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Culture

pISSN� 1226-0401 � � eISSN� 2383-6334
RJCC�Vol.25,�No.6,�pp.819-830,�December�2017
https://doi.org/10.29049/rjcc.2017.25.6.819

－ 819 －

[Original� Article] Comparison of fabric color, texture preference, and 
purchasing intention to fabrics recognized 

by smartphone displays
- Focused on sensory test method -

Taejin Kim, Jeong Seon Sang and Myung-Ja Par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Korea

스마트폰 화면으로 인지되는 직물의 색상과 

재질감 선호도 및 구매의도 비교

– 관능실험 방법을 중심으로 -

김태진․상정선․박명자†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gather precise information on the  real fabric color and texture, 
and purchasing intention of mobile shoppers buying clothes. Eighty volunteers partici-
pated in the sensory test on three smartphones with four colors and two fabrics- 
smooth taffeta and hairy doeskin. This study carried out the posteriori test using the 
one-way ANOVA and Duncan test by SPSS21.0. In the analysis’ results of color 
preference,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the four colors of taffeta between the 
smartphones, but different preferences between the red and yellow doeskin exist. In 
the case of the  Samsung  phone, which has an immense color distortion, the red fabric 
has a low color preference.  In contrast, on the Apple phone yellow fabric had the 
highest preference because of its brightness.  The Apple phone also has the highest 
purchasing intention of yellow colored taffeta, which is similar to the color preference 
results,  although the real fabric has the opposite result.  For doeskin, the real red and 
blue colored fabric has the highest purchasing intention. The Samsung phone has the 
biggest color mismatch with the real fabric. It also has the lowest purchasing intention 
of red taffeta fabric, while the LG phone has the lowest purchasing intention of blue 
fabric. Using the paired comparison method of the similarity between ‘real’ fabrics 
and the mobile version of fabric colors has a low similarity on all four colors of 
taffeta and doeskin fabric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phones do not represent 
the ‘real’ fabric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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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은 장소에 구애받

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상품을 실

시간으로 탐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점으로 그 규모

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모바일 쇼핑 

구매 품목을 살펴보면 의류패션 상품의 구매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19.1%로 여행 및 예약서비스와 공동 

1위로 조사되었으며(Statistics Korea, 2014), 기타 스

포츠, 아동 의류까지 포함한다면 모바일 쇼핑 시장에

서 의류패션 제품의 비중이 더 커지고 중요해져서 쇼

핑 업체들은 이윤창출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 확대와 

활성화 및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쇼핑의 경우, 소비자는 직접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인지

하지 못하고, 제품의 사진이나 상세정보 등의 시각적

인 정보와 경험적 지식에 의존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

는 실정이다(Yoh, 2011). 또한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제조 방식과 그 특성에 따라 색을 표현하는 색재현율이 

다르며,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서 동일한 색을 다르

게 표현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바일 쇼핑 시 

제품의 색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의류제품의 

색상, 소재의 재질감 등의 불일치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Kim, 2012; Korea Consumer Agency, 
2005).

모바일 쇼핑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Park and Stole(2002)은 온라인으로 패션제품을 

구입할 때 소재, 색상, 재질감, 치수 등의 정보가 정확

하지 않다고 하였고, Kim(2007)은 온라인 쇼핑 시에 구

매결정에 미치는 요인으로 제품의 색상, 소재 및 디

자인의 일치가 중요하며, 여성 소비자들이 남성 소비

자보다 제품의 색상 불일치에 대한 불만이 더욱 많다

고 주장하였다. Kim(2012)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쇼

핑 시에 제품의 색상 및 디자인 차이가 가장 크게 지

각하는 위험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제품의 소재와 색

상의 차이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제품 구매 

시 느끼는 가장 큰 위험지각 요인으로 나타났다(Cho, 
Lim, & Lee, 2001; Yun & Kweon, 2003). Ji(2009)와 

Kim, Kim, and Kim(2013)은 실제제품과 온라인 화

면상으로 보여지는 제품의 색상과 재질, 치수 등의 

불일치와 제품의 정보제공 부족이 주요 반품 요인이

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온라인 쇼핑의 문제점은 

제품의 색상, 소재의 질감 등 제품 정보에 대한 불일

치가 대다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일치 현상은 스마트폰 화면의 종류에 

따른 색표현 특성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크게 IPS
와 AMOLED로 나눌 수 있는데, IPS는 색재현율이 우

수하며, 시야각이 170도 이상으로 넓어서 여러 각도

에서도 화면이 잘 보이므로 TV, 스마트폰, 모니터 등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

하는 AMO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반응 속도가 

빨라서 잔상이 남지 않으므로, 동영상을 많이 재생하

는 사용자에 적합하며, IPS의 색역보다 넓어서 다양

한 색을 표현할 수 있고, 뛰어난 명암비와 상대적으

로 색감을 더욱 선명하고 화사하게 느낄 수 있다 

(Kim, Shin, & Lee, 2014; Moon, 2013).
직물색에 대해 기기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Lee, E. J.(2013)는 광원에 따라 직물의 색감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A광원에서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강조효과가 있었고, F광원에서는 파란색의 강조효과

