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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텍스타일을 비롯한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환경과 생태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제품을 개

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친화적이고 항균․방취성, 

자외선 차단성을 포함하는 기능성이 있으며, 편안한 

색채에서 차별화된 시각감성을 나타내는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감과 쪽의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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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color emotion and preference of Koreans and Chinese for a two- 

color combination by dyeing cotton fabric with persimmon and indigo and to establish prediction models of 

color preference. Nine specimens prepared by combining two different colored fabrics (persimmon and indi-

go) were evaluated for color emotion and preference by Korean and Chinese groups of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s described most specimens as natural and traditional, whereas the Chinese described them as more 

pleasant and elegant as well as warmer and lighter than Koreans did. The contrast tone was the most preferred 

combination by both groups, whereas it was perceived as more modern and less warm by Koreans. Relation-

ships between physical color variables and color emotions were quantified; these relationships were applied to

establish a prediction model of color preference with tone combination types for each group. These results 

could help in making the design of fashion textiles more preference- and emotion-oriented for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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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염색의 주된 재료인 감(persimmon)과 쪽(indigo)

을 이용한 염색은 문화적 가치와 독특한 색채감성으

로 문화상품으로서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색채에 대해 느끼는 감각과 감성은 성, 연령, 국적, 문

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Shoya-

ma et al., 2003; Xin et al, 2004). 따라서 지역 특유의 색

채감성을 지니는 천연염색 소재가 글로벌 패션상품으

로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비교 문화적 차원에서 소비

자의 색채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통 천연염색 소재 중에서 감과 쪽은 산

업적 활용과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주요 천연염재

이며(Yoon, 2009), 천연염료의 개발가치 평가(You & 

Roh, 2006)에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잠재된 개발가

치가 있는 천연염료로써 제안된 바 있다. 감 염색은 제

주를 비롯한 한국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전통 천연염색 방법이다. 감 염색은 전통염료

로서의 특성이 재인식되면서 천연염색과 공예 분야에

서 새로운 제3의 재료로 조명을 받고 있으며(Kim, 2012), 

천연염료이므로 친환경적이면서 여러 기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 그 활용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Lee 

et al., 2007). 감 염색직물은 항균력과 착용감이 있는 

작업복의 실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감 염색에 대한 연구와 제품 개발은 풋감

을 으깨어 얻은 감즙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전통적 

염색방법을 재현하고 있다(Lee & Yi, 2013). 시판되고 

있는 감물 염색직물의 색채는 대부분 Yellow Red 계열

이었으며(Ko, 2010), 감즙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염색

직물의 색상은 연한 갈색에서 진한 갈색으로 채도가 

증가하였고 매염처리를 하면 더욱 진한 갈색으로 변

한다고 보고하였다(Kim, 1998). 그런데 감 염료를 분

말상태로 제조하여 염색에 이용한다면 염료를 정량적

으로 사용하여 색채의 재현성이 향상되고, 천연염색 

기업체의 경우 염료자원의 대량 구입 및 장기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Lee & Yi, 2013). 감 분말염료로 

염색한 면직물의 색채는 모든 조건에서 주황(YR)계열

로 동일하였으나, 염료의 농도와 매염에 따라 pale(p), 

light grayish(ltg), soft(sf), dull(d), grayish(g), dark gray-

ish(dkg)의 6가지 톤이 발현되었다고 보고하였다(Lee 

& Yi, 2013). 나아가 감 염색직물의 색채감성 요인을 확

인하고 물리적 색채특성과의 관련성 고찰(Yi, 2014)과 

더불어 다른 천연염색 소재와의 패션색채기획에의 활

용성이 검토된 바 있다(Ahn et al., 2016). 청색계 천연

염재인 쪽은 역사상 가장 오래 사용된 식물성 염료로 

세계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다(Song & Kim, 2004). 쪽 

염색된 직물은 밝은 파란색에서 진한 파란색까지 다

양하고 독특한 파란색의 색상이미지로 인해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해 준다(Park & Soh, 2004). 쪽 

염색된 직물은 세탁과 일광 견뢰도 등 염색 견뢰도가 

우수하고, 해독과 항균성 및 항암 성분도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Song & Kim, 2004). 이처럼 견뢰성이 우수하

고 항균성 등 기능성을 갖고 있는 쪽은 천연염색의 대

중화나 일반화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염료 중 하나

이다(Park & Soh, 2004). 따라서 쪽은 천연염색의 견뢰

성 향상과 색상 다양화를 위해 다른 천연염재와의 복

합염색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An et al., 

2010; Bae, 2009; Kim & Kim, 2016; Shin et al., 2018; 

Shin, 2012;, Yoo, 2007). 쪽 또한 면과 닥, 마, 리오셀 등 

다양한 셀룰로오스 섬유 소재를 대상으로 염색직물의 

색채감성이 고찰되어 왔다(Shin & Choi, 2013, 2017).

한편, 패션은 개인이 추구하는 감성을 표현할 수 있

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패션제품을 기획할 때 감성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Lee & Shin, 2003). 패션제

품의 감성은 디자인 요소인 형태, 색채, 소재에 의해 영

향을 받는데, 소재에 의해 결정되는 색채는 인간의 지

각에 영향을 주는 가장 민감한 요소이다(Choo & Kim, 

2003; Yi & Choi, 2008). 이처럼 색채는 인간의 심미감

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감성 요소인데(Eun 

et al., 2002a), 단색보다는 여러 가지 색의 배색에 의한 

시각적 이미지의 효과가 더욱 섬세하고 다양하여 전체

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Ko, 2010). 따

라서 의류제품은 한 가지 색으로 통일된 경우보다 두 

가지 이상의 배색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Choi, 

2003), 현대 패션에서 제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다양한 배색연출이 이루어지고 있어(Eun et 

al., 2002b), 단색뿐 아니라 배색에 대한 색채감성을 평

가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천연염색된 패션

제품은 합성염료로 발현된 색채와는 달리 자연적이고 

편안한 색채에서 자아내는 차별화된 시각감성을 나타

내므로(Yang & Yi, 2010), 천연염색 제품의 친환경 장

점 이외에도 독특한 자연색채로 구매동기를 유발하여 

천연염색물의 사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천연염색을 실

용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Choi et al., 2005). 그런

데 천연염색 직물의 색채감성에 대한 고찰은 적색, 황

색, 청색 등 대부분 단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Shin & Choi, 2017; Yang & Yi, 2010; Yi, 2014; Y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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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2008), 천연염색된 직물의 배색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천연염색 제품을 중심으로 배색이미지 제안과 

실용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Kim, 2010; Ko, 2010; 

Yi et al., 2009).

