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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derive an evaluation structure and 18 Valuation vocabulary for the media facade

lighting conditions. In addition, this study deduced the applicable elements that could be applied in time

of building nightscape lighting design using media facade by conducting affective evaluati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image axis of Dynamic, Colorful

showed the lighting change speed was fast with diverse application of lighting color, and its evaluation

object applied by general emphasis, vertical emphasis, partial emphasis lighting method was highly

assess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Luxurious, Unusual axis showed lighting change speed was

slow with the application of lighting color in warm hue series, and its evaluation object applied by line

lighting, dot lighting, general emphasis lighting methods was highly assessed. Lastly, it was found that

Soft, Secure image axis showed the lighting change speed was slow with the application of pastel

tone lighting color, and the evaluation object applied by general emphasis lighting method was highly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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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도시의발달과현대인들의생활방식이다양해
지고디지털기술이발달함에따라, 문화․상업․업무
등의분야에서야간활동시간의범위가점차확대되어
가고있다. 이러한 요구에맞추어현대도시는조명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공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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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중심으로 야간경관조명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하여 국외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도
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명연출을시도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 LED의 도
입으로시작되었는데조명의밝기, 색상, 움직임등빛
컨트롤을 이용한 새로운 표현들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다양한조명표현방법들이빠르게진행되고있다. 그
중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트랜드가 ‘미디어파사드’이
다. 미디어파사드는 건물의 외벽을 스크린처럼 꾸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역할을 한
다. 디지털기술과 결합되어 건축물의 특징을 부각시
키고, 인지성과주목성을높일수있다는점에서주목
받고있다. 이러한변화에맞추어다양한연구가필요
하다고할수있는데, 기존연구에서는미디어파사드에
대한 특성과 국내외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미디어파사드조명환경에대한평가구조
체계및평가어휘도출에대한연구는미흡한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미디어파사드의개념을이해
하고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미디어파사드 조명환경
에대한평가구조및평가어휘를도출하고자한다. 또
한감성평가를실시하여미디어파사드를이용한건축
물의야간경관조명설계시활용할수있는요소를도
출하고, 미디어파사드가 적용된 건축물과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비교함으로써 조명색과 조명방식, 조
명속도에있어어떠한차이점이있는지를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는다음과같이 3단계로나누어진행하였다. 1)
서울시랜드마크건축물 40개의야간경관조명사례를
수집한후, 미디어파사드가적용된사례 11개와 미디
어파사드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9개를 구분하여 총
20개의 평가대상을 선정하였다. 2) 선정된 평가대상
20개를동영상으로제시하고면접조사(평가그리드발
전수법)를실시하여조명환경평가구조모델을작성하
였으며, 조명환경과감성과의관계를정성적으로파악
하고 감성이미지 평가를 위한 어휘를 추출하였다. 3)
1단계에서 선정된 평가대상 20개를 동영상으로 제시

한후 2단계에서추출된평가어휘를사용하여감성평
가를실시하고, 그 결과를요인분석하여조명환경이
미지 평가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미디어파
사드가 적용된 대상과 적용되지 않은 대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미디어파사드 정의 및 특징

일반적으로미디어파사드는정보전달매체를뜻하는
‘미디어(Media)’와 건축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
(Facade)’의 합성어로, 건축물 외벽에 조명시설을 설
치하여미디어기능을구현하는것을말한다. LED 조
명, 빔프로젝트등을이용하여밝기, 색상등을조절
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을 이용하
여 건물의 외벽을 대형스크린처럼 꾸며 도시의 대형
건물들을시각적아름다움과정보를전달하는매개물
로 활용되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의 한
종류이다. 즉미디어파사드는 IT 기술과미디어를적
극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디지털 아트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 외관의 변화에 따라건축 조명방식
도 변화되어졌는데 과거의 건축 조명은 어두운 공간
에서건물의형태를나타내거나멀리서인지할수있
는 역할을 하였다면 현재의 조명은 예술적 표현요소
로자리잡아가고있다. 이러한건축기술의발달로건
물의 외관에 있어서 구조적인 형태를 벗어나 자유롭
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2.2 평가그리드 발전수법의 이론적 고찰

