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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door luminous environment that varies with the weather conditions affects the changes in 

residents’ emotions. However, when using weather information in buildings, residents’ emotional 

changes due to weather are not considered, but only energy saving potential.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ntrolled the indoor luminous environments,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CCT) 

(3500, 400 and 6500 K) and illuminance (300, 600 and 900 lx), to analyse the residents’ 

emotional states and to provide appropriate indoor illuminance and CCT. The experiments 

revealed that the average positive emotion was increased by 19% when the sky condition was 

overcast provided with the illuminance of 900 lx and the CCT of 4500 K. The negative emotion 

was decreased by 17% when the sky condition was clear, overcast provided with the 

illuminance of 600 lx and the CCT of 3500 K. On the other hand, with a illuminance of 300 lx, 

positive emotion at all CCT were reduced by an average of 22.25%.

주요어 : 조명환경, 천공상태, 상관색온도, 조도, 감정, 선호도

Keywords: Luminous environment, Sky condition, CCT, Illuminance, Emotion, Preference

서 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실내 환경에 따른 심리적, 생리적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 중 조명환경의 경우 시각적 역할 뿐만 아니라 비시각적인 부분에도 큰 영

향을 미친다.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갈 경우 인간의 감정은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

는데 기상환경의 경우 인간의 감정 변화에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내 및 실외 환경을 고려하여 조명환경을 조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날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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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을 접목시켜 사용하는 방안은 주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국한됐다(Dong et 

al., 2011; Ouerhani et al., 2016). 본 연구는 날씨와 조명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외부 날씨를 경험하고 실내로 들어갔을 때, 그 날씨가 실내 조명환경 선호도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관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방

법론을 찾았으며, 상관색온도(이하 CCT) 3가지 유형(3500, 4500, 5500 K)과 조도 3가지 레

벨(900, 600, 300 lx)의 조합인 총 9가지로 실내 조명환경을 조성하였다. 예비 주관평가를 통

하여 날씨와 실내 CCT 및 조도에 대한 연관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기상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및 조명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생리적 변화

기상환경이 인간의 감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6가지 기상변

수(온도, 풍력, 일조량, 강수량, 기압, 광주성) 중 감정 변화에 주는 주된 변수는 온도, 풍력, 일조

량임을 확인하였으며(Denissen et al., 2008),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분석해 기상환경과 감정 사

이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온도, 강수, 습도, 구름의 양이 감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다(Baylis et al., 2018). 이처럼 기상환경에 따른 감정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로는 

PANAS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Watson et al., 1988)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조명환경 또한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서케디언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낮 동안에 높은 조도의 조명에 노출될 경우 저녁 수면 품질 향

상과 긍정적인 기분에 도움을 주며(Ancoli et al., 2003) 또한, 근무시간에 높은 조도(1000 

lx~2500 lx)에 노출될 경우(Hubalek et al., 2010) 야간에 빛에 의한 멜라토닌 억제를 감소시

킬 수 있어 수면의 질에 도움을 준다(Kozaki et al., 2016). Table 1은 날씨가 인간에게 미치는 

Table 1. Subjective response related to weather variable

Author
Experimental 

method
Weather variable Results

Denissen PANAS 

mood scale & 

fatigue scale

Temperature, daylight, 

precipitation, air pressure, wind 

power, photoperiod

Daylight, precipitation, and air 

pressure affect fatigue

Ciucci

(Ciucci et al., 2012)

DBEQ Temperature, humidity, air 

pressure, solar radiation

Depression when solar radiation is 

low or humid

Klimstra, T.A.

(Klimstra et al., 2011)

Daily Mood 

Scale

Temperature, daylight time, 

precipitation time

More daylight time reduces anxiety 

and anger

Howarth, E.

(Howarth and 

Hoffman, 1984)

HMACL-3 Temperature, daylight time, 

precipitation time, humidity, air 

pressure, wind velocity, wind speed

Temperature increase anxiety, 

longer daylight time more optimistic 

emotion, higher humidity less 

concentration

Barnston, A.G.

(Barnston, 1988)

Diary Humidity, sunny, cloudy Unstable, cloudy, humid weather are 

more stressful

Forgas, J.P.

