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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explored the optimal level of color and light level for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CPTED) focusing on pedestrian emotions in night
environment.
Background: As a solution to reduce the crime that occupies the highest proportion
of various social unrest factors, th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CPTED)
technique is being used.
Method: Color (21 levels) and light (3 levels) were selected as efficient design factors
to reduce the fear of crime. Five pairs of emotional words related to 'fear of crime'
were derived. We provided the nighttime alley environment composed of various
combinations of color and light using the simulator. The participants answered the
questionnaire composed of 7 points of Likert scale.
Results: There was a difference in fear of crime according to color in all emotional
lexical pairs. Also, in all emotional lexical pairs except one pair, female showed higher
fear of crime than male.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e optimal combination of color and light in alley
environment. Color (19), (20), and (21) showed low fear of crime in all light levels. Color
(17) showed low fear of crime in Light (Blue). And color (18) showed low fear of crime
in Light (Blue) and Light (Orange). In particular, color (8), (11), and (16) did not show
low fear of crime, but they showed low fear of crime when it matched light (Blue).
Applic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grating color and light in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the combination of color and light proposed in this study is
highly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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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20세기의 도시는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근대화를 이룩함으로써 현대 도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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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은 양적, 질적 발전의 불균형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안전은 도시 시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환경조성 측면에
서 현대 사회의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Kim and Moon, 2016). 실제로 Statistics Korea의 social research report (2014)에 따르면
시민들은 사회 안전에 대한 다양한 불안요인 중에서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57.4%로 가장 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는 개인의 금전적 손실,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크게는 지역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도시민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 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Yu et al.,
2016). 이러한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내의 전체 범죄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
에 있으며 전체적인 치안 지표는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체감 안전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강력범죄, 성범죄, 절도범죄의 범죄 군에서는 2015년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Public safety bureau, 2016). 또한 강력범죄의 검거율도 2016년 1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그 감소폭이 미미한 실
정이다(Supreme prosecutors' office, 2016). 대부분의 범죄는 장소적으로는 전체 범죄의 약 62%가 골목길 등의 노상에서 발생하고 시
간적으로는 약 41%가 야간에 발생하고 있다(Park, 2015).
이러한 실정에 따라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후 처리적 노력보다는 사전 예방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
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범죄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범죄 예방 환경 설계(CPTED)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Public Safety Bureau,
2016). 또한 CPTED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관리자 위주의 기술적 측면의 범죄 예방 개념에서 사용자 위주의 인지 · 정서
적 측면까지 고려한 포괄적 환경조성 개념으로 나아가고 있다(Kim and Moon, 2016).

1.1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셉테드)란 건축 및 도시 설계 시에 적극적인 방어적 공간계획을 통한 물리
적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잠재적 범죄로부터 안전함을, 범죄자에게는 범죄 기회를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설계기법이
다(Kim, 2014). 이러한 셉테드는 범죄심리학자 레이 제프리(C. Ray Jeffery)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계획과 개선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Yoo et al., 2016). 이어서 Newman (1972)은 그의 저서 방어 공간(Defensible Space)에서 근린
주구의 공간관리 및 설계와 범죄와의 상관성을 증명하면서 셉테드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나아가 기존의 사회 · 심리
학적인 관심을 건축적 공간으로 전환시켜 상업시설, 교통시설, 학교, 공원 등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으로 구체화시켰다(KIPA Report, 2014).
뿐만 아니라 방어 공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영역성(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이미지(image), 환경(milieu)를 제시하고 이를 바
탕으로 셉테드의 이론적 기초가 마련하였다(Yoo et al., 2016). 따라서 셉테드 기법의 기본 원리는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접근
통제(Access Control),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 활동의 증대(Activity Support)와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의 5가지 기본 원리로 정의된다(Crowe, 2000).