평가그리드법은 1955년 임상심리학자인 켈리(G.A
Kelly)에 의해 개발된 수법으로 개인인지구조
(Personal Construct)이론을 배경으로 개인의 인지구
조체계(Construct System)를 있는 그대로 추출하기
위해개발된면접수법이다. 이것의기본적인발상은
인간은 경험을 통하여 구축된 인지구조(Construct)
라고 불리우는 각자 고유의 인지구조를 지니고 있으
며, 바로이인지구조에의해서환경및그안에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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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다양한사건들을이해하고, 또한그결과를예
측하려고노력하고있다 는것이다. 여기에서인지구
조는인간이시각과청각등의감각기관을통하여지
각한원시적정보의집합체인환경을어떤의미가있
는세계로서이해할때필요한인지단위이다. 즉 창
이크다-작다 , 실내가밝다-어둡다 , 기분이좋다-
나쁘다 라는식의형용사적성격을갖고있는하나의
대립개념으로서, 다양한이들인지구조사이에는인과
관계가존재한다. 예를들면 창이크면, 실내가밝다
라고하는인과관계가존재하는것이다. 이러한 인과
관계가구성하는인지구조전체가인지구조시스템인
것이다.
개인인지구조는 쾌적한생활을할수있다 와같은
주관적, 추상적인 인지구조를 상위에 두고, 창이 크
다 와같은객관적, 구체적인인지구조를하위에두는
위계(hierarchy)구조를이루고있다. 개인인지의과정
은어떤방에들어가서창을볼때, 시각을통하여창
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비교하
여 창이크다-작다 라고하는하위인지구조를먼저
인지하고, 이어서창이외의여러가지조건을이해하
기시작하여 쾌적한생활을할수있다-할수없다
라고하는상위인지구조를인지하는것이다. 평가그
리드발전수법은개인인지구조를있는그대로추출하
기 위하여 개발된 면접조사수법이다.
이 수법은 사람의 인지구조를 알고 싶으면, 그 사
람에게직접물어보는것이가장좋다 는것을기본적
사고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험자에게 엘리멘트라
고불리우는자극을여러개제시하여비교시키고난
뒤, 이것들의유사점혹은상이점을자유롭게대답하
게 함으로써 피험자의 인지구조를 피험자 자신의 언
어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평가그리드법은원래임상심리학에있어서심리
치료법의 지침을 얻기 위해서 환자들에 대한 대인관
계의인지구조를추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평
가그리드 발전수법은 인지구조체계 가운데 환경평가
에 관련하는 부분, 즉 환경평가구조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것을목적으로, 평가그리드법을발전시킨수
법으로 사누이가 개발한 것이다. 평가그리드법이 단
순히엘리멘트간의유사점과상이점에초점을맞추어

평가항목을추출하는데비하여, 이평가그리드발전수
법은피험자들에게주어진엘리멘트간의우열을판단
시켜 그 판단기준을 초점으로 평가에 관여하는 인지
구조즉평가항목을선택적으로언어화하여추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 수법의과정은 1) 엘리멘트(Element)의 작성, 2)
평가항목의추출, 3) 래더링(Laddering)의 3단계의진
행순서에 의해 행해진다[3].

2.3 리커트 척도법(Likert scale)의 이론

적 고찰

리커트척도는 Rensis Likert에 의해서 개발된 총화
평정법에의한척도구성법으로원래일정한상황, 사
물, 환경에 대한응답자의태도를조사하는데이용되
는척도이다. 이척도법은평가속성에관련된여러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항목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 정도를 나타내도록 한 척도로서 해당항목에 대한
응답을 평균한 측정값으로 평가 대상 응답자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리커트척도에서는보통 5개구간으로나뉘는데이
때에각구간의차이는동일한것으로간주하기때문
에대표적인등간척(interval scale)이라고할수있다.
이 방법은 응답이 간편하다는 점과 응답결과를 이용
하여심리적크기의정도를상대적으로비교할수있
다는 점으로 인해 경관평가에도 많이 이용된다[2].

