 체크하

는 감성어휘 측정평가를 진행하 다.

빛의 색온도와 감성형성에 한 실험 결과는 선행연

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분포되어 나타났는데, 빨강색

(Red)은 한, 불편한, 답답한 등 어떠한 행동을 유발

시키는 감성으로, 랑색(Blue)는 차가운, 상쾌한 개운한

등 정 이고 차분한 감성으로, 록색(Green)은 편안한,

쾌 한, 상쾌한 감성으로 그리고 노랑색(Yellow)는 편안

한, 포근한, 따뜻한, 나른한 감성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개발될 감성조명의 활용방향은 3

가지 환경을 유도하는 것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 푸른색

(Blue)을통한 집 도를 높여주는 환경, 록색(Green)을

통한 상쾌한무드를 유도하는 환경, 노란색(Yellow)을 통

한 감성 휴식을 만들어주는 환경이다.

4.3 감 조명  니 (Needs) 연

선행연구를 통해 감성조명의 사례에 하여 알아보았

듯이 기존의 감성조명의 부분은 모양과 형태가 고정되

어 있어 감성조명을 이용하여 공간의 분 기를 연출하기

해서는 조명기구 설치 치, 환경 등 사용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했다.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나 새

로운 아이디어로 디자인을 시도하기 해 감성평가 실험

에 참가한 40명을 상으로 감성조명이개발된다면 본인

이 원하는 형태와 활용장소 그리고 요구사항 등을 인터

뷰하고 이를 AD(Affinity Diagram)방법으로분석하 다.

분석된 실험자들의 니즈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 휴 가 가능할 것, 둘째 컴퓨터와 같은 자기기에

서 충 이 가능할 것, 셋째 고정된 모양이 아닌 다양한

형상으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외 요구

사항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

등의 편의장치에 한 요구 다.

4.4 감 조명  콘 트 개발

앞선 단락에서 실행한 색온도와 감성형성의 실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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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감성조명 디

자인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는데, 감성형성에서 도출

된 집 , 무드, 휴식 3가지 행 와 사용자 인터뷰에서 도

출된 다양하게 변형되며, 휴 충 이 가능한 조명형

태의 요구를 실 실 가능한 형태로 해석하 는데, 조

명의 이 회 하면서 꺾이도록 설계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조명으로 변형 가능하도록 고려한 것이다. 한

휴식 시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이감성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성조명 콘셉

트 디자인에는 조명기능 외에 블루투스스피커시스템 기

능을 설치하는 것이 고려되어 아이디어스 치가 제시되

었다(Table 4 참조).

Standard, concentrate type T shape, mood type

I shape, sound bar type Portable, movable type

Table 4. Concept design that can transform shape

4.5 프로 타 핑(Prototyping)

본 연구에서 최종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감성조명시

스템은 사용자들이 직 빛의 색온도를 조 하고, 원하

는 형태로 변형 할 수 있는 다목 기능을 가진 사용자

맞춤형 감성조명 디자인이다. 사용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하여 감성조명 시스템은 빛의색온도를 조

할 수 있는 조명장치(Lighting Part)와 집 도 향상과

효율 인 휴식 명상을 고려한 음향장치(Speaker

System Part)로 구성되었다(Fig. 8 참조).

조명장치의 앙에는 충 지가 내장 되어 있어 이동

이 가능하고, 원공 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용자들이

장소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

록 고려하 다. 한 스마트폰용범용 5핀 충 기를 사용

하여 다양한 기기를 통해 력을 충 할 수 있도록 하

다.

Fig. 8. System specification 

음향장치는 Bluetooth Speaker System을 통하여 학습

을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 폰과 연동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화가 걸려올 때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고도 조

명 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통화를 할수 있는기능을

용하여 감성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 다.

4.5.1 스탠드 조명

스탠드용 조명은 테이블 에 올려놓고 사용자들이

학습이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Fig. 9. Standard concentrate type

이러한 수행과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선명

하고 편안하며 집 을 유지시켜주는 컬러가 필요한데 이

를 해서는 란색(Blue)이 최 화된 컬러이며, 학습

일정시간 조사하여 학습자의 리 시를 유도하고 의

피로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업무와 학습의 능률을 향

상시킬 수 있다(Fig.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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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드 조명

제안하는 감성조명시스템은 4개의 을 가지고 있

어, 형태를자유자재로조 할수 있다. 특히사용자의 기

분에 따라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실내를 벗

어난 야외에서도 거치 설치가 용이하여 사용자가 원

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컬러를 선

택하여 원하는 무드의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Fig. 10 참

조).

Fig. 10. Various types of lighting

4.5.3 사운드 바 조명

제안하는 감성조명시스템에는 불루투스로 모바일 디

바이스와 페어링 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Bluetooth

Speaker System이 내장되어있다. 책상 에 일자로 펼치

면 블루투스 오디오로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과업을 수행 이거나 휴식 인 사용자들의 감성을 만족

시키고 즐거움을 선사할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Fig. 11

참조).

Fig. 11. Sound bar type lighting

4.6 사용 평가

실험은 한사람씩 제작된 로토타입을 일정시간 조작

해보며 진행되었으며, 피험자들이 느끼는 감성수 에 따

라 수를 부여하도록 하 다.