색채의 배색감성 또한 단색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물리적 성질에 의한 예측, 정량화가 시도되어 오고 있

다. 배색에 대한 색채감성 및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예

측하고자 한 일련의 연구들(Ou et al., 2004a, 2004b)에

서 배색감성은 각 색채의 명확한 물리적 성질에 의해 

결정되며, 명도차와 채도차를 포함한 각 색채 간의 상

호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된 바 있다. 또한 

2배색 색채조화 모델 연구(Ou & Luo, 2006)에서 배색

직물 색채의 조화와 부조화를 평가하고, CIE의 L*, a*, 

b*, C*, h 값을 이용하여 측정된 채도와 명도, 색상 간 

차이의 효과를 고찰하였는데, 2배색 색채조화 모델은 

이 세 가지 요소의 합으로 계산되어 수립되었다. 그러

나 고유의 독특한 색채영역과 특성을 지닌 천연염색 

직물을 대상으로 색채의 특성과 배색감성 간의 관계

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황색과 적색 천연염색 

직물을 대상으로 시도한 사례(Lee et al., 2012)를 제외

하면 극히 적은 편이다.

패션소재의 감성은 매우 주관적이고 시대와 장소, 

성별, 연령대 및 문화와 국가의 차이에 의해 의미 있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패션소재의 색

채 역시 실제로 다양한 연구와 보고를 통해 인구 통계

적 변인과 국가 문화에 따른 감성과 선호도의 차이를 

밝혀오고 있다(Akcay et al., 2011; Kim & Cho, 2006; 

Shoyama et al., 2003). 천연염색된 직물의 단색에 대해

서는 그 색채감성을 국가 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소수 이루어지고 있으나(Choi & Kim, 2013; Yi 

& Shamey, 2015), 배색감성에 대한 문화 간 비교 연구

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표적인 국내 천연염

색 직물의 배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외국인의 색

채감성과 선호도를 고찰한다면, 역사와 문화적 배경

이 천연염색 직물의 배색감성과 선호도에 미치는 영

향을 기반으로 천연염색 패션제품의 시각적 감성 효

과를 기획, 설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천연염색 산업의 대표적인 

특화 소재인 감과 쪽으로 각각 염색한 직물의 2배색 조

합을 대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대학생의 주관적 색

채감성과 선호도에 대한 비교 문화적 고찰을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감과 쪽 염색직물의 배색 색채감성에 대해 한국인

과 중국인의 국가 간 차이를 고찰하고, 둘째, 한국인과 

중국인의 국가별로 감과 쪽 염색직물의 배색유형과 

색채특성 변인이 색채감성과 색채선호도에 미치는 영

향을 정량적으로 고찰하며, 셋째, 한국인과 중국인의 

국가별로 감과 쪽 염색직물의 배색유형과 색채특성 

변인, 색채감성을 활용한 색채선호도 예측모델을 제

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천연염색 배색직물 준비 및 색채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천연염색 배색직물은 감 염색

직물과 쪽 염색직물로 구성하였다. 감 염색은 제주산 

풋감즙을 동결 건조한 분말염료를 사용하였고, 쪽 염색

은 시판 쪽 분말염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면직물(무게 

116.8 g/m2, 두께 0.41 mm)을 염색하였다. 두 염료의 발

현 색조의 범위에 대하여 선행연구들(Lee & Yi, 2013; 

Shin & Choi, 2013)의 결과를 고려하여 감 염색에서는 

pale, soft, dull 색조, 쪽 염색에서는 light grayish, soft, 

dark 색조를 조합한 9종의 2배색직물을 준비하였다. 

감과 쪽으로 천연염색한 배색직물의 색채특성은 <Ta-

ble 1>과 같다.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특성 변인으로는 선행연

구들(Lee et al., 2012; Ou & Luo, 2006; Ou et al., 2004b)

을 참고하여 색조 차이에 의한 집단과 CIE와 먼셀의 

색채 값의 차이 및 합을 계산한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배색직물의 색조 차이에 의한 배색유형은 인접색조

(Adjacent tones; AD), 중차색조(Medium difference to-

nes; MD), 대조색조(Contrast tones; CT), 동일색조(Iden-

tical tones; IT)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인접

색조는 PCCS tone chart에서 서로 인접하는 색조끼리

의 배색으로, 예를 들면 pale 색조와 인접배색이 될 수 

있는 색조는 light, light grayish 색조가 있다. 중차색조

는 PCCS tone chart에서 간격이 다소 떨어져서 시각적

으로 색조 간 차이가 인지되며, dull과 light grayish 색

조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대조색조는 PCCS 

tone chart에서 색조 간의 차이가 크며 시각적으로도 

대조적인 느낌을 지니는데, pale과 dark 색조의 관계가

그 예이다. 동일색조는 동일한 PCCS 색조를 지니는 

두 색채 간의 배색으로 본 연구에서 동일한 soft 색조로 

구성한 S5 시료를 예로 들 수 있다. 배색유형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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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s Dye Hue
PCCS