2.4 선행연구 고찰

천지나(2009)는 미디어파사드의 유형화에 대한 연
구를진행하여미디어파사드의표현방식을광원에의
한 표현, 컨텐츠에 의한 표현, 재질에 의한 표현으로
분류하여분석하였고, 미디어파사드의사례를표현요
소에 따라 조사하여 ‘직접부착형’, ‘확산형’, ‘투광형’,
‘프로젝트형’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8]. 정주희, 김정
태(2010)는 미디어파사드의 조명물리량을 측정하여
빛공해의유발여부나서울시이미지의저해성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항하여 현 미디어파사드 건축물과 시
공예정인 미디어파사드 건축물은 표출휘도, 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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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이미지 개 요

1

건물명 : CJ E&M 센터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제작년도 : 2010년

광원 : LED

2

건물명 : MBC신사옥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제작년도 : 2014년

광원 : LED

3

건물명 : YTN뉴스퀘어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제작년도 : 2014년

광원 : LED

4

건물명 : 가든파이브

소재지 : 서울 송파구 문정동

제작년도 : 2010년

광원 : LED

5

건물명 : 갤러리아백화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제작년도 : 2004년

광원 : LED

6

건물명 : 서울스퀘어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제작년도 : 2010년

광원 : LED

표출내용, 색상, 휘도차및점멸주기등에대한다각적
인고려가필요하다고하였다[7]. 김종경(2010)은경관
조명과관련된선행연구를조사하여경관조명의각종
영향요소를도출하고, 도출된영향요소들에따라건축
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경
관조명의 각종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9]. 이민진, 한정완(2011)은 현트랜드의변화에따라
분류된우형과조명디자인요소가결합된조명디자인
분석에 대해 연구하여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연출이
도입되어야한다고결과를도출하였다[10]. 도시의야
간경관의중요성이높아짐에따라국내에서도설치사
례가증가하고있는추세를감안하면, 관련된다양한
연구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하지만지금까지의선
행연구는주로건축물의물리적특징에초점을둔연
구사례가많은반면, 인간의감성이건축물의야간경
관조명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연구는미
흡한편이다. 따라서국내사례를중심으로설치현황
을분석하여건축물의미디어파사드가인간의감성에
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가진행될필요
가 있다.

3. 실험개요

3.1 실험대상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조사하여 가지고 있
는야간경관조명설치현황자료와선행연구논문에
서 제시한 건축물을 기준으로 경관조명이 적극적으
로적용된건축물을 40개 수집한후, 다음과같은기
준으로분류하였다. 먼저조명기법및조명방식으로
건축물을 유형화하고, 층수, 용도 및 연면적으로 구
분하여대표유형인미디어파사드가적용된사례11개,
적용되지 않은 사례 9개를 평가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때층수, 용도, 연면적은건축법의기준에따라분
류하였고, 조명기법과 조명방식은 선행연구 논문
[10]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미디어파사
드가 적용된 사례는 주로 근린생활시설인 12～18층
의저층건축물에미디어파사드가전반강조, 수직강
조, 부분강조의 조명방식으로 적용되어 있고, 적용

되지 않은 사례는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인 3～17층
저층건축물과 업무시설인 27～55층 고층건축물에
LED조명이 선조명, 점조명, 전반조명의 조명 방식
으로 적용되어 있다. 최종 선정된 총 20개의 평가대
상 중 미디어파사드를 적용한 건축외관조명 사례
(11개)는전경이 보이는 동영상(40초～50초)으로 제
시하였고, 적용되지 않은 사례(9개)는 전경이 보이
는 사진 및 동영상(40초～50초)으로 제시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표 1. 미디어파사드 적용 평가대상
Table 1. Subject of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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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이미지 개요