평가시트에는 제품외형과 기능성 그리고 사용성 등

감성을 평가할 수 있는 10개의 상반된 형용사들이 짝을

이루어 사용되었으며 7 척도(-3,-2,-1,0,1,2,3)로 평가하

여 40명의 평균값을 산출해 결과를 도출하 다.

실험의 결과 감성조명시스템은 견고함, 고 스러움,

개성 그리고 실용성 등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신뢰성, 기

능성, 사용성을 부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감성품질이 높일수 있

는 외형 요소를 반 하여 디자인한제품으로 평가되었

다.

Adjective Antonyms Average Rank

solid Poor 2.368421 3

Personified Common 2.421053 2

Beautiful Homely 2.105263 5

Stylish unfashionable 1.684211 9

useful useless 2.473684 1

Dynamic Static 1.421053 10

Luxurious Cheap 2.157895 4

Trendy cheesy 1.947368 8

new Old 2.052632 7

Cutting-edge Classic 2.105263 5

Table 5. Modifiable forms and uses 

4.7 결

실험을 통해서 감성조명 디자인의 새로운 형태

근을 하 으며, 소비자가 감성조명에서 생성되는 빛의

색온도 조 을 통해 경험하며 형성되는 의식 감성측면

을 정 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감성조명 디자인의 방향

성을 제시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의 요구를 실 하기 해 4개의 이 자유롭

게 회 하여 형태의 변형이 가능한 감성조명을 디자인하

고, 사용자의 업무와 환경에 최 화 될 수 있는 빛의

색온도를 도출하여 감성조명의 활용에 알맞은 집 , 무

드, 휴식 3가지 환경을 제시 하 다.

한 감성조명 디자인에 충 지를 활용하여 휴 성을

극 화 시켰으며 음향장치(Bluetooth Speaker System)

의 제안을 통해 감성조명 사용시 음악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감성만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지막으로 감성조명의 디자인 평가를 수행하여 견고

함, 고 스러움, 개성 그리고 실용성 등을 우수하게 평가

받아, 사용자의 감성조명에 한 요구를 부분 만족시

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콘셉트의 감성조명 디자

인은 빛의 색온도를 조 하여 다양한 업무 수행 시 사용

자의 감성만족을 극 화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 가

능하며 소비자가 직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감성조명 디자인은 기존의 불편함을 제

거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심리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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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은 조명의 색상이 사용자 감성에 미치는 인지

향을 악하여 실험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토 로

사용자의 생활환경에 합한 새로운 콘셉트의 감성조명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와 같은 목 을 수행하기 해 조명의 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원에서 다양한 색상의 빛을 생성할 수 있

는 것을 확인하 으며, 원에서 발생한 빛의 색온도 변

화에 따른 인간의 감성반응이 유의미함을 확인하 다.

이를통해 심리학, 공학, 디자인학의용합을 통한복합

연구의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는 역 하나가 감성조

명 분야인 것을 확인하 고, 따라서 과학 으로 확인된

객 화된 근거의 감성조명 연구를 토 로다양한 시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효과 으로 개발할 수있는 디자인

인 근의 시도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 다.

본 논문의 최종 목 인 새로운 콘셉트의 감성조명의

디자인 방향성을 제안하기 해 20 남녀 40명이 빛의

색온도 변화에 따른 감성형성을 실험하여 그 결과를 도

출하 으며 이와 함께 사용자인터뷰를 진행하여 사용자

들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감성조명의 니즈(Needs)를 명

확하게 확인 하 다.

사용자 조사를 통해 수집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새

로운 콘셉트의 감성조명 디자인을 제시하 다. 제시된

디자인의 방향성은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첫 번째는 조명의 휴 성이다. 충 기를 삽입하여 사

용자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에 언제어디서나 감

성조명을 활용하여 감성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

다.

두 번째는가변형 디자인이다. 4개의 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형태로 변형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세 번째는 빛의 색온도 조 기능이다. 사용자들이 원

하는 빛의 색온도를 설정하여 분 기를연출하고 과업의

효율성을 극 화하여 정 감성을 형성 시킬 수 있도

록 하 다.

지 까지의 감성조명디자인은 특정된 공간이나 장소

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부분이었다. 이는 사용자가 조

명을 통해 감성 인 만족을 얻기 해서는 재 머물고

있는 공간을 벗어나 특정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것을 뜻

했다.

이러한 행 는 감성조명을 통해 감성 만족을 얻기

한 시도에서부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감성만족의 경험이 최 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감성조명의

휴 성을 극 화시켜 기존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사용자

가 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심리 만족을 경험할 수 있

는 경험을 제공하 다. 도출된 결과는 조명을 기획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심의 근을 통해 감

성조명 디자인을 제안한 것에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실 인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

의 범 를 20 로 한정한 것 그리고 40명의 인원으로 제

한된 것은 본연구의한계로볼 수 있다. 따라서지속

인 후속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창출

할 수 있는 다양한 감성조명 디자인들이 개발되어 소비

자들에게 달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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