tone

Munsell CIE

H V C L* a* b* C* h

S1

Persimmon YR p 5.85YR 8.73 0.77 88.49 1.61 4.08 4.39 68.50

Indigo B ltg 1.92B 7.05 1.42 72.10 ‒5.61 ‒3.15 6.43 29.30

S2

Persimmon YR p 5.85YR 8.73 0.77 88.49 1.61 4.08 4.39 68.50

Indigo PB sf 0.34PB 4.44 4.75 45.82 ‒5.77 ‒18.67 19.54 72.80

S3

Persimmon YR p 5.85YR 8.73 0.77 88.49 1.61 4.08 4.39 68.50

Indigo PB dk 0.50PB 3.63 4.63 37.29 ‒4.91 ‒19.25 19.86 75.70

S4

Persimmon YR sf 4.51YR 6.78 5.28 69.45 14.31 26.03 29.70 61.20

Indigo B ltg 1.92B 7.05 1.42 72.10 ‒5.61 ‒3.15 6.43 29.30

S5

Persimmon YR sf 4.51YR 6.78 5.28 69.45 14.31 26.03 29.70 61.20

Indigo PB sf 0.34PB 4.44 4.75 45.82 ‒5.77 ‒18.67 19.54 72.80

S6

Persimmon YR sf 4.51YR 6.78 5.28 69.45 14.31 26.03 29.70 61.20

Indigo PB dk 0.50PB 3.63 4.63 37.29 ‒4.91 ‒19.25 19.86 75.70

S7

Persimmon YR d 2.95YR 5.94 6.33 61.11 19.85 28.41 34.66 55.10

Indigo B ltg 1.92B 7.05 1.42 72.10 ‒5.61 ‒3.15 6.43 29.30

S8

Persimmon YR d 2.95YR 5.94 6.33 61.11 19.85 28.41 34.66 55.10

Indigo PB sf 0.34PB 4.44 4.75 45.82 ‒5.77 ‒18.67 19.54 72.80

S9

Persimmon YR d 2.95YR 5.94 6.33 61.11 19.85 28.41 34.66 55.10

Indigo PB dk 0.50PB 3.63 4.63 37.29 ‒4.91 ‒19.25 19.86 75.70

YR: Yellow Red, B: Blue, PB: Purple Blue, p: pale, ltg: light grayish, sf: soft, dk: dark, d: dull

Table 1. Color characteristics of naturally dyed fabrics with two-color combination by persimmon and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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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PCCS 색조의 유형과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전문

가들의 시각적 판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그 외에 

2색 배색의 정량적 색채특성으로 CIE 색체계에서  각 

색채 값의 차이인 ΔL*, Δa*, Δb*, ΔC*, ΔEab*와 각 색

채 값의 합인 ΣL*, Σa*, Σb*, ΣC*를 선정하여 계산하였

다(Table 2).

 

Specimens
Tone Combination

types
∆L* ∆a* ∆b* ∆C* ∆Eab* ΣL* Σa* Σb* ΣC*

S1 AD 16.39 7.22 7.23 2.04 19.31 160.59 ‒4.00 0.93 10.81 

S2 MD 42.67 7.38 22.75 15.16 48.91 134.31 ‒4.16 ‒14.59 23.93 

S3 CT 51.20 6.52 23.33 15.48 56.64 125.78 ‒3.30 ‒15.17 24.25 

S4 AD 2.65 19.92 29.18 23.28 35.42 141.55 8.70 22.88 36.13 

S5 IT 23.63 20.08 44.70 10.16 54.40 115.27 8.54 7.36 49.25 

S6 MD 32.16 19.22 45.28 9.84 58.77 106.74 9.40 6.78 49.57 

S7 MD 10.99 25.46 31.56 28.23 42.01 133.21 14.24 25.26 41.09 

S8 AD 15.29 25.62 47.08 15.12 55.74 106.93 14.08 9.74 54.20 

S9 AD 23.82 24.76 47.66 14.80 58.75 98.40 14.94 9.16 54.52 

AD: Adjacent tones, MD: Medium difference tones, CT: Contrast tones, IT: Identical tones

Table 2. Physical color variables of naturally dyed fabrics by two-color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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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 평가

1) 평가자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한국인 여대생 35명과 

중국인 여대생 30명이 배색직물의 색채감성 평가자로 

참여하였다. 색채감성을 평가하기 전에 평가자들의 색

각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배색직물의 색채감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는 

I.R.I. 색채이미지 스케일(Image Research Institute Inc., 

2011)을 참조하여 ‘따뜻한’, ‘부드러운’, ‘가벼운’, ‘강한’

의 기본 색채감각 형용사와 ‘내추럴한’, ‘경쾌한’, ‘다

이나믹한’, ‘우아한’, ‘전통적인’, ‘편안한’, ‘점잖은’, ‘모

던한’의 복합적 색채감성 형용사로 구성하였으며, 색

채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해 ‘마음에 드는’의 형용사를 

사용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설문지는 각국의 언어

를 모국어로 하는 전문가들에게 감수를 받았으며, 측

정척도는 –3~+3의 7단계 의미미분척도를 이용하였다.