1.2 Color and light
이러한 셉테드는 계획, 설계, 정책, 보안의 측면이 고려된 종합컨설팅적 성격을 띠지만 범죄 예방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즉, 범죄 기
회를 줄이고 범죄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효과적인 대책일 뿐이다. 또한 셉테드의 가장 큰 특징은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점이다(Won
and Kwon, 2016). 최근 이러한 특징을 극대화시키면서 구도심(舊都心)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색이나 조명을 활용한 셉테드 적
용 사례 관련 선행연구가 있다. Kim (2016)은 염리동 '소금길', 회기동 '안녕마을', 행운동 '행운길'을 중심으로 셉테드의 색채 활용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노란색, 하늘색, 화려한 색을 안전 색채로 제시하였다. Lee et al. (2016)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지역 소규모 보행로
를 구성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할 때 조명의 밝기와 온도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1.3 Color
인간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각을 통해 정보의 80%를 얻으며(Park, 2013),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 다양한 시각적 요소 중에서 색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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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 가장 크다(Zeki, 1900). 또한 Song (2013)의 연구에서 시각이 환경에서의 정보 인지 측면에서 가장 우세하며, 그 중 가장 강
한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로 색채를 강조했다. 색이란 빛이 눈에 들어와 시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것인 반면에 색채는 물리적 현상으로 지각된 색에다 인간의 주관적 감정인 심리적 현상이 더해진 개념이다(Yang, 2007). 따라서
색채는 객관적인 물리적 현상과 주관적인 심리적 현상이 복합된 개념이다(Lee, 2011). 이러한 색채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며,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색채의 차별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정보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Son and Chung, 2015). 최근 범죄의 예방 측
면 설계에 있어 색채의 활용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Kim (2016)은 범죄와 색채 사이에는 내재적 관계를 지니고 있어, 색채를
활용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셉테드 설계 시 Jung and Park (2014)에 따르면 Y (Yellow)와 B (Blue)가 '불안한' 감정으로
평가 받은 색채 중 가장 낮은 비율인 7%로 도출되었다. 또한 Bae and Lee (2015)에 따르면 Y~GY (Green-Yellow), 명도 7 이상, 채도 6
이상의 색채가 주목성과 명시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색채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1.4 Light
빛은 인간이 공간을 인지하게 하는 근본적 요소로써 현대 사회에서 도시민의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로
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Kim and Moon, 2016). 도시의 구성원인 도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조
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보행 공간에서 빛을 효과적으로 연출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야간 조명의 본질적 역할이다(Park and Jang, 2015). 이러한 야간 조명의 역할을 셉테드 설계에 적용
함에 따라 범죄 및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효과를 거둔 외국의 실증 사례들이 있다. London의 Edmonton, Tower Hamlets, Hammersmith/
Fulham 세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 환경 조명의 범죄 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의 경우, 가로 환경 조명의 개선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보행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용률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Park, 2007).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조명계획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Park, 2015). 실제로 Park (2015)에 따르면 셉테드 관련 세부사업계획 중에서
조명 및 CCTV 설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가로 환경에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물리적 환경 중 조명이 정비되지 않은 무질서한 환경 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빛은 안전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다(Kim and Moon, 2016). 특히,
Park and Jang (2015)에 따르면 보행로의 가로등 조성 시 약 2,800K인 나트륨등 보다 4,000~4,500K인 고효율 LED 조명을 사용하여 밝
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Park and Kim (2016)
은 복잡한 가로구조를 가진 주거단지로부터 골목길의 안전 공간 활성화를 위한 야간 조명 기준을 도출하였다.

2. Related Work
범죄취약지역인 염리동 소금길은 2012년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범죄 예방을 시도한 셉테드 사례로
써 분석되었다(Bae and Lee, 2015). 소금길 사례는 셉테드를 활용해 구도심을 개선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실제 범죄율
또한 감소하여 셉테드 적용의 모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셉테드 관점에서의 개선 현황을 색채를 중심으로 조사함으
로써 색채의 기능적, 경관적인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구도심의 셉테드 적용에 있어 색채 활용의 방향성을 제
시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주간에 연구가 진행되어 야간에 일어나는 색채 인식과 조명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Jung and Park (2014)은 공간에서의 범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외 공간 중
골목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낮과 밤(2가지), 골목길 형태 요소인 폭, 담과 높이(3가지), NCS 색채(16가지)의 조합을 고려하여 감정
의 인지 관계를 도출하였다. 특히, 골목길에서 불안함과 불쾌함을 느끼는 색의 계열과 공간의 형태와의 관계와 그 차이를 알아보는 것
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감정 인지에 있어 공간의 형태보다 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골
목길 환경의 개선에 있어 색채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색 추출 시 빛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색계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조명의 여러 수준은 배제하고 단순히 낮과 밤으로 구분해 실험을 진행한 한계가 있다.
Ou et al. (2004)는 색채 하나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느껴지는 색채 감성(colour emotions)에 대한 연구로, 감정과 색채의 속성 간의 관
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colour emotions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31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20가지 색채에 대해 10가지 감성어
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가지의 색채 선정은 빛을 고려한 혼색계인 Lab 표색계의 색 공간에 있어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색채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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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Colour emotions 모델의 평가는 색채 감성어휘를 활용한 기존의 모델과의 비교로,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색
채의 감성연구에 있어 조명을 함께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고 감성평가를 실시하였지만, 실험 환경에 있어서 표준 백색광인 D65 조명
만을 사용하여 다양한 수준의 색과 조명의 조합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Park and Jang (2015)는 야간 조명에 대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안전 환경 설계 개선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셉테드 시범지로 선정된 3개의 도시를 현장 조사하여 조명기구, 색 온도, 조명제어에 관련된 분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셉테드 이
론을 적용해 설계된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지역 모두 환경 설계의 기준에 미달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개선방안은 컷오프와
LED 보안등을 조명기구의 적절한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현재 대부분 나트륨 등을 사용하여 2,800K로 어두운 거리를 연출하고 있는데
4,000~4,500K의 색 온도를 사용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고
려하지 못하였고 기술적인 개선안만 제시하였다.
셉테드 환경에서 사용자의 범죄 저감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기술적 차원에서 CCTV를 추가적 설치하거나 조명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셉테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색채 또는 조명을 활용한
셉테드 설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모범 사례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Table 1과 같이 셉테드 환경에서 색채, 조명 모두를 고려한 설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이
높은 이 두 가지 색채와 조명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실제 물체를 바라볼 때 광원에 반사된 물체의 색과 광원에 반사되지 않은 상
태의 물체의 색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광원이 햇빛이냐, 조명이냐에 따라서도 반사되는 물체의 색은 달라진다. 이렇게
광원의 종류에 따른 물체의 색이 달라짐에 따라 이 물체들이 주는 인상은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감정 상태에 각기 다른 영
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셉테드 환경에서 야간의 골목길의 색 수준과 조명 수준의 조합을 이용하여 조명에 비치는 골
목길 벽의 인상이 달라짐에 따라 유발되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의 변화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previous studies and this study
Bae and Lee (2015)

