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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품의 매출은 진열 환경에 크게 향을 받기 때문에 백화 을 비롯한 각  매장에서는 다양한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명에 따라 의류나 가구는 물론이고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의 매출액도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색상의 배경이나 조명이 소비자의 주목을 끌고 호감

을  수 있는지에 한 연구들이 디자인 학자들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매장에서는 상

품 색상에 맞춰 배경이나 조명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품 

색상별로 소비자의 주목을 끌고 호감을 이끌어내서 상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IoT 기반의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을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여 구 하고자 한다. 

1. 서론

   빛은 단순히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 상품이 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LED는 사람들에게 빛을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들 

 사회에서 범 하게 사용되는 것  하나이다. 

LED는 기존의 CCFL(Cold Cathode Fluorescent Lamp)에 

비해 색 재 율이 높아 일상생활에 매우 리 보 되기 

시작했다.

같은 상품이라도 한 조명을 받은 것과 그 지 않은 

것은 주목도와 선호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 상품에 맞는 

한 조명을 받은 것은 그 지 않은 것보다 생동감이 

있으며 더욱 돋보인다. 색상이 요한 의류나 가구뿐만 아

니라 과일, 채소, 빵 등과 같은 식품류 에서도 많은 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므로 매장의 내부 공간 연출에 있어서 실내의 조명은 

고객의 구매의욕을 진시킬 수 있는 연출 효과 향상을 

한 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조

명과 빛이 상품을 더 가치 있어 보이게 한다는 결론만 제

시할 뿐, 실무 으로 매장에서 조명을 이용하여 어떻게 효

과 인 상품 연출을 할 것인가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1][2][5][6][7]

본 연구에서는 진열상품의 색상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가장 

합한 색상의 조명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1) 교신 자

2. 기존연구

  Belk[8]와 Kotler[11]는 소음, 규모, 모양, 향기, 색깔 등

의 환경 인 요소가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에 향을 미친

다고 하 다. Bellizzi and Hite[9]는 란색에 비해 빨간색

은 보다 부정 인 결과를 산출한다고 하 다. Crowley[10]

는 빨간색과 란색이 소비자의 구매를 보다 자극시키는 

반면에 간 장을 지니는 록색은 피해야한다고 하

다. 반면에 서서 기하는 공간에서는 자극을 덜 주는 

색상이 바람직하다. 한 빨간색에 비해 란색 벽이 보다 

편안하고 기분을 좋게 해 다고 하 다.

상품에는 합한 조명의 용이 바람직한데 언더웨어의 

경우 가정용 실내조명에 가까운 낮은 색온도의 조도가, 

스포츠 의류의 경우는 태양 에 가까운 높은 색온도의 고

조도 조명이 효과 이다. 청색 계열의 차가운 색상 상품에

는 고색 온도의 조명이, 반 로 붉은색 계열의 따뜻한 

색상의 상품에는 색 온도의 조명이 효과 이다[3]. 유

수연[4]은 색상환에서 가까운 색들은 서로 잘 어울리므로 

특정한 효과를  때 합하며, 반 편에 있는 보색은 서

로를 더 강하고 뚜렷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역동 으로 보

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상품마다 그 상품을 돋보이게 하기 한 조명 색과 온도

는 각각 다르다. 를 들면 빵의 경우 R 계열 색상의 조

명으로 비출 경우 더욱 맛있어 보이며, 개인에 따라 차이

가 있지만 조명에 의한 식욕 진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으로 밝 졌다. 특히 노란색 조명을 비춰줬을 때 가장 효

과가 크다고 한다.[2][7]

기존의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는 표1 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표1[1] 을 참고하면 상품별 색상 값과 해당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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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 G B 색온도

돼지고기 222 111 103 2,500~
3,175[K]

바나나 233 238 71 3,800~
4,600[K]

수박 59 92 34 4,600~
5,600[K]

을 돋보이게 하는 조명의 조도를 알 수 있다. 한 해당 

논문에서는 상품에 한 특성을 고려한 한 조명은 고

객의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명과 색이 

실제 소비자의 구매욕과 연 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

해 보았다.

