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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necessity of thinking about design comes to the fore in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various facilities which are broadly referred to 

as 'Street Furniture' are manufactured and installed. And there is 

increasing awareness regarding the need to ensure their integrated 

development and harmony with the overall environment. 

However, this aspect of urban environment, especially the proper usage 

of color, has not received sufficient attention from planners as well as 

local authorities and such elements are, therefore provided in a 

fragmented and half-hearted manner.

Therefore, this research is trying  to deal with investigation on color 

status and problem of usage of color status on street furnitures installed 

in city park in Gwang-ju city to provide data of current color status on 

street furnitures can be used as basic reference to any studies of 

improving local color environment.   

The construction of this study is as below;

In the first chapter, as an introduction,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method and research scope are described. And in the second 



chapter, as theoretical review, area and classification of public design 

via literature and site will be discussed. In the third chapter, the 

relations between street furniture and color system will be described. In 

the fourth chapter, investigation on color status will be conducted and 

analyze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e last chapter, summaries and 

conclusions will be de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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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을 통해 삶의 수

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 환경과 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

으며, 도시공원은 도시인이 휴식을 취하고 체력 증진과 정서 함양 등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누구나 평등하게 누리는 도시 환

경 요소이다.

이처럼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인간과 도시환경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로서 인간에게 정보의 편의를 제공해주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보다 윤택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즉, 공공시설물은 도시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활기차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80% 이상의 정보를 시각으로 인식하는 인간에게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요소 

중 색채 활용은 도시 환경의 시각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

다. 특히, 시각 정보 중 색채에 의한 자극이 7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에 인공적으로 구성된 도시환경의 색채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도시 환경의 색채계획은 그 중요성에 비해 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고려한 못한 채 사용되어진 것이 현실이다. 각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특징을 외면한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각 지역 정체성을 획일화 

시키는 문제점을 낳았다. 양적, 물질적 성장 위주의 도시 개발에 의해 우리나

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도시 환경 색채 활용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도시 경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

회 구성원은 물론 각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하고 연구되어야한다.  

이에 따라 최근 각 지방지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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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체계적이

고 객관적인 경관계획 기준 마련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관련 법규와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도시환경 관리를 진행하고 있

다. 하지만 색채는 개인에 따라 지각의 정도가 달라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기

준 마련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의 공공시설물에 사용된 색채

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제안하여 추후 도시환경 색채계획

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공간적 범위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553개(2011년 기준)의 도시공원 중 방문자 

수,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하여 중외공원, 518 기념 공원, 사직공원으로  조

사 대상지를 선정한다. 

내용적 범위

도시공원과 공공시설물 색채 활용에 관한 의미와 영역을 밝히고 기능과 특성

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선정된 3곳의 공공시설물 색채 

활용 현황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육안 측색하고 먼셀 공간화를 통해 비

교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배경과 함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론적 고찰과 논리

전개 과정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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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에서는 도시공원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정리하였다.

제 3장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색채 적용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정리하였다.

제 4장에서는 연구대상지의 측색 및 색채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

석하고 종합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 결론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공공시설물의 색채 활용 현황의 결론을 제시하고, 추후 개선 방안을 제언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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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도시공원 

1. 도시공원의 개념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위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

는 도시계획시설이다. 이와 같이 공원만을 별도로 정의하기보다는 대개 녹지

와 연계시켜 공원 녹지로 분류하며, 넓은 의미의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1)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일정한 규모의 지역

으로 비건폐성, 식생, 수면 등을 통한 환경적 질의 향상을 꾀하거나 주민의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도시에서 오픈 스페이스

는 도시개발의 조절, 도시환경의 질 개선, 시민생활의 질 개선이라는 효용성

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여유로 갖는 토지가 아닌 도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과 건전한 도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2)

우리나라에서 공원의 개념은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분류된다. 먼저 

자연공원은 관광지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공원법(법

률 제 6450호 2001.3.28 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나뉜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법률 제 3256호, 1980. 1.4)을 

통해 설치·운영되며 시민들의 삶의 질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주제 및 기능에 따라 구분지어지며 다시 생활권 공원과 주제 공원으로 분류

된다. 

도시공원은 산업혁명 이후 대도시에서의 복잡한 환경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1) 최희윤 (2004). 도시공공시설의 지역 간 입지불균형에 따른 공간 분석: 서울시 어린이공원

과 초등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07.

2) 김현영 (2010). 도시공원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창원시를 중심으로. 경상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p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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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시 안에서도 자연에서 느낄 수 있

는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2.  도시공원 기능

  도시공원은 산업화를 통해 도시가 팽창하고 발전됨에 비해 급격히 줄어든 

녹지공간을 대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심지에 조성 되었다. 허기남(2001)은 

‘도시공원 이용자의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공원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3)

가. 휴식 및 위락의 기능

  휴양, 산책, 자연감상 등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위락공간을 제공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한 위락공간으로서의 공원은 건강한 시민들이 자아를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나. 사회·심리적 기능

  각종 행사와 집회의 장소로 활용되어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들기에 편하다. 

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각종 정보를 교환하기도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친밀감

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커뮤니케이션 형성에 도움을 받는다. 

다. 생태적·환경보존의 기능

  자연의 순화와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고, 도시의 무절제한 개발로 인해 파

괴되는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라. 안전 유지 및 방제적 기능

  수목과 공한지의 확보로 도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공재해를 억

제하거나 방지하는 직·간접적인 효과와 기능을 한다.

3) 허기남 (2001). 도시공원 이용자의 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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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심적 기능

  그 고장의 문화유적을 보급하는 역사적 상징기능과 대중이 모이는 집합기

능을 통하여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공원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활동

에 도움을 준다.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과 같은 교육적 기능을 제공하고, 도

시에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통해 경제적인 기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각각의 

공원이 한 가지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다양한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공원과 공원 

방문자들을 고려하여 방문의 목적을 잘 파악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 

주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도시공원 유형

  도시공원은「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의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서는 도시공원을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하며,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되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

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

원으로 세분화된다.4)

2005년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따라 다

음 [표 2-1]과 같이 분류되었다.

4) 김효정 (2010). 도시공원 특성에 따른 적정 관리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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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분 상세구분 설치목적

생활권

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근

린

공

원

근린생활

권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보권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시지역

권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광역권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주제

공원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그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표 2-1] 도시공원의 종류5)

제2절. 공공시설물

1. 공공시설물의 개념

가. 어원적 개념

  공공시설물이란 아직 정확한 명칭은 정의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

공의 목적에 의해 설치 및 사용되는 시설물을 공공시설물이라 부르고 있다. 

국내 시판중인 사전들도 각기 공공시설물에 대해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나, 주

변어인 공공시설(公共施設)6), 시설물7)을 토대로 의미를 정의하면 공공의 복

5) 건설교통부(200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 제4장 15조, 

6) "공공시설(公共施設) 공공의 편의나 복지 따위를 위하여 베풀어 놓은 시설", 

   (네이버국어사전, www.naver.com)

7) "시설물(施設物) 시설해 놓은 것. [기계·장치·도구류 따위.]", (네이버국어사전,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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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편의를 위해 설치해 놓을 시설물을 말한다.

나. 실정법상 개념

  지방 자치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개념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공여하기위한 시설" 로 정의하는 것이 통례이다. 지방 자치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

기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제135조), 공공시설의 사용

에 대한 사용료와 특정 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동법 제1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동법 제129조). 라는 것이 공공시설물에 관한 법령들이다.8)

다. 사회적 관점의 개념

  공공시설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 ·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시설물 등을 말한다. 또한 광의적 개념으로는 

여러 사람이 서로 공유하고 사용하는 시설물을 공공시설물이라고 부르고 있

다.9)

2. 공공시설물의 특성10) 

  공공시설물은 인간과 공간, 도시환경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구성요소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공공시설물은 사용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요구

를 한꺼번에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안전, 

아름다움, 편리함 등의 기초적인 것의 요구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인간과 단순한 행위에서 비롯되는 공공시설물이 갖추어야할 기

본적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8) 정재우 (2006).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역할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05-06.