Jung and Park (2014)

Ou et al. (2004)

Park and Jang (2015)

Our study

Color

O

O

X

O

O

Light

X

X

O

O

O

Nighttime

X

O

O

X

O

Emotion

X

O

X

O

O

3. Method
3.1 Independent variables
3.1.1 Color
독립변수로 색을 추출하는데 있어 색채 전달 시에 수치와 시감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혼색계의 Lab 표색계를 사용하였다(Kim
and Park, 2007). Lab 표색계는 기준 조명(D65) 하에서 3차원 공간 상에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L축(명도, Lightness)과 색이
Red와 Green 중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나타내는 a축 그리고 색이 Yellow와 Blue 중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 나타내는 b축을 기
준으로 색을 수치화하여 표현한다(Moon, 2011).
본 실험에서 사용할 색의 수준은 CRI (Color Rendering Index)에서 8개(Figure 1)와 CQS (Color Quality Scale)에서 15개(Figure 2)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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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가지를 선정하였다. 먼저 CRI란 광원에 의해 비춰지는 물체의 색과 기준 광원으로 조명하였을 때의 색 사이의 지각 차이 정도를 나
타내는 지표이다. 즉, 색을 얼마나 재현했는지에 대한 평균값으로 연색성을 의미한다. CRI에서 낮은 채도에서부터 중간 채도까지의 색
을 대표할 수 있는 8개의 색인 'Reflective Sample'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CQS란 색을 표현하는데 있어 CRI보다 색의 구분, 관찰자의
선호도 등 더욱 다양한 사항이 고려된 지표이다(Davis and Ohno, 2006). CRI는 LED와 같은 높은 스펙트럼의 조명이 비춰질 때 높은 채
도의 색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CQS는 먼셀의 색체계에서 추출된 15개의 샘플을 사용하여 높은 스펙트럼의 광
원과 높은 채도의 색상일 때에도 색의 표현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점이 보완된 컬러 군이다(Davis and Ohno, 2006). 따라서 CQS에서
15개의 색을 추출하여 본 실험에서는 광원에 비춰진 물체 색을 표현하는데 있어 대표성을 띄는 총 23개의 색 수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3가지 색을 CIELa*b* Color Space에 분포시켰을 때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2가지 색을 제거하였다(Figure 3).

최종적으로 본 실험에 사용되는 21가지 색의 좌표 값을 표기하면(Figur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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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Light
조명의 종류로 LED 조명을 선정하였다. LED (Light Emitting Diode)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LED 조명은 수명이 40,000시간으로
길고, 소비전력이 일반 형광등에 비해 약 55% 적어 에너지 효율적이며, CO2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다(Lee et al., 2014). LED는 광원
의 색채적 속성을 제어하기 용이하고(Ji et al., 2009), 단순하게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 심미적, 감성적 활용이 가능하다(Lee and Suk,
2012). 또한 국내 정부 정책으로 2020년까지 LED 조명의 사용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조명의 조도는 야간 조명 개선에 관한 기존 연구(Park and Jang, 2015)에서 사용한 KS A 3701의 도로조명 권장기준(3~10Lux) 범위에 있
는 10Lux로 지정하였다. 조명의 색 온도는 백색등, 오렌지색등, 푸른색등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Figure 5). 색 온도란 색광이 얼마나 따
뜻한지(warm), 차가운지(cool)를 켈빈 온도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색 온도가 높을수록 따뜻한 조명, 낮을수록 차가운 조명을 의미한다
(Light Bulbs, 2017). Resident - centered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 project의 CPTED guidelines (2013)을 토대로 따뜻한 조명을 대
표하는 2,800K의 오렌지색등(Orange), 5,000K의 색상이 없는 표준광인 백색등(White)을 선정하였다. 차가운 조명을 대표하는 조명으로
7,000K의 푸른색등(Blue)을 선정하였다. 이는 일본 나라 현에서 푸른색 가로등을 설치한 이후에 약 5년 간 범죄 발생률이 대폭 감소
한 사례, 국내에서 강남구, 강원도, 용인의 CPTED 시범 구역으로 푸른색 가로등을 설치한 사례(Park, 2010),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시의
Buchanan에서 범죄율이 20% 가까이 감소한 사례 등, CPTED를 고려한 조명 모범 사례를 토대로 하였다.

