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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내 설치된 공공환경조형물과 설치환경, 학내 이용자가 조형물을 관람하고 느끼는 감성이
미지, 색채 계획 시 선호하는 색상과 감성이미지를 측정·분석하는 연구이다. 연구는 학내 설치된 조형물 분석 및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학내 환경조형물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및 조형물 제작 시 고려되어야 
할 지향점을 제안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내 설치된 공공 환경 조형물의 색채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향후 
색채계획단계에서 유의해야할 요소들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학내 조형물을 설치·기획할 때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공공 환경조형물, 색채이미지 스케일, PCCS 색체계, 색채계획, 색채선호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analyze color image scale when viewing the 
public objects installed in Kongju National University and the installation environment, and preferred 
colors and color image scale in the color planning.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analysis of 
the sculpture installed in the school and the questionnaire for the stud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suggestions were made for points to be considered for user’s perception of environmental sculptures 
in the school and when constructing the sculpture. This study approaches the color of the public 
environment sculpture installed in the school academically, and proposes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color planning stage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ppropriate 
guidelines for the installation and planning of the sculpture in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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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공공 환경조형물은 현대사회 인간 삶의 터전 가까이에 
언제나 존재한다. 도시공간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터전인 
주거 공간 단지 내에도 환경조형물 또한 늘어나는 추세
이다[1]. 공공 환경조형물은 설치된 장소의 성격을 시각
적으로 특화하는 수단이 된다[2]. 더불어 설치장소와 조
화롭게 어우러져 심미적 효과를 유발하며 해당 장소의 
방향감각을 안내하는 표식 역할을 가진다[3]. 또한 공공 
환경조형물은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단순한 디자인 혹은 
예술의 기능을 넘어 현대의 도시 혹은 특정 장소가 지닌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4]. 더불어 공공 환경조
형물은 설치된 장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주변 환경
과 장소적 맥락을 가지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5]. 다시 
말해 단순한 심미적 조형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보편적으로 잘 디자인된 공공환경조형물은 공공 상징조
형물로써 설치된 도시와 조화되어 심미적, 심리적 안정과 
같은 기능을 한다[4]. 

환경조형물은 다양한 목적을 두고 제작, 설치되지만 
실제적인 평가는 생활 속에서 시설물을 마주치는 사람들
의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해야한다. 따라서 효과적이면서
도 적절한 공공 환경시설물 설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공공 환경조형물의 색채와 감성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조형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으로 이
루어져왔으나 주로 도시경관 및 주거공간의 공공 디자인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고, 대학교 내 환경조형물에 적용할
만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색이 화가의 감정과 색채의 본질적인 자유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날 색채융합은 중요한 구성요소
이다[6]. 더불어 이는 환경조형물의 색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적절한 대학 내 공공 환경
조형물 색채 계획을 위해, 공주대학교 내 공공 환경조형물의 
색채현황을 분석하고 학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형물에 대
한 감성 이미지 평가 및 색채 기호 평가를 측정하고자 한다.

1.2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내 공공조형물에 대한 색채감성

이미지 평가 및 색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우선 공주대학교 학내에 설치된 환경조형물을 
조사하고 색채를 분석한다. 조형물이 설치된 전경의 색채 
및 조형물의 색상을 요소별로 분류한다. 전경 분석은 조

형물 주변의 자연경관, 보도, 건물의 색채를 대상으로 한
다. 조형물은 조형물을 구성하는 색채 일체를 분석한다. 
단 하늘의 색상과 같이 기상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색채
는 분석 제외하였다. 또한 모든 조형물에 대한 조사는 환
경의 일치를 위해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실행했다.

색채분석은 PCCS (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를 활용하도록 한다. PCCS 체계는 1964년 일본 
색채연구소에서 1964년에 개발한 색체계이다[7]. 주로 
색채조화를 목적으로 하고자 만든 색채시스템의 계통색
명 조사용 색채코드이며, 색을 구별할 땐 색상영역과 톤
(tone)의 개념으로 표현한다[8]. 