9) lbid., pp. 06.

10) 조호정 (2008). 공공시설물과 유니버설 디자인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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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성

  지금까지의 공공시설물의 대부분이 인간공학적 측면이나 대중의 심리적 측

면의 연구 없이 만들어져 왔고 이러한 시설물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공공성을 헤치는 모순을 보여 왔다. 공공시설물의 본질적 개념이 공공환경에

서 인간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서비스의 측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공공시설물의 가장 부족한 측면 역시 공공을 위한 서비스이다. 어떠

한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개인의 취향과 요구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다수를 위한 디자인은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

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의 측면에서도 공공시설물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인간의 방식을 적극적 입장에서 연구할 필

요가 있다.

나. 기능성

  공공시설물의 기능성에 대한 고려는 도시의 경제적 측면과도 많이 연관되

어 있다. 도시의 시설물은 공공의 자본으로 설치 관리되며 그 범위가 매우 광

대하기 때문에 기능성의 부재는 도시인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앞으로는 

복합적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물들의 개발로 사용성을 높이며, 유비쿼터스의 

발달에 맞추어 시설물들의 연계를 통해 장소 구애를 받지 않고 활동하는 도

시인들의 필요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적 기능성 이외에도 모양이

나 소재 측면에서도 기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 상징성

  도시의 랜드마크적 시설물은 지역 상징성을 갖는다. 이는 복잡한 도시의 이

정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역 특성의 표현 요소로 주민의 결속에도 기여한

다. 굳이 랜드마크를 위한 큰 구조물 이외에 작은 시설물이어도 그들의 문화

가 담긴 통일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일 때 도시의 

문화를 상징하며 지역 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이는 도시인에게 동질감을 주며 

장기적으로 도시의 역사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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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형성

  공공시설물은 도시 이미지가 표현되는 매체 중 하나이다. 공공시설물이 도

시 생활 전반과 관련이 있고, 외부에 표출되어 있으며, 어떤 사람이나 공공시

설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공공시설물의 조형성은 도시 생

활 전반에 걸친 미적 수준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조형성을 시설물 개별적으

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공간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개성 있

는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조형성을 고려할 

때 시설물의 사용성을 같이 생각함으로써 공공시설물 최상의 효율을 끌어낸

다.

마. 생태성

  공공시설물에도 자연안의 도시공간에 놓인 하나의 구성체이다. 공공시설물

의 생태성에 대한 고려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법 중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도시의 자연을 편하게 공유하고 누릴 수 있

도록 도와주는 보조적 역할과 삭막한 도시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공

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주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공공시설물의 유지

나 활용의 과정에도 생태적 방법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안전성

  인간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의 특성상 인간의 안전

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공공시설물 구조의 안전성 이외에

도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시설물이 놓이는 위치적 안전성과 사용상 

작동의 안전성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물이 외부에 

놓이는 특성상 비, 바람, 천둥과 같은 자연적 요소에 의한 부식, 침범, 고장, 

파괴 등의 상황에도 미리 대처하여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시공원 공공시설물에 대해 이양병(2011)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성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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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리적 특성과 환경적, 구조적 측면의 심미적 특성으로 분류 할 수 있다고 

하였다.11) 

가. 물리적 특성12)

(1) 형태(形態)

  도시공원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형태는 장애자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보편성과 공원의 환경과 조화

를 이루어야하고 시설물간에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공원의 경관

을 해치지 않도록 기능을 우선한 장식적인 형태를 최소화, 과도한 조형성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을 확보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자

들에게 심미적 아름다움을 주어야하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2) 색채(色彩)

  공원시설물 디자인의 색채는 도시공원경관의 특성을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색채의 적용이 중요하다. 또한 시설물간의 연계와 통합을 적용한 색채의 

계획을 수립하고 Natural계열색채를 적용하여 공원경관을 돋보이게 할 수 있

는 색채 이미지의 적용이 필요하다. 공원시설물의 특성을 과도하게 표현하거

나 다양한 색채의 사용을 지양하고 공원의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색채의 사용

이 요구된다.

(3) 재료(材料)

  공원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은 공원의 생태, 역사, 전통 등을 담아

낼 수 있는 재료의 사용과 친환경성,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의사용으로 지속가

능한 디자인이 적용되어야한다. 또한 공원의 경관과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투명한 재료의 사용이 요구되며 사용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요구된다.

11) 이양병 (2011). 공공공시설물디자인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26-27. 

12) l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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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미적 특성13)

(1) 조화성

  공원시설물디자인의 조화는 공원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공원주위

의 다른 공공시설물 디자인과 통합되어 디자인되어야하고 특정 시설물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원의 주위경관과도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2) 보편성

  보편성이란 공원의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남녀노소, 장애인 등 모두가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 및 장애 없는(Barrier-free) 

디자인을 의미한다.

(3) 통합성

  공공시설물디자인의 통합성은 무질서한 설치로 상호기능을 침해하지 않도

록 하며 시설물간 디자인의 일관성이 있도록 부분과 전체가 유기적으로 통합

된 디자인을 의미한다.

(4) 심미성

  심미성은 시대성, 국제성, 민족성, 사회성, 개성 등이 복합되어진 의미로 공

원에서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공원의 이용자에게 즐거움, 상쾌함 등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로 아름다운 외형과 디자인

이여야 한다.

(5) 안전성

  안전성은 공원 이용객들에게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나 재료의 물리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을 주도록 디자인되어

야한다.

13) 정희정 (2010), 공공디자인 평가척도어 추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재

인용, 이양병 (2008). 공공공시설물 디자인 평가 방법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p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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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능성

  공공시설물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시설물 자체의 기능뿐만 아

니라 공공의 기능을 갖추어야하고 사용상의 편리함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주

어진 조건을 충족시킬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친환경성

  21세기는 녹색성장의 시대이며 국내외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

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원에서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의 친환경성은공원의 환경을 헤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재료와 구조,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한다.

(8)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특성이 지속가능한가하는 미래의 공원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내구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고

려한 디자인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시설물이 갖추어야할 다양한 기능과 특성이 

고려된 디자인을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어야한다.

3. 공공시설물의 분류

  공공시설물은 크게 기능에 따라 교통기능, 공간기능, 상징기능으로 분류된

다. 교통기능에는 관리성, 전달성, 안전성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공간기능으로는 편의성, 관리성, 안전성, 놀이성 및 쾌적성의 기능이 있으며 

공공시설물을 통한 상징기능에는 사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는 

조형물 시설과 같은 전달성의 특징을 지닌다.