3.1.3 Gender
Ahn (2005)은 성별에 따른 인지적 차이를 설명했다. 남성과 여성은 문화 역사적 차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감성적 인지
의 차이를 보임을 증명했다. 또한 Choi and Kim (2014)는 범죄불안감에 대한 성별 간 차이를 탐색하였는데 여성의 경우에 더 높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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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불안감을 보인다는 것을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별 간의 색채와 조명의 인식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성별
을 고려하였다.

3.2 Dependent variables
셉테드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범죄율과 같은 실질적 범죄 감소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Fear of crime)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Kim and Kim, 2015). 범죄 불안감이란 범죄 또는 관련된 상징에 의해 인간이 느끼는 무서움 혹은 두려움의 정서적인 반
응으로 정의된다(Ferraro, 1995). 특히, Steven P. Lab (2014)은 셉테드가 문자 그대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의 측면
에서 범죄 불안감과의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 불안감과 관련된 감성어휘를 총 5단계의 수집과 정제 과정을 통해 최종 선별하였다. 1단계로 가로경관 및
거주 공간과 관련된 12개의 문헌으로부터 총 398개의 감성어휘를 수집하였다. 공간 환경의 감성평가 척도와 관련된 어휘 64개(Han
and Oh, 2010), 무서운 이미지에 대한 감성이미지와 관련된 어휘 22개(Lee et al., 2016), 두려운 감정을 측정할 수 있는 어휘 4개(Jung
and Park, 2014), 감성관련 서적 및 논문에서 사용된 어휘 20개(Lee and Oh, 2012), 건축, 환경 디자인 관련 문헌을 분석해 수집한 이미
지 어휘 20개(Kim, 2011), 주거, 실내 공간과 관련된 감성어휘 92개(Park, 2014), 보행 시 느끼는 보도경관에 대한 감성이미지 어휘 12개
(Lee et al., 2006), 실내거주 공간과 관련된 감성어휘 32개(Ryu and Lee, 2015), 장소와 건물의 이미지와 관련된 어휘 12개(Kim, 2014), 아
파트 외부 환경과 관련하여 수집한 어휘 50개(Lee et al., 2003), 아파트 외부 환경에 대한 감성어휘 46개(Jeong and Lee, 2004), 공간이
미지와 관련하여 추출된 감성어휘 24개(Seo and Lee, 2012)까지 총 398개를 수집하였다. 2단계로 일반인 20명을 대상으로 야간의 골목
길 사진을 제시하고 자유 연상법을 통해 84개를 수집하여 총 482개 어휘를 수집하였다. 3단계로 1단계와 2단계에서 수집한 어휘 중
에서 2회 이상 언급된 어휘만 선별하여 49개 어휘로 정제하였다. 4단계로 '범죄 불안감'과 관련 없는 어휘를 선별하여 21개 어휘로 정
제하였고 5단계로 일반인 5명을 대상으로 21개의 감성어휘를 7점 Likert 척도를 활용해 적합도 판정을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3.068이
도출되었고 제1사분위수 미만의 어휘는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위험한(Dangerous) - 안전한(Safe), 불안한(Anxiety) - 편안한(Comfortable),
어두운(Dark) - 밝은(bright), 폐쇄적인(Closed) - 개방적인(Opened), 불쾌한(Unpleasant) - 쾌적한(Pleasant)' 5개의 '범죄 불안감'을 대표하
는 감성어휘를 선정하였다.