본 연구에서 측정·분석한 공주대학교 내 공공조형물은 
총 7가지로 설문 참여자들은 제시된 공공조형물에 대한 
감성이미지를 평가한다. 설문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 까지 시행되었으며 총 응답자 수는 53명이다. 
또한 교내 조형물 중 하나의 샘플을 선정하여 색상을 변
경하여 보여준 후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색상변화의 샘플
이 된 색상은 먼셀 색체계의 색상(Munsell Color 
System)과  PCCS 색체계의 색조에 의거해 제작된 130
색의 팔레트를 토대로 하였다. 팔레트는 Fig. 1과 같다. 

Fig. 1. Color palette of PCCS Color system 

더불어 색채 이미지에 대한 감성반응 측정을 위한 도
구로는 감성 이미지 스케일을 활용하였다. 감성 이미지 
스케일에 제시된 형용사 중 환경조형물의 감성이미지 측
정에 적절한 용어를 디자인 3인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40개를 선정하였다. 

2. 이론적 논의
2.1 공공디자인측면에서 환경조형물

환경 조형물은 공공 미술로서 관람하는 이에게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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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심미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설치된 공간의 환경과 조
화를 이루면서도 작가적 개성이 표현되어야한다. 더불어 
적절한 메시지도 전달해야한다[9]. 나아가 환경조형물은 
설치된 도시공간에서의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 개념을 
갖는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10]. 더불어 환경 
조형물은 도시 경관을 체험하는 시각적 틀이 되고, 주변 
공간 환경의 이미지를 변화 및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10]. 강지연(2001)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조형물의 요건
으로 크게 설치 환경적 측면, 외부환경적 측면, 조형적 측
면으로 나뉘는데 특히 조형적 측면에서 색채는 색채에 
따라 형태의 크기나 특성이 변화되고, 색채의 구조적 감
각에 의하여 공간적 실재감이 표현된다[11].

2.2 색채이미지 스케일
색채이미지는 인간이 색을 인지하고 느끼는 공통된 감

각이며 물리적 자극으로서 색채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12]. 색채이미지 스케일에
서 형용사는 색채 이미지 공간을 통해 색채가 가진 주관
적·추상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언어적 수단이다. 색채이미
지 스케일은 색채이미지 스케일 평면 위에 있는 형용사 
이미지로 통해 색채의 분위기를 표현한다[13]. 각 축에 
설정된 분위기에 따라 형용사가 분류되고 그에 따른 배
색이 설정되어 각 색채에 대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언어
적 이미지가 배정된다. 색채이미지 스케일은 감성적인 배
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색채계획에 이용된다.

색채이미지 스케일은 일본 고바야시 시게노부(1995)
에 의해 색상을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
고 이에 따른 배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14]. 국내에
서는 IRI 연구소에서 개발한 색채이미지 스케일을 활용
하고 있다[15]. 아래 fig. 2.는 I.R.I 연구소에서 개발한 
색채이미지 스케일 모델이다.

Fig. 2. Color image scale

3. 연구결과
3.1 학내 공공조형물 색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공주대학교 내에 공식적으로 설치된 7
개의 조형물을 대상으로 하며 학과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임의로 전시한 경우는 제외했다. 색상 분석 대상은 조형
물의 색상과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의 색채이다. 분석 자
료는 아래 table1.과 같다.

우선 조형물1을 살펴보면 배경의 색배열은 YR과 GY와 B
에 고루 분포되어있고 주변 건물은 무채색의 밝은 컬러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채도와 
중명도의 색상이며 무채색인 건물의 색상은 비교적 자연
적으로 조성된 풍경에 대비해 고명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조형물2의 경우 대체로 주변 환경은 고채도와 저명도
를 사용한 GY계열로 무게감 있고 짙은 뉘앙스로 구성되
었다. 지형특성상 빛을 등지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러한 특성이 두드러진다. 조형물은 그보다 더 어두운 무
채색의 색상으로 극적인 저명도의 농도 짙은 색상이다. 
전경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저명도에 집중 되어있다.

조형물 3의 경우 교정 정중앙에 위치해있어 조형물이 
다양한 색상의 건물에 감싸인 환경에 설치되어있다. 대체
로 주변 환경은 YR의 색상에 가까운 깨끗한 색상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중명도/중채도부터 저채도/중명도까지 다
양하고 고르게 분포됨을 살펴볼 수 있다. 비교적 다른 공
간에 비해 다양한 배색구조를 갖춘 환경에서 조형물은 
고명도의 무채색이다. 