선행연구를 통한 도시의 공공시설물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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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공공시설물 기능

교

통

기

능

보행자 안내시설 안내소 관리성

보행자

안내표지

안내표지, 유도표지, 해설표지, 주의표지, 

시설표지

전달성
교통

안내표지

도로교통표지, 관광지안내표지, 시설표지, 

보조표지

보행자 정보안내 홍보관, 광고탑, 간판, 식계탑

주차시설 주차장 안내판

보행자 안전시설 볼라드, 펜스

안전성접근시설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자전거보관대

특수시설 CCTV

공

간

기

능

휴게시설 벤치, 쉘터

편의성편의시설
전화박스, 키오스크, 파고라, 매점, 

자동판매기

체육시설 운동기구

관리시설 관리소 관리성

고정시설 가로수 덮개, 가로수 지지대

안전성
가로시설 가로등, 유도등

보도시설 보차도 경계석, 보도블럭 구성

도시 안전시설 옹벽, 담장, 난간

놀이시설 놀이기구 놀이성

위생시설 화장실, 휴지통, 음수대
쾌적성

이동시설 화분대

상징기능
디자인시설 문주, 상징물, 깃대봉

전달성
조형물시설 조각 및 조형물

[표 2-2] 선행연구 - 공공시설물의 분류14)

제3장. 공공시설물의 색채 적용 특성

14) 이양병, 윤갑근 (2000). 이용자의식조사를 통한 도시공원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문

화공간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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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색채의 개념

1. 색채의 이해

  사람이 사는 환경에서 색채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인간이 공간에 대한 이

미지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각감각으로 형성된 피사체에 대해

서 지각하게 하는 시각적인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색채와 형태, 균

형 등 다양한 지각적 해석에 의해서 우리는 피사체에 대해 이미지화 시키게 

된다. 그중 색채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형태가 아무

리 좋아도 색채의 균형이 잡히지 않거나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와 다른 색채

로 디자인 된 작품을 보고 우리는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이

기도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는 공공환경에서 색채

의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공공환경에서의 색채에 대해 알기 위해, 

광의적 개념에서의 색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15)

한국에서 색채를 말하는 인간의 단어는 크게 색, 색채, 컬러 3가지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색채의 영문 표현이 컬러인 만큼 색채와 컬러

는 동일한 단어로 사용된다. 우선 색은 일반적인 의미로 빛에 의해 생기는 물

리적인 지각현상을 말한다. 색채와 컬러는 물리적인 현상과 더불어 생리적이

고 심리적인 현상에의 하여 성립되는 시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물체의 

색이 눈의 망막에 의해 지각됨과 동시에 생겨나는 느낌이나 연상, 상징 등을 

함께 경청하는 것을 의미한다.16)

색과 색채는 인간의 눈을 통해 인지되는 감각 자극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으나, 색채는 색의 지각에 의해 감성적 요소를 동반하는 추가적 의미

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감성과 지각적 요소를 내포

하고 있는 색채를 주된 표현으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15) 정보민 (2013). 공공 사인디자인의 색채 환경 요인이 커뮤니케이션 기능 및 인지효과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26. 

16) 우석진 (2004), 컬러리스트, 영진정보연구소, pp. 1-3,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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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채의 기능과 효과

환경색채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색채의 기능은 인

간이 사는 환경과 이용자인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이 환경색채의 기능

은 내적기능과 외적기능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내적기능에는 심리·생리적 기

능, 미적조화의 기능, 치료의 기능이 있으며, 외적 기능에는 아이덴티티의 기

능,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안전의기 능, 은폐의 기능 등이 있다.17)

가. 내적기능

(1) 심리·생리적 기능

  빛과 색채는 시각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반응과 생리적 안락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

으며, 외부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색에 대한 자극은 심리적인 면과 연관

되어있다. 또한 색채 자극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기 위

해서는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18)

색채는 인간 행동의 필수적인 체험이며 잠재의식과 무의식뿐만 아니라 의식

영역의 일부를 차지한다. 인간은 색채자극에 대해서 처음에는 심리적인 반응

으로 시작하지만 생리적인 반응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19) 따라서 환경을 고

려한 적절한 색채 사용은 시각적 편안함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업무능률

을 향상시키는 등 활동적인 생리적, 심리적 색채 반응을 유지시켜준다. 즉, 

색채의 심리적 특성은 인간의 생리적 반응을 유도하며, 각 색채는 고유의 색

상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생리적 기능을 동반한다.

(2) 미적 조화의 기능

  인간의 본성은 표현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무언가를 알리려한다. 우리의 생

각과 감정을 전달하기위하여 우리는 여러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17) 최영훈 (1995), 색채학개론, 미진사, pp. 38.

18) 윤주경 (2010),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색채디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pp. 20. 

19) 김길홍, 최경실 (2001), 환경색채계획론,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 연구소, p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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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색채는 그러한 언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한 감정

과 의식에 대한 외적인 표현을 색채를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색채는 공간의 

특성을 부여하며 분위기를 만들고 이념을 상징하기도하며, 개인적인 감정 표

현의 수단이 되는가 하면, 작품의 구성에 조직성을 부여하게하고 미적인 호소

를 완성한다.20) 이처럼 색채는 인간의 삶 중 심리학적인 차원을 표현하는 수

단으로써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색채를 통해 특정한 감정이나 의식에 대한 외

적 표현을 하게 된다.

즉, 색채는 공간에 특성을 부여해 분위기를 만들고 이념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적인 감정표현의 수단이 되고 작품의 구성에 조직성을 부여하여 미

적인 요소를 완성시킨다.21) 색채를 통해 얻게 되는 미적 감흥은 우리가 지각

능력을 사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만족감 일 것이다. 색채에 의해 받을 수 있

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현대인의 미적 관심과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유용하다.22) 

(3) 치료의 기능

  색채의 심리반응은 색채의 치료적 역할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색채 기능론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색채가 시각과 청각의 과정, 호흡의 리듬, 

순환, 내분비계통과 다른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됨으로써 

현대의학계에서는 색채를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23)

의학계에서는 질병을 진단 할 때 머리카락과 피부색, 눈동자, 소변, 배설물의 

색채 등을 통해 신체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등 색채를 중요한 의료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상태와 질병, 장애를 치료하

기위해 색채를 사용하는 것을 색채치료라 한다. 또한 우리의 전통음식문화 속

에는 음양오행사상이 짙게 깔려있고 그 중심에 색채가 존재한다. 음양오행이

20) 윤주경, lbid., pp. 24.

21) 길깅홍, lbid., pp. 27.

22) 이규연 (2005), 기업이미지 구축을 위한 환경 색채 계획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9.

23) 이연 (2008), 색채 계획을 통한 복합복지타운 공간 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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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모든 사물현상은 서로 대립되는 속성을 가진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있고, 

상호조화를 이룬다는 동양철학을 말하며, 우주의 기초를 이루는 다섯 가지 물

질 목(木), 금(金), 수(水)가 서로 어울려 만물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원리를 인체의 각 부위도 음양오행이 있으며, 모든 식품에도 음양오행

이 갖춰져 있어 인체부위에 따라 음식 색을 맞춰먹으면 그 장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24)

색채치료에서는 색채를 고유한 파장과 진동수를 갖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인

식한다. 의학계에서는 색채의 다양한 진동수가 인간의 신체조직에 영향을 미

쳐 조직 활동을 회복, 억제시켜 치료효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종종 있다. 빨간

색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뇌척수액을 자극하여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노란색은 운동신경을 활성화하여 근육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생성한다. 주황

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도 각 특유의 인체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25)

색채의 치료 기능은 환경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주어진 환경과 이용자의 특

성에 맞는 색채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색채의 치료 기능을 적극 활용 가능 할 

것이다.

나. 외적기능

(1) 식별 기능

  색채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크기나 형태

의 사물일지라도 색채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색채의 식별기능은 형태에 

의해 변화되기도 하며, 역으로 색채로서 다양한 요소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그

룹화 함으로서 식별이 가능하다.26) 지하철의 노선을 표현하는 색채 활용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사람들은 별도의 언어표현 없이도 각 노선에 적용된 색채

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24) 유한나, 김진숙, 박경진 (2010), 색채와 디자인, 백산출판사, pp. 186.

25) 김진환 (1996), 색채의 영향, 시공사, pp. 68-69.

26) 윤주경 (2010),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색채디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pp. 22.