3.3 Subjects
실험참가자는 색맹이나 색약이 없는 일반인 60명이다. 성별에 따른 범죄 불안감 분석을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30명으
로 구성하였다. 실험참가자는 대학교 게시판 공고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23.1세(표준편차 2.05)로 연령에 따른 색에 대한
감정이 다르지 않다는 판단 하에 연령대는 고려하지 않았다.

http://jesk.or.kr

130 Jinsang Park, et al.

J Ergon Soc Korea

3.4 Procedure
실험은 색과 조명의 수준을 고르게 경험할 수 있는 3가지 조명과 7가지 색의 무작위적 조합으로 총 21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Withinsubject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피실험자 한 명은 화면 상에 3D MAX를 통해 구현된 총 21개의 Simulation을 경험하고 5개의 감성어휘
에 7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는 것을 과업으로 수행한다. 또한 Think Aloud 기법을 활용하여 Simulation 경험 시에 느껴지는 즉각적 감
정을 수집하였다.
피실험자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 2분 간 실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실험을 진행하는 공간 안에서 1분 간 적응하는 시간을 갖
는다. 1개의 과업은 16초 간 주어지며,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Think Aloud 기법을 통해 느껴지는 즉각적 감정을 소리 내어 외치고
과업과 과업 사이에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감성어휘 쌍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답변하는 시간 동안 이전 시각 자
극에 대한 잔상이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 잔상을 없애기 위한 별도의 자극을 구성하지는 않았으며, 1개의 과업이 주어지는 시간인 16초
는 Sketch Up pro 2016을 통해 구현된 골목길에서 느껴지는 감정테스트를 Pilot Test로 실시하여 자극을 충분히 느낀다고 판단되는 최
대한의 시간으로 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피실험자 한 명이 실험하는데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3.5 Experiment environment
본 실험은 3D MAX로 구현한 가상의 3차원 공간을 피실험자가 모니터를 통해 경험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Stamps (1990)에 따르면
Simulation 상에서 제시되는 사진 또는 영상에 대한 인간의 감정에 대한 평가는 실물 환경일 경우에 비해 차이가 없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3D MAX 상에 구현된 환경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환경인 야간의 골목길이며, 그 중 벽면의 색채와, 가로등 조명의 수준을 달
리하여 조합한 뒤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골목길 벽면의 색채(Figure 4)는 표기된 L, a*, b* 값을 그대로 RGB로 변환해 3D MAX Vray
Material Diffuse에 삽입하여 구현하였다. 또한 조명의 경우, 3가지 색 온도의 Kelvin 값을 3D MAX Vray ies parameters에 입력하여 구현
하였다. 실험실 환경을 최대한 실물 환경과 유사하게 구현하고자 하였지만 일부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색채는 특성 상 완벽한 재현
이 불가능하기에 원색을 유지한 최대한의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색채의 재현 시, 최대한 원색의 색감을 유지하
기 위해 L, a*, b* 좌표를 이용하였다. 또한 구현된 가상의 공간에서 시점의 이동 속도는 성인의 평균 보행 속도인 5km/h이다(Samra
and Specker, 2007). 특히, 외부 빛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암실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현장감을 부여하기 위해 야간의 골목길
에서 일상소음을 영상과 함께 재생하였다(Figure 6).

Simulation 상에 표현된 조합 63가지 중 Light (Blue), Light (White), Light (Orange)의 세 가지 조명에 대하여 임의의 색채와의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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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면 다음과 같다(Figure 7).

4. Results
본 실험은 실험참가자 60명이 각각 무작위로 주어지는 21가지 조합의 골목길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결측치는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분석 시에는 통계분석 패키지인 IBM SPSS Statistics를 활용하여 색채, 조명, 성별에 따른 Three-way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4.1 Main effects
독립변수인 Color에 대한 주효과는 모든 감성어휘 쌍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able 2). 그 결과 실험참가자는 모든 감성어휘 쌍에서
색의 종류에 따라 범죄 불안감에 차이를 보였다.

Table 2. Main effect analysis results on color
Dependent variables

Emotional lexical pairs

F

df

X1

Dangerous-Safe

15.28

X2

Anxiety-Comfortable

14.12

X3

Dark-Bright

X4

Closed-Opened

14

X5

Unpleasant-Pleasant

14.67

20

15.04

p-value

<.001

색 간의 통계적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Bonferroni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각 감성어휘 별로 측정된 평균 값은 그 크기에 따라 2가지
Group의 동질적 부분집합으로 분류(Figure 8)되었고 Group A와 Group B는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했다.
따라서 모든 감성어휘 쌍에서 높은 범죄 불안감을 보이는 Group A는 Color (1), (2), (12), (13), (14), (15)로 구성되었다. 반면에 모든 감성
어휘 쌍에서 낮은 범죄불안감을 보이는 Group B는 Color (19), (20), (21)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Light에 대한 주효과는 X1 (𝐹(

,

)

= 12.91, 𝑝 < .001), X2 (𝐹(

,

)

= 18.77, 𝑝 < .001)의 2가지 감성어휘 쌍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able 3). 따라서 2가지(X1, X2) 감성어휘 쌍에서 실험참가자는 조명에 따라 범죄 불안감에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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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in effect analysis results on light
Dependent variables
X1