조형물 4의 전경은 조형물 3의 전경 색채 환경과 동일하다. 
그러나 드물게 조형물은 세 가지 색상의 배색을 이루고 있다. 
명도 차이를 둔 무채색 색상은 배색을 통해 무게감을 더한다.

조형물 5는 건물 바로 앞 화단에 설치되어 있다. 전경
은 B계열의 탁한 중명도/중채도의 건물과 RB계열의 중
명도/저채도의 배색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전경은 주
조색을 포함한 모든 색이 중명도/중,저채도인 것에 반해 
조형물은 오히려 무채색에 가깝도록 가벼운 RB계열의 
고명도 색상을 사용했다.

조형물 6은 Y,R,B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있으
며 대체로 다양한 명채도로 풍성한 뉘앙스의 색상으로 구
성된다. 반면 조형물은 무채색의 고명도 단일 색상이다.

조형물 7은 탁 트인 교정 외각 숲에 설치되어있다. 앞
서 제시된 표본과 다르게 자연환경이 조성된 공터에 설
치되어 주로 GY계열의 낮은 명도와 다양한 채도의 색상
으로 구성된다. 또한 R계열의 저채도/중명도 색상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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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전경이 구성되었다. 한편 조형물은 이와 대비되는 
무채색 고명도 색상이다.

학내 환경조형물의 주변환경 색상을 분석한 결과 대체
적으로 전경의 색채는 비교적 복잡한 색상구성과 다양한 
뉘앙스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조형물
의 경우 비교적 단조로운 무채색의 색상이 주류였으며 
소수의 무거운 톤의 색상과 다수의 가벼운 톤의 색상으
로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Sculpture Color analysis PCCS

[Sculpture 1]

<panorama>

<sculpture>

[Sculpture 2]

<panorama>

<sculpture>

[Sculpture 3]

<panorama>

<sculpture>

[Sculpture 4]

<panorama>

<sculpture>

[Sculpture 5]

<panorama>

<sculpture>

[Sculpture 6]

<panorama>

<sculpture>

[Sculpture 7]

<panorama>

<sculpture>

Table. 1. Color analysis of Sculpture 

 