<표 1> 식품별 한 조명의 조도

3.스마트 조명시스템 구

3.1 조명 선호도 조사

 모든 색상은 그에 상반되는 치에 있는 보색을 갖고 

있다. 보색 계의 색상은 각자를 렷하게 인지시키면

서 상 의 색을 방해하지 않으며 서로를 보완해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사이의 보색 계를 잘 이용하면 색다

른 느낌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의 목 은 어울리는 보색을 배경으로 가진 상

품과 그 지 않은 상품을 비교하여 상품의 배경과 조명이 

소비자의 구매욕과 련이 있는지, 련이 있다면 어떠한 

련이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변화가 있

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 이 있다.

         (보기 1)                    (보기 2)

(그림 1) 선호도 조사 시

 

보기 1은 상품의 배경색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한 시이고 보기 2는 상품

에 비추는 조명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어떤 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 한 시이다. 총 100명의 학생들이 

설문 조사에 참여하 다.

조사 결과 배경색에 해서는 85%의 응답자가 보기 1에 

1번 상품의 배경이 제일 합하다 응답하 고 조명에 

해서는 76%의 응답자가 보기 2에 3번 상품의 조명이 제

일 합하다 응답하 다. 한 82%의 응답자가 배경색과 

조명이 상품 구매 욕구를 증가시킨다 응답하 다. 이 데이

터를 SPSS 통계 패키지로 이항 검정한 결과 p=0.000으로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설

문조사 결과, 상품의 배경색과 조명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LED조명 제어시스템 구

 와 같은 기존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LED 

조명 제어 시스템을 구 해보았다.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이러하다. 물체가 센서에 비치는 색상 값을 아두이노 보드

에서 인식 한 후 스마트폰 어 로 데이터를 송하면 어

에서 상품 색상 값에 가장 합한 조명 색상 값을 신호

로 변환하여 다시 아두이노 보드에 송하게 되며 이 색

상의 밝기 신호가 네오픽셀 LED에 달되어 조명을 통제

하게 된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의 구체 인 작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상품을 사과

로 를 들자면 첫 번째로 TCS-3200 색 감지센서가 사과

의 색을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로 센서가 아두이노로 알

맞은 값을 송하게 된다. 그다음 아두이노가 색상 값을 

LED로 달하면 LED가 자동으로 멸한다. 자동으로 

멸하는 LED와 별개로 스마트폰 어 로 속하여 LED의 

색상과 조도를 수동으로 사용자가 조 할 수 있도록 어

에도 데이터를 송하게 된다. 한 조명 효과를 받은 

상품은 그 지 않은 상품보다 더 잘 팔릴 것으로 상된

다. 이 LED 조명 제어시스템은 IoT 기반 스마트 매장 서

비스 구축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결론 

 색은 단순히 물체를 보이게 하는 기본 인 역할에서 벗

어나 사물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LED 조명의 량 보 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어

렵지 않게 LED 조명을 활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유통매장에서 조명을 상품에 어떻게 최 화 시킬 

것인가에 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그것을 어떻게 IoT 

환경에 용시켜야 할지에 한 연구도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명의 효과가 고객의 선호도와 연

이 있는지 알아보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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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는 100명  82%의 응답자가 상품의 배경색이

나 조명이 구매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응답하 다. 이 데이

터를 SPSS 통계패키지로 이항 검정한 결과 p=0.000으로, 

유의수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한 조명효과는 상품의 매출에까지도 직 인 향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여 LED 조명 제어시스템을 

구 하 다. 센서가 상품의 색상을 인식하면 아두이노 보

드가 네오 픽셀 LED에 해당 색상 값에 맞는 조명을 켜도

록 명령한다. LED 조명이 들어와 상품을 비추면 호감도

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

한다. 한 언제 어떤 색을 감지하여 조명을 켰는지는 사

용자의 DB에 장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용자가 

조명시스템과 연동되는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이용하

여 직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IoT 기술은 지 까지 일상생활에서 크게 실감을 하지 못

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다양한 IoT 기술이 실용화되

어 일생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할 것이다. 아두이노 보드

와, 조명, 센서가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폰 연동이 가능한 

이 조명 제어시스템을 매장에 설치하면, 소비자들의 상품

에 한 호감도를 높여서 결과 으로 매출 상승에 정

인 효과를 가져다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 IoT 기

반 스마트 매장 조성에 한 축을 담당하여, 소상공인들로 

하여  스마트 매장이 보편화되더라도 형업체에 한 

그들만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상된다.

“본 논문은 2017년 한이음 ICT멘토링 로젝트의 결과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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