- 19 -

(2) 커뮤니케이션 기능

  색채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현재와 같은 방대해진 정보화시대에서 원활한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색채가 용이하게 이용되기에 생겨난 것이다. 

즉 인간의 인위적인 환경조성에 의해서 생겨난 색채의 기능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의 각 노선에 고유의 색을 적용하여 사람들이 쉽게 각 노선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색채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색채의 시각언어로서의 사용은 이용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이

용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 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시각 

환경에 무질서한 혼돈을 초래 할 수 있기에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용하여야한

다. 또한 색채는 물체를 식별 할 수 있는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크기

나 형태의 사물일지라도 색채의 차이로서 구분 할 수 있다. 색채의 식별기능

은 형태에 의해 변화되기도 하며, 역으로 색채로서 다양한 요소에 통일감을 

부여하고 그룹화 함으로서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물체의 식별은 인간과 정보

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27)

(3) 안전의 기능

  안전기능은 환경에서 인간의 식별기능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사고에 

대비 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하며, 도로교통, 응급상황, 건축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색채의 채도와 밝기차이를 이용하여 인간의 가시성, 식별성을 높여 안

전의 기능을 활용한다. 미국안전표준색채국은 8색을 지정하여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빨강은 방화용구의 식별, 노랑은 위험방지, 녹색은 응급치료도구, 

검정과 흰색은 교통표시, 주황은 고압전기표시, 파랑은 감시원의 기록장확인, 

보라는 방사능 위험지대 표시로 사용하고 있다.28)

(4) 은폐의 기능

  현란한 색채는 식별기능을 높이는데 반하여 일반적으로 둔한, 탁한, 부드러

운 색채와 채도가 낮은 색채는 눈에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은 은폐기

27) 정보민 (2013), 공공사인디자인의 색채 환경 요인이 커뮤니케이션 기능 및 인지효과에 미

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56.

28) 정보민, Ibid.,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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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상의 성질이 있으며, 그것은 사물이 눈에 잘 띄지 않고 물체와 배경색과의 

관계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형태, 크기, 특징에 변화를 준다. 이것을 식별기능

과 반대하여 은폐기능이라 한다.29)

(5) 물리적 기능

  우리가 색을 보게 되는 경로는 광원으로부터 발생한 빛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된 것을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색의 반응경로는 물체의 표면에

서 반사된 빛을 눈에서 받아들음으로서 빛을 인지하게 된다. 이런 색채 지각

의 3요소는 빛, 물체, 관찰자로 볼 수 있다.30)

또한 물체의 표면에 부딪힌 광선은 그 표면 구조의 상황에 따라 일부는 흡수

되고 나머지는 반사된다. 반사된 빛은 반사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흡수된 

빛은 물체 내에서 열로 변하게 되며 명도가 높은 색채는 흡수된 빛의 양이 

적어 적은 열을 발생시키지만 어두운 색일수록 흡수되는 빛의 양은 많아지고 

비례적으로 많은 열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반사와 흡수기능은 인간의 생활

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환경의 적절한 색채조절이 필요하다.31)

3. 표준 표색계

 표색계는 색을 표현하는 시스템(system)으로 색의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

에 의해 정량적으로 표기하여 인식하기 쉽게 체계화시켜 놓은 것을 말한

다.32) 대표적인 색채계는 먼셀, 오스트발트, NCS 색채계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및 미국에서는 먼셀 표색계를 주로 사용하며 유럽국가에서는 NCS 표색

계를 주로 활용해 색채를 표기한다.

가. 먼셀 표색계33)

  먼셀 표색계에서는 심리적인 색의 속성을 색상(Hue), 명도(Value), 채도

29) 이규연, Ibid., pp. 11.

30) 유한나, 김진숙, 방경진, Ibid., pp. 11.

31) 윤주경, Ibid., pp. 19.

32) 조영미 (2009), 거리문화 황성화를 위한 경관색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9.

33) 조영미, Ibid.,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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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로 나타낸다. 먼셀 표색계(Munsell color system)는 미국의 화가이

자 색채 연구가인 먼셀에 의해 190년 창안 되고 1940년 미국 광학협회에 의

해 수정먼셀표색계가 표준색으로 시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표색계를 

‘색의 3속성에 의한 방법’이란 제목으로 한국 산업규격(KS A0026)에서 채택

하여 합리적인 표색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색상(Hue)은 빨강(R), 노랑(Y), 초록(G), 파랑(B), 보라(P)의 5색을 기준으로 

하고, 이들 사이에 청록(BG), 청차(PB), 자주(RP), 주황(YR), 연두(GY)를 추

가하여 10가지를 기본색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기본 색상을 10등분하여 

100색상으로 만들고 숫자와 기호로 표시하는 색채 체계화의 방법을 개발하였

다. 예를 들어 R의 경우 앞에 1~10까지의 번호를 붙여 5R이 될 때가 R의 

중심을 나타내는 색으로 하고 색상환에서 마주보는 색은 보색이 되도록 하였

다. 명도(Value)는 1-9까지 번호로 표기하고 그 사이의 감각차를 시각적 

등 간격이 되도록 배열했으며, 0과10은 이상적으로 완전한 검정과 흰색이

므로 물체색에는 존재 하지 않는다. 명도 단계는 번호가 증가할수록 명도

가 높아 밝다. 명도 축은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며 N1, N2, N3,...으로 

표시한다. 채도(Chroma)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말하며 무채색 축을 

중심으로 0〜14까지의 단계를 나타내며, 처음 개발 시 10이 최대였지만, 

도료의 개발로 단계의 최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채도는 색상

에 따라 다르며, 5R, 5Y, 5YR은 채도 14 / 5PB, 5RP는 채도 12 / 5P는 

채도 10 / 5BG는 채도 8로 표기된다.

어떤 색을 먼셀기호로 표시 할 때는 색의 3속성에 따라 색상 H, 명도V, 채도 

C의 H V/C 순서로 기록한다. 예를 들어 5G 8/6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는 

색상은 5G, 명도가 8, 채도는 6이라는 색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채색의 경우 

N1, N2, ...N5와 같이 숫자 앞에 N을 표기하여 명도만을 나타내고 무채색임

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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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먼셀 색입체

나. NCS 색채계34)

  NCS(Natural Color System)표색계는 1964년부터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색

채 연구소(Sweden Color Center, 현재: Scandinavian Colour Institute. AB)

에서 연구․개발 되어 1972년에 발표되었다. 1979년에 NCS 색표집을 발간하

여 CIE로부터 공인 받은 후, 1995년 2차로 1,750색의 NCS 색표집을 완성하

였다. NCS 표색계는 보편적인 자연색을 기본으로 한 표색계로서 측색 시 환

경 및 경관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색채의 표준 표기를 제시함으로써 칼라 

커뮤니케이션(Color Communications)을 원활하게 해주었다.

NCS(Natural Color System)표색계는 1982년 스웨덴 국가 표준으로 채택되었

고 최근에 먼셀과 아울러 색을 표시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색계 중의 

하나로 점차 그 사용자가 늘고 있다. NCS 원형은 오스트발트 (Ostwald) 표

색계로, 헤링(Hering)의 4원색 설을 기초로 하고 있다.

NCS의 기본색은 6가지로 하양(W), 검정(S), 노랑(Y), 빨강(R), 파랑(B), 녹색

(G)이며, 기본색을 심리적인 혼합비로 나타낸다. 또한 검은색성, 흰색성, 색채

성(chromaticness)은 함께 색 뉘앙스(nuance)로 색을 표현하며, 이 속성들의 

합이 항상 100이 되도록 하였다. 즉, 기본색은 무채색의 w(흰색성), s(검은색

성)와 유채색 r(빨간색성), y(노란색성), g(녹색성), 파란색성(b)으로 나뉘며, 

34) 조영미, Ibid., pp.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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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색 c를 c=r+y+g+b 라고 했을 때 100(포화도)=w(백색도)+s(흑색도)+c(순

색도)가 되며, 이러한 관계를 뉘앙스(nuance, 먼셀에서는 '색상, 명도, 채도'

라고 표현한다)라고 한다. 이때, 소문자 표기는 각 속성의 비례 수치로 예를 

들어 R이 적색 전체를 나타낸다면 r은 적색도를 나타낸다.