3.2 학내 이용자 대상 공공조형물 색채 감성이미지 
    조사 결과

학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 조형물 색채 감성이
미지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조형물 1]은 ‘전통적인’, ‘자연스러운’, ‘중후한’, ‘밋밋
한’, ‘몰개성한’, ‘올드한’, ‘어색한’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형물 2]는 ‘부드러운’, ‘섬세한’, ‘소박
한’, ‘세련된’, ‘우아한’, ‘고상한’, ‘간단한’, ‘밋밋한’, ‘무의
미한’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형물 3]의 경우는 ‘세련된’, ‘시원스러운’, ‘깨끗한’, 
‘날카로운’, ‘기하학적인’, ‘간단한’, ‘무의미한’ 이미지의 특
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형물 4]는 ‘소박한’, 
‘자연스러운’, ‘간단한’, ‘안정된’, ‘중후한’, ‘와일드한’, ‘촌
스러운’, ‘밋밋한’ 이미지가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형물 5]는 주로 ‘소박한’, ‘촌스러운’, ‘밋밋한’, ‘무의
미한’, ‘어색한’ 이미지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형물 6]은 ‘세련된’, ‘기하학적인’, ‘간단한’, ‘밋밋한’, 
‘어색한’ 이미지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형물 7]은 ‘섬세한’, ‘세련된’, ‘우아한’, ‘고상한’, ‘시
원스러운’, ‘깨끗한’, ‘정밀한’, ‘날카로운’, ‘기하학적인’ 이
미지가 느껴졌다고 조사되었다. [조형물 7]의 경우 이례
적으로 다른 표본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던 ‘무의미한’, 
‘촌스러운’, ‘밋밋한’ 등의 다소 부정적인 형용사 이미지 
특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연구 참여자들은 일곱 가지 조형물에 대해 다
양한 색채 감성이미지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
형물7]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무의미함’과 ‘어색함’을 
느꼈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조형물 7]의 색상 
변화 제안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참여자들은 [조형물 7]에 새로 배색될 적절
한 색상으로 고명도의 회색과 중명도의 회색, 검정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유채색 중에서는 BG계
열의 고명도 저채도의 하늘색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배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감성적 
효과는 아래 표 table 3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배색을 통해 ‘친밀감 있는’, ‘부드러
운’, ‘밝은’, ‘온아한’, ‘자연스러운’ 등의 감성적 효과가 크
게 기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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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ulpture friendly soft light bright freshening elegant delicate modest modern graceful
1 11(20.8) 2(3.8) 3(5.7) 0(0.0) 6(11.3) 4(7.5) 1(1.9) 12(22.6) 0(0.0) 0(0.0)
2 6(11.3) 20(37.7) 5(9.4) 5(9.4) 2(3.8) 12(22.6) 11(20.8) 17(32.1) 16(30.2) 17(32.1)
3 5(9.4) 7(13.2) 6(11.3) 5(9.4) 3(5.7) 6(11.3) 5(9.4) 7(13.2) 11(20.8) 9(17.0)
4 5(9.4) 6(11.3) 1(1.9) 1(1.9) 1(1.9) 3(5.7) 1(1.9) 16(30.2) 2(3.8) 1(1.9)
5 5(9.4) 8(15.1) 4(7.5) 3(5.7) 1(1.9) 8(15.1) 2(3.8) 12(22.6) 2(3.8) 3(5.7)
6 3(5.7) 7(13.2) 3(5.7) 4(7.5) 2(3.8) 5(9.4) 3(5.7) 3(5.7) 10(18.9) 3(5.7)
7 6(11.3) 6(11.3) 6(11.3) 12(22.6) 7(13.2) 7(13.2) 14(26.4) 2(3.8) 14(26.4) 13(24.5)

Sculpture refined cool naturally pure cool cold clear precise sharp geometric
1 0(0.0) 3(5.7) 14(26.4) 8(15.1) 4(7.5) 7(13.2) 2(3.8) 3(5.7) 1(1.9) 3(5.7)
2 16(30.2) 5(9.4) 8(15.1) 7(13.2) 2(3.8) 5(9.4) 6(11.3) 1(1.9) 0(0.0) 4(7.5)
3 8(15.1) 4(7.5) 6(11.3) 3(5.7) 12(22.6) 6(11.3) 8(15.1) 4(7.5) 9(17.0) 17(32.1)
4 5(9.4) 2(3.8) 20(37.7) 9(17.0) 3(5.7) 5(9.4) 3(5.7) 2(3.8) 0(0.0) 6(11.3)
5 3(5.7) 2(3.8) 3(5.7) 4(7.5) 1(1.9) 8(15.1) 6(11.3) 2(3.8) 1(1.9) 3(5.7)
6 7(13.2) 5(9.4) 6(11.3) 1(1.9) 5(9.4) 4(7.5) 5(9.4) 3(5.7) 3(5.7) 21(39.6)
7 15(28.3) 9(17.0) 2(3.8) 4(7.5) 15(28.3) 5(9.4) 15(28.3) 10(18.9) 15(28.3) 25(47.2)

Sculpture easy young brilliant provocative dynamic practical traditional classy authoritative calm
1 8(15.1) 2(3.8) 0(0.0) 1(1.9) 5(9.4) 1(1.9) 16(30.2) 6(11.3) 10(18.9) 7(13.2)
2 12(22.6) 4(7.5) 1(1.9) 0(0.0) 3(5.7) 2(3.8) 2(3.8) 3(5.7) 2(3.8) 8(15.1)
3 13(24.5) 5(9.4) 3(5.7) 1(1.9) 3(5.7) 3(5.7) 1(1.9) 3(5.7) 1(1.9) 8(15.1)
4 14(26.4) 2(3.8) 1(1.9) 0(0.0) 6(11.3) 1(1.9) 9(17.0) 2(3.8) 3(5.7) 14(26.4)
5 8(15.1) 4(7.5) 0(0.0) 1(1.9) 0(0.0) 0(0.0) 5(9.4) 0(0.0) 0(0.0) 4(7.5)
6 16(30.2) 3(5.7) 0(0.0) 0(0.0) 7(13.2) 5(9.4) 4(7.5) 9(17.0) 7(13.2) 9(17.0)
7 8(15.1) 1(1.9) 7(13.2) 1(1.9) 10(18.9) 2(3.8) 2(3.8) 4(7.5) 4(7.5) 3(5.7)