(Forgas et al., 2009)

Subjective 

response

Daylight Better memory for cloudy or rainy 

weather

Huibers

(Huibers et al., 2010)

DID, SPAQ Temperature, daylight time, 

precipitation time

Depression symptoms increases 

between November and march

Baylis, P. SNS Temperature, precipitation time, 

humidity, sky condition

Pleasant weather doesn’t increase a 

person’s positive fee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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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나타낸다. 평가는 설문지 작성, 일기나 문답을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됐다. 그 결과 다양한 기상변수 중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광, 습

도, 천공상태, 온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실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광, 천공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주광의 변화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천공상태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실험조건

본 실험은 실험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은 수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예비실험

을 실시하였다. Table 2는 실험 조건을 나타내었다. Mock-up 시설의 위치는 위도 127.07° 경

도 37.55° 위치에 존재하며 크기는 6000 mm × 5000 mm × 3000 mm이다. 내부는 흰색의 벽

과 바닥 및 중립적인 색상의 가구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3일간 총 4명(여:2명, 남:2명)의 피실

험자를 통해 맑음(청천공)과 구름많음(담천공) 상태일 때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진행하였

으며 피실험자의 평균 나이는 24.5세이다.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Location
Longitude 127.07 (degrees)

Latitude 37.55 (degrees)

Size 6.000 w × 5,000 l × 3,000 h (㎣)

Building elevation angle 0 (degrees)

Sky Condition Clear, Overcast

Time 1:00 ~ 2:00 PM

Date 4/29, 6/10 (Overcast), 5/29 (Clear)

Subjects 4 people (female:2, male:2)

Average age 24.5

Furniture Bed, Sofa, Chair, Television, Sink, Hanger, Table, Mirror

Lighting

Information

Model LED (FPLE50123-GDW-M)

Luminous Flux 4000 lm

Luminous efficacy 80 lm/W

CRI (Color Rendering Index) ≤75

Light distribution curve

독립변수

실험은 Figure 1의 원룸 실물 크기의 모형에서 실행됐다. 천공상태(청천공, 담천공)에 따라 

천장에 부착된 Table 2에 명시된 4개의 LED 조명으로 CCT를 3가지 유형(3500, 4500, 55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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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를 3가지 레벨(900, 600, 300 lx)로 조절하였다. CCT와 조도 측정의 경우 Konica Minolta 

제품을 사용하였다. 조도 레벨은 KS (Korea Standard)조도 기준을 고려하였으며 CCT는 실내

조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3가지를 선택하였다.

Figure 1. Appearance of studio

의존변수

피실험자의 현재 상태의 감정은 Table 3의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PANAS는 1988년 Watson에 의해 개발된 정서척도로서 삶

의 만족도,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등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지표이다(Merz et 

al., 2013). 설문 방식은 자가 설문으로 수행되었으며, 1 ~ 5 (very slightly, alittle, moderately, 

quite a bit, extremely)의 척도로 긍정 부정 각각 20개의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20가지 문항

은 긍정 10문항과 부정 10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는 감정을 설명하는 여러 단어로 구

성된다. 긍정의 경우 Active, Alert, Attentive, Determined, Enthusiastic, Excited, Inspired, 

Interested, Proud, Strong이 속해 있으며 부정의 경우 Afraid, Scared, Nervous, Jittery, Hostile, 

Guilty, Ashamed, Upset, Distressed가 속해 있다. 

Table 3. PANAS Table

1 2 3 4 5

not at all a little moderately quite a bit extremely

Acitve

Alert

Attentive

Determined

Enthusiastic

Excited

Inspired

Interested

Proud

Strong

Afraid

Scared

Nervous

Jittery

Irritable

Hostile

Guilty

Ashamed

Upset

Dist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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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은 실험 과정을 나타낸다. 실험 시작 시 감정 평가를 1차로 진행 후 mock-up에 들

어간 후 5분 간격으로 무작위로 제공되는 9가지의 조명환경에 노출되게 되며 참가자는 현재 

기분에 대한 설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게 된다. 그 후 평가된 내용

을 바탕으로 1차 감정 평가를 긍정 x%, 부정 y%로 산출하였으며 2차 ~ 10차 평가를 긍정 

x’%와 부정 y’%로 산출하여 조명 환경에 따른 긍정, 부정 변화를 %로 예측하게 된다.

Figure 2. Experimental sequence

기상데이터 수집 방안

기상데이터의 수집 방안은 Figure 3과 같다. 먼저 기상청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KMA 

(Korea Meteorological Adimistration) 서비스를 사용하여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을 기초로 만들어진 중단기 예보에 편리한 데이터 형식인 RSS (Really Simple Syndication)

를 통해 원하는 주소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URL (Uniform Resource 

Locator)을 받는다. 그 후 Figure 4와 같이 해당 데이터를 이를 IBM에서 제공하는 Node-red

를 활용해 GET method를 사용하여 HTTP (Hyper Text Transfer Protocol)를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으로 바꾸어 debug 시켜 결과를 확인한다. 결과는 3시간 간격으

로 받을 수 있으며 기상청에서 받아올 수 있는 정보를 크게 20가지로 분류된다. 그 중 1 ~ 4로 

나타나는 천공상태(맑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흐림)을 사용하여 날씨를 구분하여 정의 하였

Figure 3. Process for obtaining weath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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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광을 고려하기 위하여 실험은 일몰전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날씨별로 조명환경(조도, 

CCT)를 9가지로 변경하여 subjective response를 실시하여 PANAS설문을 통해 선호하는 조

명환경을 조사한다. 후에 조사된 조명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라즈베리 파이를 서버로 하여 Zigbee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였으며 Node-red 

서비스와 연계하였다. 오피스텔 천정 조명 4개의 경우 개별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며 각각을 

조절할 수 있는 웹 대쉬보드 상의 조절 스위치와 개별 물리 스위치 시스템이 있다. 