1

건물명 : 크링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제작년도 : 2008년

광원 : LED/미디어파사드 미적용

2

건물명 : 세빛섬(채빛)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제작년도 : 2014년

광원 : LED/미디어파사드 미적용

3

건물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

제작년도 : 2013년

광원 : LED/미디어파사드 미적용

4

건물명 : 현대백화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제작년도 : 1988년

광원 : LED/미디어파사드 미적용

5

건물명 : 여의도국제무역센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제작년도 : 2008년

광원 : LED/미디어파사드 미적용

6

건물명 : 부티끄모나코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제작년도 : 2008년

광원 : 투광등/미디어파사드 미적용

7

건물명 : 강남파이낸스센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제작년도 : 1995년

광원 : LED/미디어파사드 미적용

8

건물명 : 어반하이브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제작년도 : 2008년

광원 : 투광등/미디어파사드 미적용

9

건물명 : 아이파크타워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제작년도 : 2004년

광원 : LED/미디어파사드 미적용

7

건물명 : GT타워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작년도 : 2008년

광원 : LED

8

건물명 : 금호아시아나본관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제작년도 : 2008년

광원 : LED

9

건물명 : LG CNS 상암 IT 센터

소재지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제작년도 : 2007년

광원 : LED

10

건물명 : 세빛섬(가빛)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올림픽대로

제작년도 : 2014년

광원 : LED

11

건물명 : 신사미타워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제작년도 : 2009년

광원 : LED

표 2. 미디어파사드 미적용 평가대상
Table 2. Subject of appraisal

3.2 실험방법

3.2.1 면접조사
본 연구에서는 평가그리드 발전수법이라는 유도질
문형식의 면접조사 방법을 응용하여 미디어파사드를
적용한외관조명의평가구조네트워크도및평가어휘
도출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소(element)들을선정하는단계이다. 요소란
피험자에게제시되는자극인평가대상을말한다. 미디
어파사드가적용된건축물과적용되지않은건축물의
사진 및 동영상 20개를 본 실험요소로 선정하였다.



6

미디어파사드를 적용한 건축외관조명의 평가구조 추출 및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IIEE, Vol.29, No.5, May 2015

둘째, 피험자가자발적평가항목을추출하는단계로
써, 기존의 평가그리드 발전수법 방법을 응용하였다.
미디어파사드특성상시간의변화에따라조명의색
이나밝기, 패턴등이변화하기때문에기존의평가방
법대로 단순한 사진 이미지를 제시하여 비교 평가하
는 것은 미디어파사드 조명환경에 대한 피험자의 인
지구조를 추출하는데 정확성이 결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동영상을반복하여피험자에게제시한후,
제시된미디어파사드조명환경이좋다고판단하는이
유를자신의언어에의해추출하도록하고, 이것을평
가항목으로 기록하였다.
셋째, 래더링(laddering)단계이다. 래더링이란 어느
인지구조의 상․하위 구조를 추출하기 위한 기법을
말한다. 이 기법에의하면평가항목상호간의인과관
계를명확하게하는것이가능하며, 평가의메커니즘
을구조적으로해명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유효하
다고볼 수 있다. 즉자발적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이
에 대한 상위 평가항목과 하위 평가항목의 평가구조
를 명확하게 알아보는 것이다. 래더링은 래더 업
(ladder up) 단계와 래더 다운(ladder down) 단계로
실시되며, 래더업단계를통해서는평가항목을통해
느껴지는상위평가항목즉, 감성이미지어휘를추출
하고, 래더다운단계에서는평가항목을느끼게하는
구체적인감성자료들즉, 미디어파사드의조명환경구
성요소의 특성들을 추출하였다.

3.2.2 감성평가
감성평가실험은주광및주변인공광의영향을배
제하기위하여무창공간에서진행하였다. 평가대상은
컴퓨터 화상장치를 통해 동영상으로 제시하였으며,
모니터별제시조건이상이할수있기때문에동일모
니터를이용하여일정한조건을유지할수있도록하
였다. 정확한 평가실험이 이루어지도록 암실에 입실
한 피험자는 1분간의 암순응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시 제시된 평가어휘는 면접조사로부터 도출된
평가구조네트워크도의상위평가항목인형용사 18개
로선정하였으며다음의표 3와 같다. 또한평가척도
는 5단계리커트척도법을이용하여평가실험을진행
하였다.