Dangerous-Safe

Emotional
lexical pairs
X2

Anxiety-Comfortable

Light

M

SD

Blue

3.99

1.52

White

4.25

1.35

Orange

4.4

1.51

Blue

3.72

1.49

White

4.03

1.49

Orange

4.29

1.68

Gender

M

SD

M

4.3

1.44

F

4.1

1.49

M

4.1

1.54

F

3.9

1.61

M

4.3

1.61

F

4.1

1.64

M

4

1.5

F

3.8

1.55

df

F

p-value

12.91

<.001

18.77

<.001

F

p-value

8.85

p =.003

6.16

p =.013

6.97

p =.008

8.96

p =.003

2

Table 4. Main effect analysis results on gender
Dependent variables

Emotional
lexical pairs

X1

Dangerous-Safe

X2

Anxiety-Comfortable

X3

Dark-Bright

X4

Closed-Opened

df

1

조명 간의 통계적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Bonferroni 검정을 실시한 결과 X1의 경우에 실험참가자는 Light (Blue)를 다른 조명들과 다르
게 인식하였다(ps < .001, respectively). 하지만 Light (White)와 Light (Orange)에서는 두 조명을 동일하게 인식하였다(p = .307).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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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험참가자는 Light (Blue)일 때 가장 높은 범죄 불안감을 보였다(M = 3.99, SD = 1.52). X2의 경우에는 Light (Blue), Light White),
Light (Orange)에서 모든 조명을 다르게 인식하였다(p s < .001, respectively). X1과 마찬가지로 Light (Blue)일 때 가장 높은 범죄 불안감을
보였다(M = 3.72, SD = 1.49). 또한 Light (Orange)일 때 가장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였다(M = 4.29, SD = 1.68). 다음으로 성별에 대한 주
효과는 X5를 제외한 모든 감성어휘 쌍에서 그 차이가 유의했다(Table 4).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범죄 불안감을 보였다.

4.2 Interaction effects
4.2.1 Gender and light
성별과 Color 간의 교호작용은 모든 감성어휘 쌍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과 Light 간의 교호작용은 3가지 감성어휘 쌍 X1 (Figure 9),
X2 (Figure 10), X5 (Figure 11)에서 나타났다. X1의 경우 '남성'은 Light (Blue)를 Light (Orange)와는 다르게 인식하였고(𝐹(

,

)

= 4.33,

𝑝 = .038), Light (White)와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여성'은 Light (Blue)를 Light (White)와 Light (Orange)와 각각 다르게 인식하였다
(𝐹(

,

)

= 13.1, 𝑝 < .001; 𝐹(

,

)

= 12.24, 𝑝 < .001). 모두 Light (Blue)를 다른 조명들과 다르게 인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은 Light

(Blue)일 때 가장 높은 범죄 불안감을 나타냈다(M = 3.76, SD = 1.53). 특히, Light (White)에서는 '남성'(M = 4.24), '여성'(M = 4.27)이 동
일한 수준으로 범죄 불안감을 나타냈다.

4.6
4.4
4.2
Male

4

Female
3.8
3.6
3.4
Blue

White

Orange

X2의 경우에 '남성'은 Light (Orange)를 Light (Blue)와 Light (White)에서 다르게 인식하였다(𝐹(

= 10.32, 𝑝 < .001; 𝐹(

)

,

,

)

= 10.09,

𝑝 < .001). 모두 Light (Orange)를 다른 조명들과 다르게 인식하였다. Light (Blue)와 Light (White) 두 조명은 동일하게 인식되었다
(𝐹(

,

)

< .01, 𝑝 = .99). 결과적으로 '남성'은 Light (Orange)일 때 가장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였다(M = 4.42, SD = 1.61). '여성'의

경우에는 Light (Blue)를 Light (White)와 Light (Orange)와 다르게 인식하였다(𝐹(
Light (White)와 Light (Orange) 두 조명을 동일하게 인식하였다(𝐹(

,

)

,

)

= 18.61, 𝑝 < .001; 𝐹(

,

)

= 17.19, 𝑝 < .001).

= .03, 𝑝 = .857). 결과적으로 '여성'은 Light (Blue)일 때 가장 높

은 범죄 불안감을 나타냈다(M = 3.5, SD = 1.49). 특히, Light (White)에서 '여성' M = 4.13)이 '남성'(M = 3.94)에 비해 낮은 범죄 불안감
을 보였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𝐹(

,

)

= 3.86, 𝑝 = .203).

