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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자동차를 선택할 때 교통사고의 발생 확률과 관계 없이 자동차의 성능, 디자인, 가격, 안정
성 등을 최우선으로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색상별로 사고가 날 확률이 가장 높은 색부
터 가장 낮은 색까지를 차례로 제시한다. 이는 색에서 진출색과 후퇴색의 차이로서 사고가 나기 쉬
운 색은 실제보다 멀리있는 것처럼 보이는 후퇴색이 사고가 많이 나며,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
처럼 보이는 진출색은 사고가 적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When we choose a car, must first choose the performance, design, price, reliability, ete. of the car 

regardless of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traffic accidents. This paper proposes the color of car that 

accident occurs in color from the highest probability to lowest probability. This is talking about the color 

difference of advancing color and receding color. The color of the accident-prone is many receding color that 

actually seem to be far more. Advanced color that seem to be closer than the actual color find out that 

accident is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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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동차 사고와 컬러와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
의 바디 컬러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색상들이 존
재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컬러는 그렇게 
많지 않고 7~8가지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가 아주 귀했던 시대에는 보통 검정
색 등 짙은 컬러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대에는 은
색, 황금색, 흰색 등 밝은 컬러 위주의 컬러로 바
뀌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들어서는 흰색 계통의 
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은색, 황금색, 흰색 등 밝은 색 계통의 차들은 
다른 색보다 밝고 깨끗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장
점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컬러
들은 팽창감이 큰 컬러로서 시민의 안전과도 관

계가 깊다. 또한 이러한 컬러를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1]에서는 수정 가능한 위험 요
인을 식별하고 수량화 하기 위해 설계된 사례 제
어 연구에 기반한 인구를 사용하여 충돌에서 심
각한 부상의 위험을 주는 자동차 컬러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Ⅱ. 진출색과 후퇴색

컬러의 진출 현상은 같은 위치에서 어떠한 색
과 배경색과의 관계로서 알 수 있다. 같은 위치에
서 배경색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올 듯한 느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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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색을 진출색이라 하고 반대로 더 뒤로 물러
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색을 후퇴색이라고 한다.

노란색이나 빨강색과 같은 난색계통의 컬러들
은 파란색이나 청록색과 같은 한색계통의 컬러들 
보다 더 앞으로 튀어 나오기 때문에 진출색이라
고 한다. 한색계통은 멀리 보이는 성질 때문에 후
퇴색이라 한다. 또한 유채색은 무채색보다 진출하
는 경향이 있다.

배경이 어두운 컬러일 때는 밝은 컬러일수록 
더우더 진출해 보이지만, 배경이 밝은 컬러이면 
오히려 어두운 컬러가 진출해 보입니다. 따뜻한 
온색이 차가운 난색보다 더 진출해 보인다.

또한 밝은 컬러가 어두운 컬러보다 진출해 보
이고, 채도가 높은 컬러가 채도가 낮은 컬러보다 
진출해 보이며,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더 진출해 
보인다. 

그림 1에서 보면, 따뜻한 컬러 빨강색이 차가
운 컬러인 파란색보다 더 가까이보인다. 

     

     

     

     

     

     

그림 1. 진출색과 후퇴색(온난)

Ⅲ. 색수차

파란색 차와와 황금색 차가 같은 위치에 서 있
을때 실제로 파란색 차는 원래 차의 위치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처럼 작게 보이고, 황금색 차는 
원래 차의 위치보다도 더 가깝게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컬러에 따른, 물체의 위치관계가 달
리 보이는 것은 컬러의 굴절률과 눈의 초점기능 
때문인데, 색채학에서는 이것을 색수차라고 한다. 

황금색 차는 빛의 굴절률이 작기 때문에 눈에 
들어왔을 때 망막보다 뒤쪽에서 상을 맺는다. 그
러면 우리의 안구는 망막 위에 상을 맺으려고 수
정체를 부풀린다. 이때 수정체가 부풀려져 볼록렌
즈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황금색 차는 실제
의 거리보다도 가깝고 팽창해 보이는 것이다. 파
란색 차는 반대의 현상이 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색수차와 진출색 후퇴색을 같은 
개념으로 보도록 한다. 따라서 색상에는 진출색과 
후퇴색이 있으며, 진출색은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듯한 색으로 흰 색을 필두로 노란색, 빨간 
색으로 이어지며, 후퇴색은 가까이 있어도 멀리 
보이는 듯한 색상으로 검정색, 짙은 청색, 회색 
순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Ⅳ. 사고와 자동차의 컬러

자동차를 선택할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기 다
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구입한다. 그 중 컬러의 선
택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컬러 선택은 일반적
으로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컬러를 선택한다. 하
지만 안전을 고려한다면 컬러 선택에 있어 어두
운 컬러 계열의 후퇴색 보다는 밝은 컬러 계열의 
팽창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은 표 1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
은 차들을 컬러에 의해 분류해 본 것이다. 즉, 사
고의 순위 별로 각 컬러 정렬해 놓은 표이다.

표 1. 자동차 색과 사고 순위

순위 컬러
1 파랑
2 녹색
3 흰색
4 빨강
5 검정
6 황금

표 1에서 알수 있는 것 처럼 사고 순위 1위인 
파랑은 후퇴색이기 때문이다. 황금색은 순위 6위
로서 사고날 확률이 가장 적다. 노랑색은 색수차
가 없기 때문에 눈에 들어왔을 때 망막위에 정확
히 초점이 맞습니다. 또, 노랑색은 망막 위에서 
스며드는 잉크처럼 넓어지는 성질이 있고, 색채 
중에서는 가장 크게 보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렇다면, 유치원, 초등학생들의 노랑색 모자, 노랑
색 레인코트, 노랑색 배낭을 몸에 걸치는 것은 운
전자의 시점에서 보아 정확히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있겠죠. 

Ⅴ. 결  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의 컬러에 상관 없
이 자동차의 성능, 디자인, 가격, 안정성 등을 보
고 구입하게 된다. 특히 가격을 보고 선택하는 경
우가 많다. 하지만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컬러
부터 선택하고 나서 나머지 조건들을 따져야 한
다. 우리는 사고와 자동차의 컬러에서 사고가 많
은 차들을 나열하였다. 색상 선택에 있어 어두운 
색 계열의 후퇴색 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팽창색
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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