 

3) 평가방법

평가자들은 배색직물에 대한 색채감성을 Viewing 

Booth(The Judge II, GretagMacbeth, USA)의 D65 광원 

조건에서 평가하였다. 색채감성 평가를 위한 감 염색 

면직물과 쪽 염색 면직물은 각각 9×9 cm2의 크기로 자

른 후 중명도의 A4 크기의 회색 보드 중앙에 부착하여 

평가용 배색직물을 준비하였다. 평가자에게 Balanced 

Complete Block Design에 의한 무작위 순서에 의해 배

색직물을 하나씩 제시하였으며, 2배색의 상 · 하 배치

는 평가자마다 다르게 설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배색직물에 대한 색채감성과 색채선호도를 평가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국가 집단의 감성 차이는 t-test, 배색유형에 

따른 색채감성 차이는 one-way ANOVA로 검정하였

으며, 배색의 색채특성, 색채감성과 색채선호도 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

cient)로, 색채선호도 예측모델 수립은 단계적선형회

귀(Stepwise linear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감과 쪽 염색직물 배색에 대한 색채감성과 색

채선호도의 양 국가 간 차이

감과 쪽 염색직물 배색에 대한 색채감성의 한국인

과 중국인 간 차이를 시료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배색직물 전체의 색채

에 대한 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대생의 색채감성

은 ‘부드러운’, ‘강한’, ‘편안한’을 제외한 다양한 색채

Color emotion terms Koreans Chinese t-value 

Warm ‒.35  .12 ‒3.54***

Soft ‒.00  .14 ‒1.08  

Light ‒.45 ‒.05 ‒2.62**

Strong ‒.23  .01 ‒1.83

Natural  .80  .52 ‒2.35*

Pleasant ‒.53  .14 ‒4.94***

Dynamic ‒.68 ‒.02 ‒4.80***

Elegant ‒.12  .37 ‒3.91***

Traditional  .93  .35 ‒4.73***

Comfort  .76  .63 ‒1.04

Gentle  .24  .56 ‒2.84**

Modern ‒.04  .52 ‒4.76***

*p<.05, **p<.01, ***p<.001

Table 3. Comparison of color emotion between Koreans and Chinese by t-test for all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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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용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서, 감과 쪽 염

색직물의 배색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국가 집단에 따

라 색채감성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

으로 ‘내추럴한’과 ‘전통적인’에 대해서는 양 국가 집

단 모두 긍정적인 인지를 보였으나, 한국인이 중국인

보다 유의하게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

국인이 중국인보다 감과 쪽의 배색직물 색채에서 더 

내추럴하며 더 전통적인 감성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인 여대생 집단이 감과 쪽 염색직물의 

가치와 전통성에 대해 사전 학습과 경험이 있다는 점

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중

국인은 감과 쪽 염색직물 배색에 대하여 ‘따뜻한’, ‘가

벼운’, ‘경쾌한’, ‘다이나믹한’, ‘우아한’, ‘점잖은’, ‘모

던한’의 점수가 한국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즉 중국

인은 감과 쪽 염색직물의 배색색채에 대하여 더 따뜻

하고 밝으며 경쾌하다고 느끼는 경향이며, 더 다이나

믹하고 우아하며 점잖다고 인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특히 ‘따뜻한’과 ‘경쾌한’, ‘우아한’, ‘모던한’에 대

해서 한국인은 음의 점수를 보인 반면에 중국인은 양

의 점수를 보여서, 양 국가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를 가

지는 색채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배색유형별로 색채감성의 국가 집단 간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배색유형에 따른 

색채감성은 양 국가 집단 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인접색조 배색에 대해서는 ‘경쾌한’, ‘다

이나믹한’, ‘우아한’, ‘전통적인’, ‘모던한’ 감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감과 쪽 염색직물의 인접

색조 배색에 대해서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더 전통적

이라고 평가한 반면, 중국인은 더 경쾌하며 다이나믹

하고 우아하며 모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차색조 배색에 대해서는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덜 가

볍고 더 내추럴하다고 느꼈으나, 중국인은 중차색조 

배색이 더 따뜻하고 경쾌하며 다이나믹하고 우아하며 

모던하다고 평가하였다. 대조색조 배색에 대해서는 

‘따뜻한’, ‘경쾌한’, ‘점잖은’ 감성에서 국가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은 중국인에 비해 대조색

조 배색은 덜 따뜻한 감성을 느낀다고 평가하였으나, 

중국인은 대조색조 배색에 대해서 더 경쾌하며 점잖

다고 응답하는 경향이었다. 동일색조 배색에 대한 색

채감성은 ‘따뜻한’과 ‘모던한’에서 양 국가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인보다 중국인은 

동일색조 배색이 더 따뜻하며 더 모던하다고 인지하

였다. 대체로 대조색조 배색과 동일색조 배색보다는 

인접색조 배색과 중차색조 배색에 대한 색채감성에서 

국가 집단 간 차이가 더 나타나는 경향이었는데, 즉 중

국인은 한국인보다 모든 배색유형을 더 따뜻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인접색조 배색, 중차색조 배색이 더 경

쾌하고 다이나믹하며 우아하다고 인지하였다. 반면

에 한국인은 중국인에 비해 인접색조 배색이 더 전통

적이고, 중차색조 배색이 더 내추럴하다는 감성을 지

님을 알 수 있었다.

감과 쪽 염색직물의 배색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

의 색채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

다. 평가자들은 대부분의 배색직물 색채를 선호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국가 집단에 따른 색채선호도는 S3 

(t=2.27)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배색직물 시료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대생 모두 색채선호도가 가장 높은 배색직

물은 pale톤의 감 염색직물이 포함된 S1, S2, S3이었으

며, 색채선호도가 가장 낮은 시료는 dark톤의 쪽 염색

직물이 포함된 S6과 S9이었다. 이는 한국인과 미국인

을 대상으로 감 염색직물의 색채감성을 고찰한 선행

연구(Yi & Shamey, 2015)에서 양 국가 집단 모두 명도

가 높고 저채도의 감 염색직물 색채를 선호한 결과와 

연관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감과 쪽 염색직물의 배

색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감 염색직물의 색채특성

이 유의한 영향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배색유형에 따라 양 국가 피험자 집단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이 인접색조 배색과 대조

색조 배색의 천연염색 직물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색채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이들 배색

유형 모두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선호도 점수가 유의

하게 더 높아서, 한국인 여대생이 감과 쪽의 인접색조 

배색과 대조색조 배색직물의 색채를 중국인보다 더 

선호한다고 풀이되었다.