NCS 색상환은 총 40색으로 색입체의 중간을 자른 수평단면으로 심리보색의 

원리에 의해 노란색(Y)-파란색(B), 빨간색(R)-녹색(G)을 반대편에 배치하고, 

기본색들의 속성 간격을 10단계로 구성 하였다. NCS에서 색상은 두개의 속

성의 비율로 표현되며 2색의 합이 100이 되도록 하였는데, 그 예로 Y80R의 

80%는 빨간색 정도를, 20%는 노란색 정도를 나타낸다.

NCS 표기법은 모든 물체의 표면색을 표시할 수 있으며 NCS의 표색기호로 

나타낼 수 있으며, 색 표기법은 검정의 양과 순색의 양 - 색상 순으로 표기

한다. 예를 들어 S1070-G80Y 색 표기에서 S1070의 S는 1995년에 NCS 수

정 제2판이 나와, 앞에 S(second edition)를 붙여 기록한 것이고 1070은 

10% 검정색도와 70%를 나타내며, 색상 G80Y는 80%의 노란색 정도와 20%

의 녹색 정도를 나타낸다.

무채색은 Neutral의 N으로 표기 하여 0500-N은 흰색이고 1000-N, 1500-N, 

2000-N 순으로 표기 하며 9000-N은 검정색이다. NCS 색상 삼각형(Color 

Triangle)은 색공간을 수직으로 자른 등색상면으로, 흰색(W), 검정색(S)의 그

레이 스케일이 수직으로 분포하며 삼각형의 꼭짓점에 최고 채도 C(Pure 

Chromatic Color))를 표기한다. NCS 시스템에서는 명․채도를 구분하지 않고 

뉘앙스(nuance)로 나타낸다. 색 삼각형의 중심축은 검정의 양을 10단계로 나

누고, 빗변에는 순색의 양을 10단계로 나누어 나타낸다. 빗변에 평행한 면들

은 명도를 나타내며 수직축에 평행한 선들은 채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NCS 에서는 동일 명도의 영역이 W-S를 잇는 무채색 축에 수직하지 않은 것

이 특징이다.

NCS는 먼셀 표색계와 가장 호환성이 좋아 활용도가 높고 많은 분야에서 적

용되기 쉽게 개발 되었으며, 순수하게 지각되는 색을 묘사하는 것으로 인테리

어나 외부환경 디자인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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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스웨덴 NCS 색체계의 색상환과 색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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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내  용

색상 통일 동일 계열의 통일된 색상 활용은 조화성이 뛰어나다.

명도 고려
다양한 계약의 색상의 활용이 필요하다면 명도를 일정하게 조절하고 색상의 

콘트라스트를 통해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다.

채도 조절 공공시설물의 크기와 기능에 다라 일관된 채도를 활용한다. 

강조 색상
알림이나 주의 등 공공시설물의 기능에 따라 강조색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의

사소통을 유도할 수 있다.

제2절. 공공시설물과 색채

1. 공공시설물과 색채의 관계

  공공시설물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시설물로서 인간과 공간, 

도시환경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적 역할을 하며 주민들에게 의식적·무의식적으

로 지역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또한 인간은 환경에서 80%의 정보를 얻는

다. 환경에서 색을 느낀다는 것은 항상 시각적, 관념적, 공감적, 상징적, 감성

적, 생리학적 효과를 수반한다. 색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자극을 눈

으로 인식하고 대뇌의 감각세포가 생물학적으로 자극을 받는 것보다 더 심오

하고 복잡한 과정이다.35) 따라서 다양한 색채의 기능을 공공시설물에 조화롭

게 적용시키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며 이용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유도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의 색채 활용은 도시의 아이덴티티 형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배경을 표현하며 경제와 사회의 특성

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심미성과 장식성만을 강조한 색채 활용이 아

닌 [표 3-1]의 4가지 요소가 고려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사회적 공통성을 포함하고 지역적 환경 특징에 순응해야 한다.

[표 3-1] 공공시설물 색채 고려사항36)

35) 프랑크. h. 만케, 최승희 이명순 옮김(1998). 색채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 국제.  p. 17

36) 간판과 디자인(2003), 예술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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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색채의 조화

  우리의 주변 환경은 단독으로 색이 존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거의 대

부분이 여러 가지 색들로 이루어져 있다. 색채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기보다

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두 가지 이상의 색들이 어떻게 배색되어 있는가에 따

라 아름답게도 느껴지고 그렇지 못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색

의 조화원리에 관한 관심은 최근에 이르러 새삼스레 나타난 것이 아니며 레

오나르도 다빈치의 회화론에서 시작하여 괴테의 색채론 등 많은 화가나 이론

가들이 탐구해 왔다.37) 올바른 색채 조화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반면, 잘못된 색채 조화는 시각 공해와 무질서를 초래하며 환경의 질을 저하

시킨다.  따라서 색채 조화는 색채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

는 요소이다. 

19세기 중엽에 프랑 프랑스의 고브랭(Goberin) 섬유연구소의 화학기사였던 

M. E. 슈브럴은, 염색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색의 대비현상을 발견해내고, 

그것에 기초하여 조화의 이론을 종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색채의 조화와 

대조의 원리」라는 저서에서, 12색상과 12단계의 순도로 되어 있는 색상환 

즉 색의 3속성 개념을 도입한 색상환에 의해서 색의 조화를 유사의 조화와 

대비의 조화로 나누고 정략적 색채 조화론을 제시하였다. 38)

가. 유사의 조화39)

(1) 명도에 따른 조화  

하나의 색상에 각기 다른 여러 명도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배색하여서 얻어지

는 조화이다. 이것을 '단계의 조화'라고 한다.

(2) 색상에 따른 조화 

명도가 비슷한 인접색상을 동시에 배색했을 때 얻어지는 조화이다. 이것은 스

펙트럼 위에서와 같이 적절한 연속이 어우러질 때 유사명도의 다른 조화를 

37) 박옥련 (1998). 색채이론과 활용. 형설출판사. p. 44

38) 이상대 (2009). 도심 전통주거지역 가로의 환경색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6.

39) 이상대, Ibid.,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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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동반한다.

(3) 주조색에 따른 조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일출이나 일몰과 같이, 여러 가지 색들 가운데서 한가지

의 색이 주조를 우룰 때 얻어지는 조화이다. 이것을 '주조색광의 조화'라고 

한다.

나. 대비의 조화40)

(1) 명도대비에 따른 조화 

같은 색상에서 명도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배색할 대 얻어지는 조화

이다. 

(2) 색상대비에 따른 조화 

색상의 차이를 크게 배색했을 때 얻어지는 조화이다. 이들 가운데서도, 색상

환에서 서로 같은 거리에 있는 3색이 풍부한 색감을 가지게 되므로 미적으로 

고도 감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3색을 '등간격 3색'이라 한다.

(3) 보색대비에 따른 조화 

색상의 거리가 먼 보색끼리 배색하여서 얻어지는 조화로서, 명도대비를 같이 

고려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화를 얻을 수 있다.