X5의 경우에 '남성'만이 Light (White)와 Light (Orange)에서 두 조명을 다르게 인식하였다(𝐹(

,

)

= 5.54, 𝑝 =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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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4
4.2
Male

4

Female
3.8
3.6
3.4
Blue

White

Orange

4.6
4.4
4.2
Male

4

Female
3.8
3.6
3.4
Blue

White

Orange

4.2.2 Color and light
색과 조명 간의 교호작용은 X3 (𝐹(

,

)

= 1.46, 𝑝 = .033), X5 (𝐹(

,

)

= 1.41, 𝑝 = .048)의 2가지 감성어휘 쌍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5).
'1~3점 이하'의 평균값으로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이는 Color - Light 조합과 '5~7점 이하'의 평균값으로 높은 범죄 불안감을 보이는
Color - Light 조합을 각 감성어휘 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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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teraction analysis results as a function of color and light
Dependent variables
Emotional lexical pairs

X3

Dark-Bright

X5

Unpleasant-Pleasant

df
40

F

p-value

1.46

p =.033

1.41

p =.048

Figure 12와 같이 감성어휘 쌍 X3와 X5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Color (1), Color (13), Color (14), Color (15)의 경우 모든 Light에서
높은 범죄 불안감을 보였다. 반면에 Figure 13와 같이 Color (19), Color (20), Color (21)의 경우 모든 Light에서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였
다. 특히 X3과 X5에서 특정 색과 조명에서만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이는 조합이 도출되었다. Color (17)의 경우 Light (Blue)에서, Color
(18)의 경우 Light (Blue)와 Light (Orange)에서, Color (8), Color (11)의 경우 Light (White)에서, Color (16)의 경우 Light (Blue)에서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였다.

5. Discussion
모든 감성어휘 쌍의 결과로 Color의 주효과에서 나타난 동질적 부분집합 Group A와 Group B를 CIE La*b* Color Space에 음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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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였다(Figure 14). 그 결과 a*좌표(G-R)에서 높은 범죄 불안감은 min -17 ~ MAX +55에서 분포하였으며, 낮은 범죄 불안감은 min
-48 ~ MAX +20에서 분포하였다.