 

2. 감과 쪽 염색직물의 배색유형과 색채특성이 

색채감성에 미치는 영향

1) 배색유형이 색채감성에 미치는 영향

감과 쪽 염색직물의 배색유형이 색채감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인과 중

국인으로 나누어서 각각 one-way ANOVA로 분석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한국인 여대생은 배색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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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emotion terms 　National groups
Color combination types

AD MD CT IT

Warm

Koreans ‒.23*** ‒.46*** ‒1.06*** ‒.09***

Chinese .43*** .08*** ‒.03*** .80***

t-value ‒2.11*** ‒2.48*** ‒2.75*** ‒2.63***

Soft

Koreans 1.30*** ‒.29*** .31*** ‒.46***

Chinese ‒.48*** .09*** .53*** ‒.13***

t-value 6.41*** ‒1.75*** ‒.60*** ‒.91***

Light

Koreans 1.56*** ‒.58*** ‒.43*** ‒1.29***

Chinese ‒1.55*** ‒.03*** .07*** ‒.90***

t-value 12.53*** ‒2.40*** ‒1.58*** ‒1.28***

Strong

Koreans ‒2.03*** ‒.21*** ‒.34*** .57***

Chinese 1.12*** .03*** ‒.07*** .70***

t-value ‒15.33*** ‒1.11*** ‒.83*** ‒.41***

Natural

Koreans 1.33*** .73*** .66*** .77***

Chinese .00*** .27*** .60*** .43***

t-value 5.54*** 2.29*** .16*** 1.02***

Pleasant

Koreans ‒.16*** ‒.49*** ‒.2*** ‒.69***

Chinese ‒1.35*** .08*** .53*** ‒.53***

t-value 4.70*** ‒2.48*** ‒2.11*** ‒.42***

Dynamic

Koreans ‒1.27*** ‒.58*** ‒.54*** ‒.43***

Chinese ‒.85*** .08*** .13*** ‒.23***

t-value ‒1.62*** ‒2.76*** ‒1.72*** ‒.51***

Elegant

Koreans .26*** ‒.19*** .49*** ‒.26***

Chinese .12*** .45*** .50*** .17***

t-value .52*** ‒2.91*** ‒.04*** ‒1.18***

Traditional

Koreans .57*** .72*** ‒.03*** 1.69***

Chinese .87*** .38*** ‒.03*** .83***

t-value ‒1.20*** 1.58*** .01*** 2.90***

Comfort

Koreans 1.67*** .62*** .83*** .51***

Chinese ‒.02*** .57*** .97*** .33***

t-value 7.56*** .24*** ‒.41*** .53***

Gentle

Koreans ‒.37*** .28*** .20*** .37***

Chinese .52*** .46*** 1.03*** .57***

t-value ‒3.66*** ‒.93*** ‒2.46*** ‒.58***

Modern

Koreans ‒.19*** ‒.07*** 1.00*** ‒.17***

Chinese .68*** .51*** .97*** .60***

t-value ‒3.60*** ‒2.89*** .10*** ‒2.16***

*p<.05, **p<.01, ***p<.001

AD: Adjacent tones, MD: Medium difference tones, CT: Contrast tones, IT: Identical tones

Table 4. Comparison of color emotion between Koreans and Chinese by t-test depending on color combina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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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색채감성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따뜻한’, ‘부드러운’, ‘가벼운’, ‘강한’의 기본 색채감

성과 ‘우아한’, ‘전통적인’, ‘모던한’의 복합적인 색채

감성에서 배색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색채감성 

‘따뜻한’은 모든 배색유형에서 부정적으로 인지되었

으며, pale톤의 감 염색직물과 dark톤의 쪽 염색직물로 

구성한 대조색조 배색이 인접색조 배색과 동일색조 

배색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가벼운’ 또

한 모든 배색유형에서 음의 점수를 보여서 가볍지 않

다고 느껴짐을 알 수 있었고, 특히 soft톤으로 구성된 

동일색조 배색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우

아한’과 ‘전통적인’의 색채감성에 대해서는 동일색조 

배색이 다른 배색유형보다 더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모던한’의 색채감성은 대조색조 배색에서 

가장 높게 인지되었다. 이는 적색과 황색의 천연염색 

배색에 대한 선행연구(Lee et al., 2012)에서 동일색조 

배색에서 클래식한 감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며 대조

색조 배색에서 내추럴한 감성이 가장 약하게 인지되

었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다. 결론

적으로 감과 쪽 염색직물의 배색에 대하여 한국인은 

인접색조 배색을 다른 배색유형보다 더 따뜻하고 부

드럽다는 느낌을 받으며, 대조색조 배색에서 모던한 

감성을 가장 강하게, 동일색조 배색으로부터 전통적

인 감성을 가장 강하게 인지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인은 대부분의 색채감성에서 모든 배색유형이 긍

정적으로 느껴짐을 알 수 있었으며, ‘가벼운’을 제외

하고는 배색유형에 따른 색채감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벼운’ 감성은 인접색조와 대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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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color preference between Koreans and Chinese by 

t-test for each color combinatio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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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color preference between Koreans and Chinese by 

t-test depending on color combina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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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groups