(4) 근접 보색대비에 따른 조화

 어떤 하나의 색과 보색인 색의 이웃에 있는 반대색으로 배색했을 때 얻어지

는 반대색 대비에 의한 조화의 일종으로서 단순한 보색대비보다 더욱 격조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0) 이상대, Ibid., p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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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상지 측색 및 분석

제1절. 연구방법 및 대상지 선정

1. 측색 및 촬영

  색채측정 방법은 현장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디지털 촬영법을 

통해 조사대상지의 색채현황이 면밀히 드러나는 조망 점을 적절히 선정하여 

근거리에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지의 촬영 및 측색 시간은 오

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 되었고, 촬영은 Nicon D80을 사용하여 jpg 

포맷으로 촬영하였다. 

[그림 4-1] 촬영도구 및 디지털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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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채 분석 절차

  공공시설물 색채를 웹상에서 재현하는 방법 및 대상지의 색채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4-2] 대상지 색채 분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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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소 면적

합계 602 67,349,837

자연공원 1 47,654,000

도시

공원

계 601 19,695,837

생활권공원

소계 582 17,043,421

근린공원 122 16,167,824

어린이공원 393 794,386

소공원 67 81,211

주제공원

소계 19 2,652,416

역사공원 6 190,200

문화공원 2 11,439

묘지공원 3 1,805,190

수변공원 5 576,732

체육공원 3 68,855

3. 연구 대상지의 선정 

  광주광역시 시청 공원 녹지과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광주시

에는 총 602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1개소의 자연 공원과 601개

소의 도시공원으로 분류되며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소분류 

된다. 생활권공원은 근린공원 122개소, 어린이공원 393개소, 소공원 67개소

를 포함하며,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6개소, 문화공원 2개소, 묘지공원 3개소, 

수변공원 5개소, 체육공원 3개소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내 

602개소 공원 중 방문객 수, 지역적 특수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많은 관광객 

방문자 수와 시설물을 포함하는 중외공원, 광주의 지역성을 갖는 518 기념공

원, 역사성과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사직공원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고 공공

시설물의 색채사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표 4-1] 광주광역시 공원현황41)

41)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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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대상지 공공시설물 색채사용 현황

1. 중외공원

  중외근린공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일대에 위치하였으며, 중외공원 일대에는 

(재) 광주 비엔날레 및 전시장과 광주 시립 미술관, 광주 시립 민속 박물관, 

국립 광주 박물관, 광주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 대표시설들과 광주예총을 

비롯한 광주 시향 등 문화 예술단체들이 집중돼 있다. 최근 문화광광부가 중

외공원 예술벨트를 시각미디어지구로 발표한 바 있어, 단순한 예술시설의 집

중공간이라는 성격을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중외공원 예술벨트로 발전하는 

변화가 보이고 있다.42) 

[그림 4-3] 중외공원

본 연구에서는 중외공원 문화벨트 중 비엔날레 전시장, 광주 시립 미술관, 국립 광주 박

물관 일대를 대상으로 총 38개의 교통기능 및 공간기능 시설물 측색을 진행하였다. 본 

대상지는 비엔날레 행사기간, 주말 등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관람객이 많이 방문하는 

특성에 의해 보행자 안내표지, 보행자 안전시설, 휴게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4349&cid=46618&categoryId=46618



- 32 -

[그림 4-4] 중외공원 교통안내표지

[그림 4-5] 중외공원 교통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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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중외공원 교통안내표지

 

[그림 4-7] 중외공원 교통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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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중외공원 보행자 안내시설

 

   

[그림 4-9] 중외공원 보행자 안내표시  



- 35 -

[그림 4-10] 중외공원 보행자 안내표시

[그림 4-11] 중외공원 보행자 안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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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중외공원 보행자 안내표시

 

[그림 4-13] 중외공원 보행자 안내표시 



- 37 -

[그림 4-14] 중외공원 보행자 안내표시

[그림 4-15] 중외공원 보행자 안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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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중외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그림 4-17] 중외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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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중외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그림 4-19] 중외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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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중외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그림 4-21] 중외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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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중외공원 주차시설

 

[그림 4-23] 중외공원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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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중외공원 가로시설

 

[그림 4-25] 중외공원 가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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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중외공원 가로시설

[그림 4-27] 중외공원 가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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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중외공원 고정시설

[그림 4-29] 중외공원 보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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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중외공원 보도시설

 

[그림 4-31] 중외공원 보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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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중외공원 위생시설

[그림 4-33] 중외공원 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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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중외공원 이동시설

[그림 4-35] 중외공원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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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중외공원 휴게시설

 

[그림 4-37] 중외공원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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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중외공원 휴게시설

 

[그림 4-39] 중외공원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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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중외공원 휴게시설

 

[그림 4-41] 중외공원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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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8 기념공원

  5·18 기념공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희생자

들의 명예 회복과 값진 교훈을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일대에 5·18 자유공원, 5·18 교육관, 5·18 기념 문화센터와 함

께 조성되었다.43) 5·18 기념공원에는 자료실과 공연·행사 시설을 갖추고 있

으며 시민군 조각상, 추모공간, 대동광장 등 상징물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42] 5·18 기념공원

본 연구에서는 5·18 기념공원 내 총 30개의 교통기능 및 공간기능 공공시설

물을 대상으로 측색을 진행하였으며 도시생활권에 위치하여 매일 공원을 찾

는 방문객이 타 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어 가로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기념 

시설이 곳곳에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다. 또한 산책로를 따라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른 오전 방문객의 이용이 집중된다.

4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31737&cid=42856&categoryId=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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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그림 4-44]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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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그림 4-46]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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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그림 4-48]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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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그림 4-50]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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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그림 4-52]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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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그림 4-54]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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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 518 기념공원 가로시설

[그림 4-56] 518 기념공원 가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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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7] 518 기념공원 가로시설

[그림 4-58] 518 기념공원 가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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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 518 기념공원 가로시설

[그림 4-60] 518 기념공원 보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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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518 기념공원 보도시설

[그림 4-62] 518 기념공원 보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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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3] 518 기념공원 보도시설

[그림 4-64] 518 기념공원 보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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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 518 기념공원 위생시설

[그림 4-66] 518 기념공원 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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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7] 518 기념공원 위생시설

[그림 4-68] 518 기념공원 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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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9] 518 기념공원 체육시설

[그림 4-70] 518 기념공원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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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1] 518 기념공원 휴게시설

[그림 4-72] 518 기념공원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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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직공원

  사직공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에 위치해 있으며 도심에 있는 공원으로 시민

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다. 이곳은 원래 나라의 안전과 풍년을 기원하며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사직단이 있던 곳인데, 1894년 제사가 폐지되

고 1960년대 말에 사직동물원이 들어서면서 사직단은 헐리고 말았다. 그 뒤 사직

단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1991년 동물원을 우치공

원으로 옮기고 사직단을 복원하여 1994년 4월 100년 만에 사직제가 부활했다. 