연구결과

결과분석

본 연구는 CCT를 3가지 유형(3500, 4500, 5500 K) 조도를 3가지 레벨(900, 600, 300 lx)로 

조절하여 청천공 1일 담천공 2일 총 3일의 기간동안 진행된 예비실험이다. 조도가 300 lx인 

경우 Table 4의 결과에서 천공에 상관 없이 특별한 경우(6월 10일, CCT 5500 K)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평균 22.25%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재실자가 외부 환경을 경험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조도 환경에 입실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감정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의 경우 담천공에 한해 평균 6.7%가량 감소함을 확인하였으

며 CCT가 4500 K일 때 10.5%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천청공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 

변화에 크게 일관성을 가지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 수치의 경우 전술

한바와 같이 Figure 2의 산출방식을 통해 계산하였으며 Average 1st 의 경우 담천공만을 고

려한 평균값을 뜻하며 Average 2nd 의 경우 총 3일의 기간을 전부 고려한 평균값을 나타낸다.

Table 4. Changes in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of the subjects at 300 lx

CCT (K) Emotion
Overcast

(4/29)

Overcast

(6/10)
Average 1st 

Clear

(5/29)
Average 2nd 

3500
Positive -11% -5% -8% -45% -20%

Negative 1% -9% -4% 15% 2%

4500
Positive -1% -7% -4% -44% -17%

Negative -15% -6% -10.5% -7% -9%

5500
Positive -28% 11% -8.5% -37% -18%

Negative -7% -5% -6% 5% -2%

Average
Positive -13.3% -0.3% -6.8% -42% -18.6%

Negative -7% -6.7% -6.8% 4.3% -3.1%

Figure 4. Process for No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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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가 600 lx인 경우 Table 5의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담천공일 때 긍정적인 감정이 

CCT가 각각 3500 K일 때 13.5%, 4500 K일 때 16.5% 그리고 5500 K일 때 5.5% 가량 증가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평균 11.8%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CCT가 4500 K일 때 가

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부정적인 감정의 경우 천공에 관계없이 모든 CCT에서 평균 8.3% 

가량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그 중 천공이 담천공이며 CCT가 3500 K일 때 가장 큰 

폭인 17%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Changes in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of the subjects at 600 lx

CCT (K) Emotion
Overcast

(4/29)

Overcast

(6/10)
Average 1st 

Clear

(5/29)
Average 2nd 

3500
Positive 4% 23% 13.5% 0% 9%

Negative -19% -15% -17% -5% -13%

4500
Positive 12% 21% 16.5% -35% -0.7%

Negative -5% -6% -5.5% -8% -6.3%

5500
Positive 0% 11% 5.5% -20% -3%

Negative -9% -3% -6% -5% -5.7%

Average
Positive 5.3% 18.3% 11.8% -18.3% 1.8%

Negative -11% -8% -9.5% -6% -8.3%

조도가 900 lx인 경우 Table 6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담천공일 때 긍정적인 감정이 

CCT 3500 K 일 때 15% 4500 K 일 때 19% 그리고 5500 K일 때 4.5%로 평균 12.8% 증가함

과 달리 청천공에서는 평균 21.3%가량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의 경우 담천

공에 한해 평균 10%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에서 CCT가 4500 K일 때 10%로 가장 크

게 감소하였다. 

Table 6. Changes in th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of the subjects at 900 lx

CCT (K) Emotion
Overcast

(4/29)

Overcast

(6/10)
Average 1st Clear

(5/29)
Average 2nd

3500
Positive 14% 16% 15% -21% 3%

Negative -12% -13% -12.5% 2% -7.7%

4500
Positive 17% 21% 19% -37% 0.3%

Negative -14% -6% -10% 13% -2.3%

5500
Positive -8% 17% 4.5% -6% 1%

Negative -10% -5% -7.5% -7% -7.3%

Average
Positive 7.7% 18% 12.8% -21.3% 1.4%

Negative -12% -8% -10% 2.7% -5.8%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도가 300 lx인 경우 모든 색온도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평균 