Color 
emotion terms 

Color combination types
F-value

AD MD CT IT

Koreans

Warm
‒.18
A

‒.46
AB

‒1.06
B

‒.09
A

3.36* 

Soft
‒.24
A

‒.29
B

.31
A

‒.46
B

2.98*

Light
‒.15
A

‒.58
AB

‒.43
AB

‒1.29
B

4.05** 

Strong
‒.44

B
‒.21
AB

‒.34
AB

.57
A

3.09* 

Natural 
‒.89

A 
.73
A 

.66
A

.77
A 

0.38

Pleasant
‒.61

A 
‒.49

A 
‒.20

A 
‒.69

A 
0.77 

Dynamic
‒.86 
A

‒.58
A 

‒.54
A 

‒.43
A 

1.02 

Elegant
‒.19 
A

‒.19
A 

.49
B 

‒.26
A 

1.83* 

Traditional
1.15
AB

.72
BC

‒.03
C

1.69
A

9.08*** 

Comfort
.91
A 

.62
A 

.83
A 

.51
A 

1.08

Gentle
.19
A 

.28
A 

.20
A 

.37
A

0.18 

Modern
‒.26

B
‒.07

B
1.00
A

‒.17
B

7.07*** 

Chinese

Warm
.03 
A

.08 
A

‒.03 
A

.80
A 

1.82 

Soft
.16 
A

.09 
A

.53 
A

‒.13
A 

1.09 

Light
.10
A

‒.03
AB

.07
A

‒.90
B

2.64* 

Strong
‒.14

A 
.03 
A

‒.07
A 

.70 
A

2.38 

Natural 
.72 
A

.27 
A

.60
A 

.43 
A

1.91 

Pleasant
.28 
A

.08
A 

.53 
A

‒.53
A 

2.30

Dynamic
‒.09

A 
.08 
A

.13
A 

‒.23
A 

0.45 

Elegant
.35 
A

.45 
A

.50 
A

.17
A 

0.39 

Traditional
.32 
A

.38 
A

‒.03
A 

.83 
A

2.14 

Comfort
.68 
A

.57 
A

.97 
A

.33
A 

1.12 

Gentle
.53 
A

.46 
A

1.03 
A

.57 
A

1.59

Modern
.42 
A

.51
A 

.97 
A

.60
A 

1.28 

*p<.05, **p<.01, ***p<.001 

A, B, and C mean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results.  

AD: Adjacent tones, MD: Medium difference tones, CT: Contrast tones, IT: Identical tones

Table 5. Effects of color combination types on color emotion of Koreans and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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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색이 동일색조 배색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

를 보이며 배색색채가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는 인접색조 배색이 동일색조 배

색보다 더 가볍다고 평가한 한국인 여대생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배색유형에 따른 

색채감성의 차이는 중국인에 비하여 한국인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 여대

생이 중국인 여대생에 비해 배색유형에 따른 색채감

성의 차이를 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배색직물의 물리적 색채특성 변인이 색채감성에 미

치는 영향

감과 쪽으로 염색한 배색직물의 색채특성 변인이 

색채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나누어서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를 <Ta-

ble 6>에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배색직물에 대

한 색채감성은 색채특성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드러운’, ‘가벼운’, ‘강한’, ‘경쾌한’, ‘우

아한’, ‘전통적인’, ‘편안한’ 감성은 색채특성 변인과 높

은 상관성을 보였다. ‘부드러운’과 ‘가벼운’은 Δa*, 

Δb*가 작아서 색차 ΔE*가 작으며, 명도 합인 ΣL*이 클

수록 그 점수가 높은 경향이었는데, 이는 색차가 적은 

동일색조 배색이 주관적으로 가장 부드럽다고 평가되

었으며 밝은 명도의 색채끼리 구성된 배색이 포함된 

인접색조 배색이 가장 가볍다고 응답한 결과와 연관

된다고 해석된다. 반면에 ‘강한’은 ΣL*이 작을수록 

Δa*, Δb*가 클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

는 중채도의 soft  톤으로 조합한 동일색조 배색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된 결과와 관련된다. 한편 ‘경쾌한’, ‘우

아한’, ‘편안한’은 ΣL* 값이 크고 Σa*, Σb*, ΣC* 값이 

작을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여서, 2배색을 구성하

는 색채의 명도 합이 높고 채도 합이 낮을수록 경쾌하

고 우아하며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해석된다. 반면에 

ΣL* 값이 작고 Σa* 및 Σb*의 값이 클수록 ‘전통적인’ 

색채감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에 있어

서도 배색직물의 색채특성 변인과 색채감성과의 상관

성은 한국인과 매우 유사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부드러운’, ‘가벼운’, ‘강한’, ‘내추럴한’, ‘경쾌한’, 

‘우아한’, ‘전통적인’, 편안한‘의 형용사와 색채특성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한국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

데, 중국인은 다른 감성에 비하여 ‘경쾌한’이 배색직물

의 색채특성 변인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Δa*, Δb*가 작아서 채도의 차이와 색차 

ΔE*가 작으며, ΣL* 값이 크고 ΣC* 값이 작아서 명도 

합은 크나 채도 합이 작은 배색일수록 더 경쾌한 감성

을 느낀다고 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명도가 높으며 채도

가 낮은 색채의 배색이 포함된 인접색조 배색이 중국

인의 ‘경쾌한’ 감성을 더 강화시킨 결과와 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3. 감과 쪽 염색직물의 배색유형과 색채특성, 색

채감성이 색채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1) 배색유형과 색채특성이 색채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감과 쪽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배색유형이 색채선호

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인과 중국

인으로 나누어서 one-way ANOVA로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배색유형에 따

라 색채선호도 ‘맘에 드는’의 평가점수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동일색조 배색의 색채선호도가 양 국

가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조색조 배색

이 양 국가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한국인은 대조색조 배색에 대한 색채선호도 점수가 

다른 세 가지 배색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국

인은 대조색조 배색에 대한 색채선호도 점수가 동일

색조 배색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pale톤의 감 염

색직물과 dark톤의 쪽 염색직물로 구성한 대조색조 배

색을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으며, soft톤의 동일색조 

배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감과 쪽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배색 관련 색채특성 

변인이 색채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인과 중국인으로 나누어서 피어슨의 상관관계 계

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한국인과 중국

인 여대생 집단 모두 배색의 선호도가 대부분의 색채

특성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경향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색채의 물리적 명도인 CIE L*과 관련된 ΔL*과 ΣL*의 