특히, X3에서 Color (3), (4)와 X4에서 Color (3)과 같은 한색계열의 Color는 Group A로 분류되었다. 이는 위험, 불안, 불쾌하지는 않지만
피실험자가 보행 시 어두움을 느끼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olor (5), (6), (7), (9)는 모든 감성어휘에서 Group
B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Group B에 근접한 좌표들이다. 이 Color처럼 원점으로부터 (a, b)값이 일정 임계치를 넘으면 오히려 범죄 불
안감을 낮추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Light의 주효과와 교호작용의 경우 감성어휘 X1에서 Light (Blue)에 대해 높은 범죄 불안감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에 특히
Light (Blue)에 대해서 높은 범죄 불안감(M = 3.7)을 보였는데 이는 Light (Blue)가 높은 범죄 불안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유의하게 작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X2의 경우 모든 조명을 다르게 인식하였고 Light (Blue) < Light (White) < Light (Orange) 순으로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였다. Light
(Orange)가 가장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인 것은 남성이 Light (Orange)에서 낮은 범죄 불안감(M = 4.42)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Think Aloud를 통해 수집된 즉각적 감정에 대한 Comment로부터 보완될 수 있다. 남성 피실험자 23은 "야
간 귀가 시 두려움을 잘 느끼는 편이 아님. 따라서 익숙한 "Light (Orange)를 선호한다"라는 Comment를 보였다. 또한 남성 피실험자
54는 "Light (Blue)의 경우, 차가운 느낌이 들지만 무섭거나 두렵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Comment를 보였다. 따라서 오히려 남성
보행자보다는 여성 보행자들이 골목길의 조명을 더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남성 피실험자 38은 "평소 귀갓길에 존
재하는 Light (Orange)에 비해 경험한 Simulation은 빛이 비추는 지역이 많은 것 같아 오히려 안심되는 것 같다"라는 Comment를 보
였다. 이는 보행자들이 골목길의 조명을 인식할 때, 그 간격의 연색성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Redland City Council
(2015)에서 제시한 조명 설계 시에 은폐되는 영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맥락과 일치한다. 본 실험의 Simulation의 경우
셉테드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표준규격에 맞추어 가로등이 설계(배치간격: 25m)되었기 때문에 조명의 연색성이 유지되어 음영이 발
생하는 지역이 비교적 덜한 것이 피실험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명 설계 시에 조명의 색 온도의 중요성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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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명 설계의 간격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Light (Blue)가 가장 높은 범죄 불안감을 보인 것은 여성이 Light (Blue)에서 높은 범죄 불안감(M = 3.5)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또한 Think Aloud를 통해 수집된 즉각적 감정들에 대한 Comment로 보완될 수 있다. 여성 피실험자 12는 Light (Blue)
의 "음산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곳까지 더욱 무섭게 느껴진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여성 피실험자 45는 "마치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섭다"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Light (Blue)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범죄 불안감을 느끼고 특히 여성들이 그 정도가 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olor의 주효과에서는 Group B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Light와의 특정 조합을 통해 '5점 이상'의 높은 평균값이 도출되어 낮은 범죄 불
안감을 보인 조합이 있다. 첫 번째는 Color (11) - Light (White) 조합이다. 연갈색을 띄는 Color (11)이 Light (White) 조합 시 비교적 밝
은 분위기가 연출됨에 따라 낮은 범죄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피실험자의 Comment에서도 이 조합에 있어 '안정적인 것 같
다', '백색등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다', '따뜻한 느낌이 든다', '비교적 밝은 동네 느낌이다' 등의 Comment를 보였다. 두 번째는 Color (8)
- Light (White) 조합이다. 녹지를 연상시키는 Color (8)과 비교적 색채를 그대로 반영하는 Light (White)의 조합 시 다소 밝은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였다. 정량적 분석과 더불어 '편안함이 느껴진다', '꽤 괜찮은 편이다', '밝다', '차분하다'의 정성적
측면에서의 피실험자 Comment를 통해서도 이 조합에서 낮은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는 Color (16) - Light
(Blue) 조합이다. Color (16)의 경우 Light (Blue)와 사용될 경우 쾌적함의 정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실험자의 Comment에서 '이 조합의 경우 푸른등이 더욱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Comment가 있었
다. 어두운 골목길 환경에서 동일한 조명의 조도에서 더욱 밝게 보이는 효과로 낮은 범죄 불안감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6.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셉테드 연구에서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던 색과 조명에 대한 연구를 통합해서 진행하였다. 특히, 실험 설계 시
에 광원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Color 21가지를 추출하고 CIE La*B* Color Space로 옮김으로써 정량적으로 Color 사용 시 좌표의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3가지 색 온도로 구성된 조명들과의 조합을 보여주는 Simulation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다양한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이는 Color와 Light의 조합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모든 Light와의 조합에서의 Color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Figure 15). 도출된 Group A의 경우 Color (1), (2), (12), (13),
(14), (15)로 구성되는데 모든 Light에 대해 지양해야 하는 Color이다. 반면에 Group B의 경우 Color (19), (20), (21)로 구성되는데 모든
Light에서 지향해야 하는 Colo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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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러한 모든 감성어휘에서 Group A, B로 분류되어 좌표 상으로 중복되지 않는 정량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a*좌표
(G-R)는 min +19 ~ MAX +55는 Group A로 높은 범죄 불안감을 보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반면에 min -30 ~ MAX -2는 낮은 범죄 불안
감을 보이므로 지향해야 하는 좌표들이다. 따라서 셉테드 설계 시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량적인 좌표의 범위를 고려한 Color 선택
을 권장한다.
다음으로 모든 Color와의 조합에서 지양해야 할 조명은 Light (Blue)이다. Lee (2011)의 연구에서도 Light (Blue)는 국내 도입 시에 그 효
과가 미진하였다는 사례가 있다. 스코틀랜드, 일본에서의 Light (Blue)의 사용에 따른 범죄 불안감 감소 효과가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
가 없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지역 특유의 정서와 일치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ight (Blue)의 경우 여전히 국내 정서와
는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Color (19), (20), (21)의 경우 Light (Blue)와 함께 사용할 경우, 다소 범죄 불안감
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선택적 사용을 권장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Color와 Light가 조합을 이룰 때 비로소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이는 3가지 조합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Color
의 주효과에서 낮은 평균값을 보였지만 Light와의 조합을 통해 '5점 이상'의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Color 조합은 Color (11)와 Light
(White), Color (8)과 Light (White), Color (16)과 Light (Blue)이다. 본 조합의 경우 평균이 5 이상으로 도출된 조합이면서도 피실험자들의
개별 Comment로 볼 때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이는 조합들이다. 따라서 본 조합들을 사용할 경우 범죄 불안감을 감소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미루어보면 Color (10)과 같은 Yellow 계열이 지향해야 하는 Color 군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Color (10)과 같은 Yellow
계열의 경우 Bae and Lee (2015) 등의 기존연구에서는 지향해야 할 대표적인 Color 중 하나로 제시되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 환경과, 조명이 함께 고려됐을 때는 낮은 범죄 불안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셉테드 설계
시에 색과 조명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통합해서 보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Color와 Light 조합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언하는 바로는 Light의 설치 간격의 경우 셉테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규격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실험에서 다양
한 Comment들이 조명의 간격에 의해 발생되는 음영이 생기는 곳에 대한 감소를 언급하였다. 즉, 조명의 간격이 멀어 음영이 생기는
곳이 범죄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명계획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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