22.25%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정적인 감정의 경우 담천공에 한해 평균 6.7%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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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조도가 600 lx인 경우 CCT가 4500 K일 때 담천공에서 긍정적인 감정

이 16.5%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부정적인 감정의 경우 천공에 관계없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

여주었는데 그 중 CCT가 4500 K일 때 300 lx와 900 lx와 비교하여도 가장 큰 폭인 17%가 감

소함을 확인하였다. 조도가 900 lx인 경우 담천공에 한해 긍정적인 감정이 평균 12.8% 증가

하였으며 그 중 색온도가 4500 K일 때 가장 큰 폭인 19%가 증가하였다. 부정적인 감정도 마

찬가지로 담천공에 한해 평균 10%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논의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재실자가 외부 환경을 경험하고 실내로 들어왔을 때 선호되는 실내 조명환경에 

대하여 3일간 4명의 피실험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담

천공인 경우 조도 600 lx이고 색온도 3500 K일 때 부정이 가장 큰 폭인 17%가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담천공인 경우 조도가 900 lx이고 색온도 4500 K일 때 긍정이 가

장 큰 폭인 19%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천청공인 경우 긍정 및 부정적인 감정의 유의미

한 증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Denissen et al., 2008)와 같은 결과로 천청공인 경우 부정적인 감

정에 크게 일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되는 조명 환경에 

따라 피실험자의 긍정, 부정의 감정이 변화하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천공별로 차

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의 수가 적으며 또한 천공 상태 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온도 및 습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담천공

일때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외에 실험에서 사용된 PANAS 설문지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돼 한국인의 정서에 적합

하지 않다는 사전 연구(Park and Lee, 2016)에 따르면 피실험자가 설문지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데 장애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설문지만을 사용하여 평

가하여 진행하였으므로 감정 이외에 조명에 대한 밝기, 눈부심 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피실험자가 공간에서 느끼는 조명환경도 함께 고려

될 예정이다. 현재 PANAS 설문지만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면 추후에는 한국인에 정서에 

보다 적합한 K-PANAS 설문지 및 방의 밝기 평가(Room light estimation)를 통해 조명환

경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방의 밝기 평가의 경우 조명환경을 6가지(glare, dim, soft, 

bright, warm, intense)로 나누어 1 ~ 5의 척도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IESNA의 Lighting 

Handbook을 참조한 평가 방법으로서 이를 통하여 적절한 최대 조도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주관평가시 요구되는 최소 인원 수는 없지만, 피험자의 수도 대폭 확대하여 결

과의 당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천공, 담천공, 부분담청공을 모두 고려하고. 각 천

공의 정도 별 구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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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재실자가 외부 환경을 경험하고 실내로 들어왔을 때 선호되는 실내 조명환경에 대한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감정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이 크게 5가지

(온도, 강수, 습도, 구름의 양, 일사량)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구름의 양을 나타내는 천공상태

를 토대로 실내 조도 및 CCT 제어의 필요성을 서술하며 예비 실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천공상태가 담천공인 경우, 조도 300 lx 일 때 특별한 경우(6월 10일, CCT 5500 K)를 제외

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평균 22.25% 부정적인 감정이 평균 6.8%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담천

공에서 조도 600 lx 일 때 긍정적인 감정이 평균 11.8% 증가하였으며 그 중 CCT 4500 K에서 

가장 큰 폭인 16.5%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감정의 경우도 평균 9.5% 가량 감

소하였으며 CCT 3500 K 에서 가장 큰 폭인 17%가 감소하였다. 조도 900 lx 일 때 긍정적인 

감정은 평균 12.8% 증가하였으며 부정적인 감정도 평균 10% 감소하였다. 그 중 CCT 4500 

K 에서 19%로 긍정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부정의 경우 CCT 3500 K 에서 12.5%로 가

장 크게 감소하였다.

천공상태가 천청공인 경우, 조도 300, 900 lx에서 긍정이 각각 평균 42%, 21.3% 감소하였으

며 부정의 경우 각각 평균 4.3%, 2.7% 증가하였지만 색온도에 따라 증감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

인하였다. 조도 600 lx의 경우 긍정 및 부정이 모두 각각 18.3%, 6%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천공상태를 경험하고 실내로 들어왔을 때, 긍정적인 감정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감정

은 감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수가 많지 않았고 천공의 경우도 

3일에 한정되어, 담천공일때 600, 900 lx의 경우를 제외하면 특정한 추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기존의 조명제어가 재실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 및 업무 효율 향상 측면에

서 이루어졌다면 감정을 고려한 조명제어의 경우 날씨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도와 CCT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외부환경 경험 뿐만 아니라 천공상태와 일사

량에 따라 변화하는 실내 조도를 고려하여 재실자의 감정을 조절도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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