값과 배색직물의 색채선호도는 정적 상관계수를 가져

서, 2배색을 구성하는 감과 쪽 염색직물의 색채 간에 

명도 차이가 크거나 명도의 합이 클수록 그 배색을 더 선

호함을 의미하였다. 또한 붉은색 기미인 CIE a*와 노

랑 기미인 CIE b*의 값을 활용하여 설정한 색채특성 

변인인 Δa*, Δb*, Σa*, Σb* 및 채도와 관련된 ΣC*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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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groups

Color 

emotion 

terms

Physical color variables

ΔL* Δa* Δb* ΔC* ΔE* ΣL* Σa* Σb* ΣC*

Koreans 

Warm ‒.20*** ‒.16** ‒.06 ‒.02 ‒.07 ‒.00 ‒.15** ‒.18** ‒.09 

Soft ‒.10 ‒.33*** ‒.49*** ‒.11 ‒.48*** ‒.51*** ‒.35*** ‒.08 ‒.47*** 

Light ‒.13* ‒.49*** ‒.73*** ‒.11* ‒.71*** ‒.76*** ‒.52*** ‒.11 ‒.70*** 

Strong ‒.16** ‒.39*** ‒.63*** ‒.01 ‒.63*** ‒.69*** ‒.42*** ‒.03 ‒.60*** 

Natural ‒.06 ‒.13* ‒.19** ‒.07 ‒.21*** ‒.21*** ‒.14* ‒.02 ‒.18**

Pleasant ‒.05 ‒.23*** ‒.29*** ‒.03 ‒.21*** ‒.27*** ‒.24*** ‒.12* ‒.28*** 

Dynamic ‒.08 ‒.09 ‒.18** ‒.01 ‒.20*** ‒.20*** ‒.10 ‒.01 ‒.16** 

Elegant ‒.16** ‒.31*** ‒.27*** ‒.15** ‒.14* ‒.21*** ‒.31*** ‒.24*** ‒.29*** 

Traditional ‒.18** ‒.37*** ‒.40*** ‒.00 ‒.22*** ‒.33*** ‒.37*** ‒.23*** ‒.41*** 

Comfort ‒.06 ‒.27*** ‒.36*** ‒.12* ‒.35*** ‒.38*** ‒.28*** ‒.08 ‒.35*** 

Gentle ‒.13* ‒.09 ‒.23*** ‒.08 ‒.26*** ‒.27*** ‒.10 ‒.09 ‒.20*** 

Modern ‒.27*** ‒.26*** ‒.15* ‒.08 ‒.05 ‒.06 ‒.25*** ‒.28*** ‒.18** 

Chinese

Warm ‒.02 ‒.13* ‒.19** ‒.04 ‒.18** ‒.19** ‒.13* ‒.03 ‒.18** 

Soft ‒.03 ‒.31*** ‒.39*** ‒.08 ‒.32*** ‒.37*** ‒.32*** ‒.14* ‒.39*** 

Light ‒.16** ‒.43*** ‒.70*** ‒.02 ‒.68*** ‒.75*** ‒.46*** ‒.04 ‒.66*** 

Strong ‒.18** ‒.29*** ‒.53*** ‒.03 ‒.55*** ‒.58*** ‒.31*** ‒.06 ‒.48*** 

Natural ‒.09 ‒.25*** ‒.35*** ‒.12* ‒.36*** ‒.37*** ‒.26*** ‒.05 ‒.34*** 

Pleasant ‒.12* ‒.44*** ‒.67*** ‒.01 ‒.64*** ‒.71*** ‒.46*** ‒.06 ‒.64*** 

Dynamic ‒.02 ‒.24*** ‒.35*** ‒.00 ‒.31*** ‒.36*** ‒.25*** ‒.05 ‒.33*** 

Elegant ‒.05 ‒.17** ‒.19** ‒.07 ‒.13* ‒.17** ‒.18** ‒.11 ‒.19** 

Traditional ‒.08 ‒.13* ‒.27*** ‒.10 ‒.26*** ‒.29*** ‒.13* ‒.05 ‒.24*** 

Comfort ‒.02 ‒.30*** ‒.42*** ‒.01 ‒.36*** ‒.42*** ‒.31*** ‒.09 ‒.41*** 

Gentle ‒.16** ‒.14* ‒.05 ‒.08 ‒.05 ‒.01 ‒.13* ‒.17** ‒.08 

Modern ‒.13* ‒.01 ‒.10 ‒.02 ‒.17** ‒.14** ‒.02 ‒.08 ‒.08 

*p<.05, **p<.01, ***p<.001

Table 6.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color variables and color emotion of Koreans and Chinese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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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적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

과 쪽 염색직물의 두 색채 간에 CIE a*와 CIE b* 값의 

차이가 적을수록, 또는 그 합이 적을수록, 그 배색을 선

호한다고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양국 피험자 

집단에서 실제 선호도 점수가 가장 높은 배색시료들

이 S1, S2, S3이라는 결과와 관련된다. 배색시료 S1, 

S2, S3은 감 염색직물의 색채가 모두 pale톤으로 높은 

명도와 낮은 채도의 특성을 지닌다. 이들 직물과 배색

조합을 이루는 쪽 염색직물 간의 색채특성 변인은 ΔL* 

및 ΣL*의 값이 크며, 감 염색직물의 Yellow Red 색상

을 발현하는 CIE a*와 CIE b* 값이 작아서, 쪽 염색직

물 색채와의 Δa*, Δb*, ΣC* 값은 다른 배색시료들에 

비하여 더 낮은 경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인과 

중국인 집단 모두 고명도 저채도의 감 염색직물로 구

성된 배색조합에 대한 색채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고 사료된다.

 

2) 색채감성이 색채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감과 쪽으로 염색한 배색직물의 색채감성이 색채선

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인과 중

국인으로 나누어서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따뜻한’과 ‘전통적

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색채감성 형용사와 색채선호

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

한’과 색채선호도 간에는 부적인 상관이, 다른 모든 

색채감성과 색채선호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성립되

었다. 따라서 ‘강한’의 감성은 감과 쪽 염색직물의 배

색에 대한 색채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

면에, ‘부드러운’, ‘가벼운’, ‘내추럴한’, ‘유쾌한’, ‘우

아한’, ‘편안한’, ‘점잖은’, ‘모던한’은 색채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색채감성이라고 사료되었다.