표 3. 실험방법
Table 3. Experiments Method

평가어휘

세련된, 고급스러운, 모던한, 심플한, 부

드러운, 따뜻한, 차분한, 정적인, 이색적

인, 경쾌한, 신비로운, 환상적인, 화려

한, 역동적인, 변화감있는, 첨단적인, 다
채로운, 안정감있는

평가척도
전혀 보통 매우

3.3 피험자선정

피험자는 평가그리드 발전수법에 의한 평가실험
에 능숙하고, 건축물의 조명환경에 지각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공학과 4학년 및 대학원생
23명으로구성하였다. 피험자에대한자세한사항은
표 4와 같다.

표 4. 피험자의 구성
Table 4. Subjects configuration

성 별 남자 : 13명, 여자 : 10명

연 령 만 23～33

합 계 23명

그림 1. 실험모습
Fig. 1. Experiment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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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명환경 구성요소 특성
Table 5. Light environment component properties

분류항목 조명환경 요소의 구체적 특성

광원의 특성 - 색온도(난색/청색/파스텔톤…)

조명 설치의

특성

- 배광에 의한 조명방식(직접․간접)

- 배치에 의한 조명방식(전체․부분)

- 조명의 방향성(수직)

조명 변화의

특성

- 변화속도

- 연출방식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미디어파사드 조명환경 평가구조 및 

평가어휘 도출

4.1.1 평가구조 도출
면접조사결과를정리하기위해피험자자신의언어
로 표현된 모든 평가항목의 내용을 분석하여 표현이
약간상이하더라도내용이동일하다고간주되는평가
항목을묶는작업을시행하였다. 또한각피험자의평
가구조에대한평가항목을이들집약된평가항목으로
치환한뒤모든평가항목에대해서래더링단계에있
어서양자간을인과관계로언급한피험자수를집계
하여전평가항목의인과관계를나타내는도수매트릭
스(matrix)를 작성하였다. 이 매트릭스에서 도수가 3
이상인 것들을 선정하여 그 관련을 네트워크도로 표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네트워크도 중 좌단에 위치한 항목은 래더링
(Ladder up)에 의해 얻어진 가장 상위의 평가항목이
고, 우단에위치한항목은래더링(Ladder down)에의
해얻어진가장하위의평가항목을나타낸다. 전체의
레이아웃(layout)은인과관계를나타내는선의교차를
될수있는한적게하는것을기본방침으로하여수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래더다운단계에서평가항목을느끼게
하는구체적인감성자료들, 즉미디어파사드가적용된
건축물의조명환경구성요소의특성을도출하여세가
지로분류하였다. 첫번째는색온도에따라평가되는
[광원의 특성]에 관련된 자료이며, 두 번째는 조명배
치에 의한 조명방식(전체․부분), 조명 배광에 의한
조명방식(직접․간접), 조명의 방향성에 의해 평가되
는 [조명설치의특성]에관련된자료이다. 세번째는
조명의변화속도, 연출방식과관련된 [조명변화의특
성]에 대한 내용이다.

4.1.2 평가어휘 도출
본 연구 결과, 미디어파사드가 적용된 건축물의 조
명환경에대한평가어휘는 부드러운 , 경쾌한 , 세

련된 , 심플한 , 정적인 , 화려한 , 역동적인 , 이
색적인 , 신비로운 , 환상적인 , 따뜻한 , 변화감
있는 , 고급스러운 , 첨단적인 , 다채로운 , 안정
감있는 , 차분한 , 모던한 의 18가지어휘가도출되
었다.

4.1.3 어휘별 하부구조 분석
유사한의미를가진형용사어휘들의하부구조가어
떤특징을가지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아래와같
이 분석하였다.
이색적인 , 신비로운 , 환상적인 , 첨단적인 ,
웅장한 의 어휘를 나타내는 평가구조 네트워크도는
조명의색, 연출방식그리고속도에관련된평가를하
는 어휘들로 나타났다.
조명색과 변화방식이 이색적이고 신비롭다 , 조

명연출이환상적이다 , 조명색과조명방식이첨단적
이다 의 자발적 평가항목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다
양한조명색의동시적용과파스텔톤의조명색이적용
되었고, 비정형적인조명연출과기하학적형태의조명
이 연속적으로 연출되는 요소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수직의 조명방식과 변화속도가 빠른 조명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쾌한 , 화려한 , 역동적인 , 변화감있는 , 다