Sculpture serious intellective mechanical rough wild countrified dull bland pointless old
1 19(35.8) 3(5.7) 3(5.7) 5(9.4) 6(11.3) 31(58.5) 16(30.2) 6(11.3) 14(26.4) 22(41.5)
2 4(7.5) 0(0.0) 2(3.8) 1(1.9) 0(0.0) 6(11.3) 14(26.4) 2(3.8) 13(24.5) 5(9.4)
3 1(1.9) 5(9.4) 3(5.7) 0(0.0) 1(1.9) 7(13.2) 14(26.4) 3(5.7) 12(22.6) 4(7.5)
4 14(26.4) 2(3.8) 0(0.0) 8(15.1) 10(18.9) 12(22.6) 13(24.5) 5(9.4) 19(35.8) 18(34.0)
5 3(5.7) 4(7.5) 0(0.0) 1(1.9) 2(3.8) 16(30.2) 16(30.2) 5(9.4) 24(45.3) 7(13.2)
6 3(5.7) 3(5.7) 9(17.0) 0(0.0) 0(0.0) 4(7.5) 11(20.8) 2(3.8) 8(15.1) 8(15.1)
7 1(1.9) 0(0.0) 8(15.1) 1(1.9) 3(5.7) 3(5.7) 4(7.5) 1(1.9) 5(9.4) 5(9.4)

Table. 2. Color Image Scale of Sculptures  

Sculpture friendly soft light bright freshening elegant delicate modest modern graceful
7 6(11.3) 6(11.3) 6(11.3) 12(22.6) 7(13.2) 7(13.2) 14(26.4) 2(3.8) 14(26.4) 13(24.5)
7“ 8(15.1) 14(26.4) 5(9.4) 22(41.5) 9(17.0) 10(18.9) 2(3.8) 1(1.9) 9(17.0) 5(9.4)

Sculpture refined cool naturally pure cool cold clear precise sharp geometric
7 15(28.3) 9(17.0) 2(3.8) 4(7.5) 15(28.3) 5(9.4) 15(28.3) 10(18.9) 15(28.3) 25(47.2)
7“ 6(11.3) 5(9.4) 12(22.6) 5(9.4) 11(20.8) 2(3.8) 1(1.9) 1(1.9) 2(3.8) 3(5.7)

Sculpture easy young brilliant provocative dynamic practical traditional classy authoritative calm
7 8(15.1) 1(1.9) 7(13.2) 1(1.9) 10(18.9) 2(3.8) 2(3.8) 4(7.5) 4(7.5) 3(5.7)
7“ 2(3.8) 3(5.7) 2(3.8) 1(1.9) 0(0.0) 0(0.0) 0(0.0) 0(0.0) 3(5.7) 2(3.8)

Sculpture serious intellective mechanical rough wild countrified dull bland pointless old
7 1(1.9) 0(0.0) 8(15.1) 1(1.9) 3(5.7) 3(5.7) 4(7.5) 1(1.9) 5(9.4) 5(9.4)
7“ 0(0.0) 0(0.0) 1(1.9) 0(0.0) 0(0.0) 0(0.0) 1(1.9) 0(0.0) 0(0.0) 0(0.0)

Table. 3. Analysis of the Color Image Scale Differences by Color Change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내 공공 환경 조형물의 색채현

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용자의 색채인식 및 선호를 측
정 및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기존 학내에 설치된 환경 조형물은 비교적 
다양한 색채 환경을 지닌 전경에 비해 무채색에 명도에

만 변화를 준 색채계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교 내 환경조형물 색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사한 표본의 규모가 작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확
장된 연구를 실시해 폭넓은 케이스에 적용 가능한 이론 
구축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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