 

3) 색채특성 변인과 배색유형, 색채감성을 이용한 색

채선호도 예측모델 

감과 쪽으로 염색한 배색직물의 색채선호도 예측모

델 수립을 위해 색채특성 변인, 배색유형과 색채감성

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선형회귀으로 분석하였

다.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선형 

회귀식 모델이 수립되었다(Table 9). 한국인의 배색 색

채선호도는 Δa*, 대조색조 배색, ‘편안한’, ‘우아한’ 등

의 독립변인을 포함하는 예측모델로 설명되었으며, 

중국인의 배색 색채선호도는 Σb*, ‘편안한’, ‘경쾌한’, 

National 

groups　

Color emotion

Warm Soft Light Strong Natural Pleasant Dynamic Elegant Traditional Comfort Gentle Modern

Koreans ‒.05 .35*** .31***  ‒.25*** .41***  .30***  .00 .44***  ‒.04 .51***  .13* .33***  

Chinese .08 .44***  .46***  ‒.42*** .40***  .48***  .37***  .39***  ‒.05 .63***  .31***  .13* 

*p<.05, ***p<.001

Table 8. Relationship between color emotion and color preference for each national group 

National 

groups

Physical color properties

ΔL* Δa* Δb* ΔC* ΔE* ΣL* Σa* Σb* ΣC*

Koreans .21** ‒.44** ‒.41** ‒.14* ‒.22** .34** ‒.44** ‒.31** ‒.43** 

Chinese .08 ‒.39** ‒.47** ‒.09 ‒.35** .43** ‒.40** ‒.21** ‒.47** 

*p<.05, **p<.01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color variables and color preference for each national group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National 

groups
Equations R2

Koreans Like = .284⋅Comfort – .041⋅Δa* + .202⋅Elegant + .204⋅Natural + .164⋅Pleasant + .702⋅CT + .987 .670

Chinese Like = .440⋅Comfort + .141⋅Pleasant + .183⋅Gentle + .142⋅Dynamic – .013⋅Σb* + .121⋅Natural + .053 .726

CT: Contrast tones

Table 9. Prediction models of color preference for each national group



한국의류학회지 Vol. 46 No. 1, 2022

– 46 –

‘점잖은’ 등의 독립변인을 포함된 예측모델로 설명되

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색채선호도와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던 Δa*가 예측모델에서 부적 

설명변인으로 진입하였으며,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던 색채감성 ‘편안한’과 ‘우아한’, ‘내추럴한’, ‘경쾌

한’이 정적 설명변인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중국인의 

색채선호도 예측모델에는 색채선호도와 높은 부적 상

관관계를 보였던 Δb*가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포함되

었으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편안한’, ‘다이

나믹한’, ‘점잖은’, ‘유쾌한’, ‘내추럴한’이 유의한 정

적 설명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이상의 각 국가 집단별 

예측모델은 감과 쪽 염색직물의 배색과 관련된 물리

적 색채특성 변인과 색채감성을 이용하여 한국인과 

중국인 소비자의 선호도를 예측하여 배색 패션제품의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천연염색 소재인 감과 

쪽으로 염색한 2배색직물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색채감성과 색채선호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 고찰을 통

하여, 천연염색 직물 배색의 색채감성을 활용한 패션제

품의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주요 결과가 내포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인은 한국의 전통적 천연염재인 감과 쪽의 천

연염색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에 의해 주관적 색채감

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인은 물리적 색채특

성 변인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석되었

다. 특히 한국인은 감과 쪽의 천연염색 배색에 대해 내

추럴하고 전통적으로 인지하는 반면에, 중국인은 경쾌

하며 다이나믹한 감성을 강하게 느껴서, 향후 이들 천

연염색 배색 패션제품 기획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감과 쪽으로 염색된 배색직물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색채감성은 배색의 유형과 배색직물의 색채

특성 변인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음이 확인되었다. 

배색유형이 색채감성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었으며, 색채특성 변인과 

색채감성 간의 관계는 ‘부드러운’, ‘가벼운’, ‘강한’, 

‘내추럴한’, ‘경쾌한’, ‘우아한’, ‘전통적인’, 편안한‘의 

색채감성에서 양 국가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 배색직물의 색채선호도는 배색의 유형과 배색직

물의 색채특성 변인 및 색채감성에 의해 유의한 영향

을 받음이 확인되어, 천연염색 직물 배색에 대한 소비

자의 주관적 감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변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양 국가 집단 모두 

pale톤의 감 염색직물이 포함되어 쪽 염색직물과의 

Δb* 값이 큰 배색시료들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었으

며, 특히 한국인은 pale 톤의 감 염색직물과 dark톤의 

쪽 염색직물을 조합한 대조색조 배색직물의 색채를 

가장 선호하였다.

4. 배색에 따른 색채특성 변인과 배색유형을 이용

하여 색채선호도의 회귀식을 구하여 감과 쪽 염색 배

색직물의 색채선호도에 대한 예측모델을 제안하였

다. 한국인의 배색 색채선호도는 Δa*, 대조색조 배색

유형, ‘편안한’, ‘우아한’ 등의 독립변인을 포함하는 

예측모델로 설명될 수 있었으며, 중국인의 배색 색채

선호도는 Σb*, ‘편안한’, ‘경쾌한’, ‘점잖은’ 등으로 설

명할 수 있는 예측모델이 성립되었다.

이상의 결과와 의미는 향후 한국의 주요 천연염색 

소재인 감과 쪽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염색직물을 이용한 배색 기반 패션제품의 디자

인과 기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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