채로운 의 어휘를 나타내는 평가구조 네트워크도는
조명의색, 연출방식그리고속도에관련된평가를하
는 어휘들로 나타났다.
조명색과 변화방식이 이색적이고 신비롭다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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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가구조 네트워크도
Fig. 2. Assessment structure networks

명연출이유동적이다 , 조명색과변화방식이화려하
다 , 조명연출이변화감있다 , 조명색이다채롭다
의 자발적 평가항목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조명색의동시적용과고채도조명색의사용된요소와

곡선위주, 기하학적 형태, 비정형적인 조명의 연출이
연속적으로 적용된 요소가 적용되었다. 조명의 변화
속도또한빠르게적용된경우영향을많이받는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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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어휘별 하부구조 분석-1
Fig. 3. Infrastructure analysis by lexical-1

그림 4. 어휘별 하부구조 분석-2
Fig. 4. Infrastructure analysis by lexical-2

세련된 , 고급스러운 의어휘를나타내는평가구
조 네트워크도는 조명연출방식, 속도 그리고 패턴에
관련된 평가를 하는 어휘들로 나타났다.
사용된 조명색이 세련적이다 , 조명색과 연출방

식이도시적이다 , 조명방식이은은하다 , 조명방식
이 안정감있다 의 자발적 평가항목으로 표현되는 경
우에는 간접적, 부분적, 수직적인 조명방식이 적용되
었고, 모던한이미지의반복과변화속도가느리게적
용된 경우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던한 , 심플한 , 부드러운 , 따뜻한 , 차분

한 , 정적인 , 안정감있는 , 조화로운 의어휘를나
타내는 평가구조 네트워크도는 조명의 색, 연출방식,
패턴에 관련된 평가를 하는 어휘들로 나타났다.
조명색과 연출방식이 도시적이다 , 조명방식이

은은하다 , 그래픽이차분하다 , 조명색과변화방식
이 부드럽다 , 조명방식이 안정감있다 , 조명과 건
물이 조화롭다 의 자발적 평가항목으로 표현되는 경

우에는 파스텔톤과 난색의 조명색이 적용된 경우와
건물전체, 간접적, 부분적으로 연출된 조명방식이 연
속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유사한 패턴과 변화속
가느리게적용된경우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나타
났다.

그림 5. 어휘별 하부구조 분석-3
Fig. 5. Infrastructure analysis by lexical-3

그림 6. 어휘별 하부구조 분석-4
Fig. 6. Infrastructure analysis by lexical-4

4.2 감성평가를 통한 미디어파사드 야간경

관요소 도출

4.2.1 요인분석 결과
미디어파사드가 적용된 건축물의 감성이미지 평가
구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데 있어 일정한 경향성
이 없는 피험자들의 데이터를 제외하여 최종 18명의
유효표본 집단을 구성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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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65%의 설명력을 보이며
총 18개의 평가어휘가 3개의 요인축으로분류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Ⅰ요인은 31.936%의 기여율을 보이며 평가에 있
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변화감있는 ,
역동적인 , 정적인 , 화려한 , 다채로운 , 심플한 ,
경쾌한 , 차분한 , 환상적인 의평가항목으로구성
되었으며 [역동적인, 화려한]축으로 명명하였다.
제Ⅱ요인은 20.660%의기여율로 고급스러운 , 세
련된 , 첨단적인 , 모던한 , 신비로운 , 이색적인
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고급스러운, 이색적
인]축으로 명명하였다.
제Ⅲ요인은 13.269%의기여율로, 부드러운 , 따뜻
한 , 안정감있는 의 평가항목으로구성되었으며 [부
드러운, 안정감있는]축으로 명명하였다.