주요 시설로는 복원된 사직단과 광주방송총국(KBS), 경찰충혼탑, 연파정, 전통국

궁 수련장인 관덕정,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팔각정 등이 있다.44)

        

[그림 4-73] 사직공원

본 연구에서는 사직공원 내 총 22개의 교통기능 및 공간기능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측색을 진행하였다. 518 기념공원과 같이 도시생활권에 위치하여 산책과 운동 그리

고 조망을 위해 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많다. 언덕에 위치해있는 입지 특성상 비탈길

을 따라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지 3곳 중 가장 공공시설물 설치 수가 

적은 곳이다. 대부분의 공공시설물은 노후화되어 원색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색되었으

며 유지관리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곳곳에 설치된 안내표지는 

변색과 함께 훼손이 심해 시설물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각적 공해를 일

으키고 있다. 관리사무소 설치를 통한 공공시설물의 적절한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4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31631&cid=42856&categoryId=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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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4] 사직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그림 4-75] 사직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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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6] 사직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그림 4-77] 사직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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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8] 사직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그림 4-79] 사직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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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0] 사직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그림 4-81] 사직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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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2] 사직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그림 4-83] 사직공원 가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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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4] 사직공원 가로시설

[그림 4-85] 사직공원 보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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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6] 사직공원 보도시설

[그림 4-87] 사직공원 보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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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8] 사직공원 위생시설

 

[그림 4-89] 사직공원 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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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0] 사직공원 이동시설

 

[그림 4-91 사직공원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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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2] 사직공원 체육시설

[그림 4-93] 사직공원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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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4] 사직공원 휴게시설

[그림 4-95] 사직공원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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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원별 색채 활용 분석

  색채 활용 분석은 4장 2절에서 공공시설물 별 추출된 색상과 먼셀 공간화 

표기를 각 공원별 공공시설물을 교통기능, 공간기능으로 대분류 하고 이를 다

시 교통 기능은 교통 안내표지, 보행자 안내시설, 보행자 안내표지, 보행자 

안전시설, 접근시설, 주차시설로, 공간기능은 가로시설, 고정시설, 보도시설, 

위생시설, 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로 세분화 하여 각 분류별 공공시설

물에 사용된 색상과 채도 및 명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1. 중외공원

1. 교통기능

(가) 교통 안내표지

[그림 4-96] 중외공원 교통 안내표지 색채분석

  

  중외공원 교통안내표지는 주조색은 B, R, YR 계열의 고명도, 중채도를 형

성하고 있고, 보조색은 PB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를 형성하고 있다. 측색한 5

개의 교통 안내표지는 모두 주조색의 사용이 달라 통일감을 주지 못하며 일

부 시설물은 PB계열의 고채도 배경에 GY계열의 고채도 폰트 색을 사용해 가

독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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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행자 안내시설

   

[그림 4-97] 중외공원 보행자 안내시설 색채분석

  중외공원 보행자 안내시설은 R 계열의 중명도, 고채도와 YR계열의 저명도 

저채도 색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조색은 PB계열과 GY계열의 고명도, 고채도 

계열로 분포하고 있다. 총 2개의 보행자 안내시설 설치위치가 비엔날레관 입

구, 국립 광주 민속박물관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다

른 재료와 색상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나) 보행자 안내표지

    

[그림 4-98] 중외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색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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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외공원 보행자 안내표지는 PB계열의 고명도 저채도와 R, YR계열의 고명

도 고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으며 PB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와 GY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이 부조색으로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측색

을 진행한 14개의 보행자 안내표지는 대부분이 다른 디자인과 색상을 사용하

고 있어 통일감이 없으며 일부 시설물은 노후화와 변색이 진행되어 가독성이 

떨어진다. 특히 최근 설치된 광주 비엔날레의 안내표지와 설치가 오래된 국립 

광주 민속박물관의 안내표지는 디자인과 색채 활용이 상반되어 관람객의 혼

란을 초래하고 있다.  

(다) 보행자 안전시설

     

[그림 4-99] 중외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색채분석

  중외공원 보행자 안전시설은 R, YR 계열의 고채도, 고명도가 주조색을 형

성하고 있으며 PB, GY계열의 저명도, 고채도 생상이 보조색에 분포되어 있

다. 이는 안전시설의 특성상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R, YR 계열의 색상이 사

용됐으며 건물과 주변 환경의 조화를 위해 저명도의 PB 계열 색상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물은 유지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며 가설로 설치된 안전시설은 주변 색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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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차시설

중외공원 주차시설은 PB계열의 고명도, 고채도 색상과, R계열의 고명도 고채

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GY, PB 계열의 저명도 고채도 색상

이 보조색으로 형성하고 있다. 총 2개의 주차시설을 측색하였으며 주조색과 

보조색의 배색조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시성과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림 4-100] 중외공원 주차시설 색채분석

1. 공간기능

(가) 가로시설

     

[그림 4-101] 중외공원 가로시설 색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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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외공원 가로시설은 PB, B, GY 계열의 저명도 저채도 색이 주조색으로 

분포하였고 GY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이 보조색으로 형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7개의 가로등의 측색을 진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색채 계획은 가로등

의 특성상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저명도 저채도로 배색 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가로등의 색채가 독립적으로는 잘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PB, 

B, GY 등 각 가로등별로 다른 색채가 적용되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보도시설

     

[그림 4-102] 중외공원 보도시설 색채분석

  중외공원 보도시설은 Y, GY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 색이 주조색으로 형성하

였다. 보도의 특성상 돌과 흙이 주재료로 사용되어 자연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과 비교적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이 흙으로 

보도가 구성되어 사용상의 불편함을 초래해 일관된 재료와 색채 적용이 필요

하다.

(다) 위생시설

  위생시설은 GY 계열의 고명도, 고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형성되었으며 

YR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 생상이 보조색으로 분포되었다. 위생시설의 특성

상 스테인레스가 주재료로 사용되었으며 강조를 위해 YR계열의 사인물을 통

해 시설물의 가시성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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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3] 중외공원 위생시설 색채분석

(라) 편의시설

[그림 4-104] 중외공원 편의시설 색채분석

   중외공원 편의시설은  R, PB, B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사용되고 PB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이 보조색으로 분포되었다. 시설물이 

외부에서 제작된 완성제품이 설치되다 보니 색상 관리가 계획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였으며 설치물의 차양막과 보호 시설의 색상관리를 또한 통일감 없

으며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지 않아 시각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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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휴게시설

     

[그림 4-105] 중외공원 휴게시설 색채분석

 

  중외공원의 휴게시설은 R, YR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 계열이 주조색으로 

분포되었으며 PB, GY 계열의 저명도 중채도 계열이 보조색으로 형성되었다. 

주로 나무 재료에 도색을 한 형태로 비교적 동일 계역의 색상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으나 노후화로 인해 변색이 심한 시설물이 있어 정기적인 시설물 관

리가 필요하다.

2. 5·18 기념공원

1. 교통기능

(가) 교통 안내표지

  5·18 공원의 교통 안내표지는 RP, PB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 색상이 주조

색으로 분포되었다. RP 계열의 생상을 통해 가시성을 높였으나 작은 크기의 

많은 글이 안내표지에 사용되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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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6] 5·18기념공원 교통 안내표지 색채분석

(나) 보행자 안내표지

     

[그림 4-107] 5·18기념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색채분석

5·18 기념공원 보행자 안내표지는 PB, B, R, YR 계열이 주조색에 분포되었

으며 GY, B, BG 계열이 보조색으로 형성되었다. 무분별한 색채 사용과 부적

절한 배색이 조합되었으며 일부 시설물은 탈색이 진행되어 안내표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PB계열의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시설물은 

빛의 반사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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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행자 안전시설

     

[그림 4-108] 5·18기념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색채분석

  보행자 안전시설은 PB, RP, Y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주조색이 사용되었으

며 PB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이 보조색으로 사용되었다. 시설물의 재료

가 다양하고 적용된 색상이 달라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공사현장에 설치된 

펜스는 GY 계열의 형광색이 사용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심각

한 시각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2. 공간기능

(가) 가로시설

  가로시설은 PB, GY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분포되었으

며 G, R계열의 보조색이 사용되었다. 고명도, 저채도 색상의 사용으로 주변

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조명등에 G계열의 보조색이 사용되어 부조화

를 이루고 있다. 또한 멀지 않은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의 색채 계획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변색과 오염이 되어 본연의 색을 상

실한 시설물이 있어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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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9] 5·18기념공원 가로시설 색채분석

(나) 보도시설

  보도시설의 경우 B, YR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 색상과, PB, GY 계열의 저

명도 저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다. 석재와 타일의 경우 자연색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아스팔트에 도색된 R, B 계열의 색

상은 과도한 색채 사용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질감을 띄고 있

다.  

     

[그림 4-110] 5·18기념공원 보도시설 색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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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생시설

     

[그림 4-111] 5·18기념공원 위생시설 색채분석

위생시설은 PB, YR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다. 석

재, 스테인레스, 나무 재료의 자연색이 이곳저곳에 사용되어 통일감을 주지 

못하며 음수대와 휴지통의 경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불쾌감을 초

래한다.

 

(라) 체육시설

     

[그림 4-112] 5·18기념공원 체육시설 색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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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경우 PB, B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분포되

었으며, YR계열의 중명도, 중채도 색상이 보조색으로 사용되었다. 각 시설물 

별 색채 사용이 달라 통일감이 없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

어 체계적인 색채 계획이 필요하다.

(마) 편의시설

     

[그림 4-113] 5·18기념공원 편의시설 색채분석

편의시설은 PB, G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다. 적

절하지 못한 배색 계획으로 조화로운 색채환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바) 휴게시설

  휴게시설의 경우 YR 계열의 저명도, 중채도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GY, PB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이 보조색으로 분포되었다. 목재와 석재의 사용과 

동일 계열 색채 계획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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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4] 5·18기념공원 휴게시설 색채분석

3. 사직공원

1. 교통기능

(가) 보행자 안내표지

  사직공원에 설치된 보행자 안내표지의 경우 PB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

상과, R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분포되었으며 YR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 색상과, GY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이 보조색으로 사용

되었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R, YR 계열의 색상이 사용된 것은 바람직하나 

면적 색상에 따른 면적 할애가 절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동일 계열의 

사용이긴 하나 채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시설물별 다른 색상이 활

용되어 통일성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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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5] 사직공원 보행자 안내표지 색채분석

(나) 보행자 안전시설

보행자 안전시설의 경우 GY 계열의 저명도, 저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분포되었으

며 R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 GY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이 보조색으로 사용되

어 주변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설물의 경우 이끼의 서식으로 

녹조화되어 원색을 상실한 시설물이 있어 시설물의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4-116] 사직공원 보행자 안전시설 색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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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기능

(가) 가로시설

     

[그림 4-117] 사직공원 가로시설 색채분석

  가로시설의 경우 GY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어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동일 기능의 시설물에 다른 디자

인이 적용되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나) 보도시설

     

[그림 4-118] 사직공원 보도시설 색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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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설의 경우 GY 계열의 저명도, 저채도 색상과 동일 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목

재와 석재로 설치된 보도시설은 자연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설치된 지역별

로 사용된 재료가 달라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시설물은 보도

블럭 사이 틈이 오염되어 쾌적한 색채 환경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생시설

     

[그림 4-119] 사직공원 위생시설 색채분석

  사직공원에 설치된 위생시설의 경우 PB 계열의 중명도, 저채도 색상과 R 

계열의 중명도, 중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다. 자연재료의 사용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수한 색채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마)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경우 PB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으

며 동일계열의 중채도, 고명도 색상이 보조색으로 형성되었다. 체육시설의 기

능에 맞게 적절한 배색이 이루어져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시설물 자체의 

적절한 배색조화와 달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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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0] 사직공원 체육시설 색채분석

(바) 휴게시설

  사직공원에 설치된 휴게시설의 경우 R 계열의 저명도, 저채도 색상과 GY

계열의 저명도, 저채도 색상이 분포되었다. 주변 환경에 적절히 순응하는 색

채계획으로 자연스러운 공간을 연출하고 있으나 일부 벤치의 경우 유지보수 

과정에서 시멘트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색채조화와 재료의 이질감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21] 사직공원 휴게시설 색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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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종합

  광주광역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공원별 특성을 고려한 색채계획을 위

해서는 광주광역시와 각 공원별  설립 목적과 역사, 문화 등 다양한 환경 요

소를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

역시 도시공원 중 공원의 조성목적, 방문자 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3곳을 선

정하였고 일반적 고찰과 함께 색채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

다. 

첫째,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색채계획

도시공원 내 공공시설물은 크게 교통기능, 공간기능, 상징기능에 따라 분류된

다. 이러한 공공시설물의 색채 활용은 관리성, 전달성, 안전성, 편의성, 놀이

성, 쾌적성 등 각 공공시설물의 기능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518 기념공원의 보행 안내표지는 반사가 심한 밝은 회색 스테

인레스로 제작되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며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색채 사용

휴지통, 벤치 등 비교적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물에 비해 보도와 공사 펜

스의 경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 사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518 

기념공원의 경우 4~5가지의 보도 재료와 색상이 혼재되어 통일감을 저해시

키고 있으며 밝은 형광계열의 펜스 색채는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흉물로 비춰지고 있어 주변 환경을 고려한 색채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오염에 의한 변색

현장 조사한 세 곳 모두 일부 공공시설물이 설치시기가 오래되어 변색되었으

며, 휴지통, 음수대 등 에 적용된 색채는 오염되어 쾌적성을 떨어트리고 있

다. 또한 새로 설치된 시설물과 기존 시설물간의 디자인, 색채의 조합이 이뤄

지지 않고 있어 기존 시설물디자인과 색채 적용 현황을 고려한 색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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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지역성과 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색채가이드 부재

중외공원은 시립미술관, 민속박물관, 광주비엔날레관 등 다양한 목적을 갖는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비엔날레관은 단독으로 디자인된 공공시설물

과 어두운 회색계열과 주목도 강한 주황색 계열의 색채계획을 사용하는 반면 

민속박물관은 낙후된 공공시설물에 갈색계열의 토속적 색채의 활용이 더해져 

중외문화벨트를 형성하는 한 공원 내에서도 시설별 이질감을 초래한다. 각 공

원별 아이덴티티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 각 공원별 통합적인 디자인

과 색채가이드를 바탕으로 시설물별 세부 색채 지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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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공공시설물의 색채는 지역의 환경과 문화 등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

며 인간에게 내적,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경관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공 시설물의 색채 사용은 인문·사회적 접근과 함께 지역 

자연환경 및 인접 설치물의 색채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

로운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공공시설물 색채 환경은 과도한 색채사용으로 시각 공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을 저해하고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

향을 초래하고 있어 효과적인 색채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공공시설물에 적

용된 색채의 철저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공공 시설물 색채 계획

의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시설물의 색채 활용에 대해 문헌적 고찰을 진행하였고, 

광주광역시 도심공원 중 중외공원, 5·18 기념공원, 사직공원을 대상으로 공공

시설물의 색체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

자 한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시설물의 기능을 고려한 색채계획이 이뤄져야 한다.

도시공원 내 공공시설물은 크게 교통기능, 공간기능, 상징기능에 따라 분류된

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색채 계획은 관리성, 전달성, 안전성, 편의성, 놀이

성, 쾌적성 등 각 공공시설물의 기능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색채 사용이 돼야 한다.

주변 환경의 색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색채 사용은 시각적 자극성과 

주변 환경과의 이질감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색

채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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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은 오염되어 쾌적성을 떨어트리고, 변색

되어 설치 당시 본연의 색을 퇴색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통합적 색채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

최근의 도심공원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포함하여 조성되

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인 색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넓게는 지

자체 단위, 좁게는 각 공원별 정체성 확보와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 통합적

인 색채 가이드라인과 세부 지침이 정립되어야 한다. 

공공시설물 색채 활용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심미성이 강조된 부분에 국

한되어 진행되었으며 공공시설물의 조화로운 환경색채 사용에 대한 연구 또

한 미약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색채에 대한 개선점과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 색채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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