표 6. 요인분석 결과
Table 6. Factor analysis

요인 평가어휘
성분 요인

해석1 2 3

Ⅰ

변화감있는 .843 .112 -.086

역동적인

․

화려한

역동적인 .827 .076 -.297
정적인 -.810 .139 .321
화려한 .774 .244 .013
다채로운 .767 .110 .242
심플한 -.700 .199 .212
경쾌한 .689 .197 -.401
차분한 -.636 .201 .514
환상적인 .579 .548 .330

Ⅱ

고급스러운 .022 .802 .268

고급스러운

․

이색적인

세련된 -.069 .769 .161
첨단적인 .225 .736 -.136
모던한 -.360 .690 -.030
신비로운 .463 .644 .272
이색적인 .487 .578 .127

Ⅲ

부드러운 -.117 -.031 .821 부드러운

․

안정감있는

따뜻한 -.027 .207 .608

안정감있는 -.392 .383 .549
고유치 5.748 31.936 31.936

-기여율 31.936 20.660 13.269
누적율 31.936 52.596 65.865

4.2.2 플로트도 분석 결과
플로트도분석결과, 역동적인․화려한 의이미지
를나타내는제Ⅰ축에서는건물에전체적으로조명하
여 건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전반강조 조명방식과 건
물의수직면을강조하여고층건물의높이와형태감을
살리는 수직강조 조명방식 그리고 건물의 포인트가
되는부분과브랜드를강조하는부분강조조명방식이
적용되었다. 또한 조명색이 다양하고, 수직․수평 혹
은이미지화된조명이높게평가되었으며, 그중변화
속도가 빠른 평가대상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7. 요인득점 플로트도 - Ⅰ․Ⅱ 요인
Fig. 7. Floating positions using the factor scores

고급스러운․이색적인 의이미지를나타내는제Ⅱ
축에서는 건물의 곡면이나 직선의 라인을 살려주는
선조명방식과건물에전체적으로조명하여건물의인
지도를 높이는 전반강조 조명방식 그리고 건물에 포
인트를주기위한점조명방식이적용되었다. 또한전
반적으로조명의변화속도가느리고, 난색계열의조명
색을 사용한 평가대상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미디어파사드가 적용된 평가대상과 적용되지
않은평가대상을비교․분석한결과, 미디어파사드가
적용된 평가대상은 역동적인․화려한 이미지 축에
서높게평가되고, 부드러운․안정감있는 이미지축
에서낮게평가되었는데, 이는 조명이건축물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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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면적을차지하면서다양한색과패턴등이빠른
속도로변화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반면미디
어파사드가적용되지않은평가대상은 역동적인․화
려한 이미지축에서낮게평가되고, 부드러운․안정
감있는 이미지축에서높게평가되었는데, 이는조명
이건축물일부분에작은면적으로적용되거나, 조명
색이통일되고, 느린속도로변화하기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8. 요인득점 플로트도 - Ⅱ․Ⅲ 요인
Fig. 8. Floating positions using the factor score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파사드 조명환경에 대한 평
가구조 및 평가어휘를 도출하였다. 또한 감성평가를
실시하여 미디어파사드를 이용한 건축물의 야간경관
조명설계시활용할수있는요소를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디어파사드조명환경에대한평가어휘도출결
과, 부드러운, 경쾌한, 세련된, 심플한, 정적인, 화
려한, 역동적인, 이색적인, 신비로운, 환상적인, 따
뜻한, 변화감있는, 고급스러운, 첨단적인, 다채로
운, 안정감있는, 차분한, 모던한의 18가지어휘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요인분석 결과, 총 65%의 설명력을 보이며 역
동적인․화려한 , 고급스러운․이색적인 , 부

드러운․안정감있는 3개의 요인축으로 분류되
었다.

3. 플로트도분석 결과, 역동적인․화려한 이미지
축에서는 조명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조명색이
다양하게 적용되었으며, 전반강조 및 수직강조,
부분강조조명방식으로적용된평가대상이높게
평가되었다. 고급스러운․이색적인 이미지 축
에서는 조명의 변화속도가 느리고, 난색계열의
조명색이 적용되었으며, 선조명 및점조명, 전반
강조조명방식으로적용된평가대상이높게평가
되었다. 부드러운․안정감있는 이미지 축에서
는조명의변화속도가느리고, 파스텔톤의조명색
이 적용되었으며, 전반강조 조명방식이 적용된
평가대상이 높게 평가되었다.

추후연구에서는건축물의형태및규모, 조명색, 조
명방식, 패턴의 유형화 등을 고려한 CG 시뮬레이션
평가실험을 진행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지표를 확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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