가 있었으나, 초록색의 경우에는 광원에 의한 직물색

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oi and Lee(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직물색 이미지가 광원에 따라 다르

다고 하였으나, 노란색의 경우에는 광원에 따른 차이

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러 광원 중에

서 가장 상용되는 D65 주광(daylight) 환경에서 관찰

한 직물색의 이미지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2010)는 온라인 쇼핑 시 소재정보에 대한 만족도

가 낮다고 하였는데, 효과적인 소재정보 전달을 위하

여 판매자가 시각적인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소재

의 특징 및 재질감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Kim, Sang, and Park(2017)은 

색측정기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종류와 직물색의 종

류에 따라 색상과 색차를 측정한 결과, 실물색상과 화

면색상 사이에 현저한 색차를 보였는데, 특히 빨간색

의 경우, AMOLED 패널 방식의 Samsung폰에서 가

장 큰 색차를 보였으며, 파란색의 경우는 IPS 방식의 

LG폰에서 현저한 색차를 보여, 모바일 쇼핑 시 스마

트폰의 종류에 따라 직물의 색상 불일치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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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의 모바일 쇼핑 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

는 제품의 촬영 시에 조명 환경이나 소비자가 이용하

는 모바일의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서 제품의 색상

과 재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재질감은 촉감

을 제외한 시각적인 정보로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으로 제품을 구매 시에 더욱 

이질감이 느껴지는 속성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

행연구들(Choi & Lee, 2006; Kim et al., 2017; Lee, 
2010; Lee, J. Y. 2013)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이거나 기기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결과인데, 실제 소비자들의 눈을 통한 관능

평가에 의한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직물의 특성

을 비교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를 이용하여 관능

평가에 의해 스마트폰 종류와 직물종류를 달리하여, 
첫째,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으로 인식되는 직물 

간에 색상과 재질감선호도 및 구매의도를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직

물을 한 쌍으로 하여 동시에 비교하여 직물의 밝기와 

재질감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모바일 쇼

핑 시에 의류제품 소비자에게 실물직물의 색상 및 재

질감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Ⅱ.� Experiment

1.�Materials� and� instruments

1)� Test� fabrics

실험에 사용한 직물은 첫째, 직물표면에 잔털이 많

고 부피감이 있는 양모섬유 100%의 방적사로 제직된 

도스킨 직물과 둘째, 얇고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폴

리에스터섬유 100%의 필라멘트사로 제직된 태피터 

직물 등, 재질감이 전혀 다른 두 소재를 선정하였다. 
직물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 KS A 0011(물채색의 이

름;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b)과 공공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 2009(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9)를 참고

하여 4가지 기본 색상(빨강, 노랑, 파랑, 초록)을 참고

하여 그들과 가장 유사한 색상의 직물을 시중에서 구

매하여, 두 종류의 재질감과 네 종류의 색상이 다른, 
총 8개의 시험편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색차계(Konica 

Fabric
name Color

Color(measured)
Image

L* a* b*

Ta-
ffeta

Red 41.37 55.65 35.11

Yellow 86.32 -5.46 72.48

Green 55.15 -42.36 23.86

Blue 40.36 6.77 -45.30

Does-
kin

Red 42.42 60.43 35.04

Yellow 82.21 -3.90 83.15

Green 32.99 -39.88 8.89

Blue 30.16 2.58 -32.45

Adapted from Kim et al. (2017). p. 552.

<Table� 1> Color characteristics of the test fabrics

Minolta사의 CA-1000)를 이용하여 D65 광원에서 측

색한 직물색은 <Table 1>과 같다. 시험편의 크기는 실

험 스마트폰 중 디스플레이 크기가 가장 작은 Apple
사의 디스플레이 크기(약 50×90mm)와 동일하게 재

단하여 사용하였다. 본 시험편은 선행연구(Kim et al., 
2017)에서 사용한 직물과 동일하게 선정하여, 기기분

석과 관능평가에 의한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2)� Test� smartphones

실험에 사용한 스마트폰은 한국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선정하였고(ATLAS Research & 
Consulting, 2013), 각각의 제조사와 모델은 LG사의 

G2, Samsung사의 Galaxy S4 LTE-A, Apple사의 iPhone 
5S였다. LG사와 Apple사는 IPS를, Samsung사는 AMO-
LED panel을 사용하고 있었다. 관능평가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밝기는 모두 100%로 맞추어 사용하였으

며, 디스플레이 최대 휘도는 Apple사 574cd/m2, LG
사(515cd/m2), Samsung사(300cd/m2) 순서로 제품 특

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실험에 사용한 스마트폰은 

연구결과의 비교를 위해서 선행연구(Kim et al., 2017)
에서 사용한 동일한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2.�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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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eparation� of� fabrics� presented� by� smart-

phone�display

실물직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기 위해서, 직물의 

촬영은 Cannon 500D DSLR 카메라를 사용하여, 동일

한 환경과 거리(50cm)에서 실시하였다. 촬영환경의 조

성 및 관찰환경은 한국기술표준원(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a)의 ‘표면색의 시

감 비교 방법’(KS A 0065)과 Choi and Lee(200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내부가 60cm×90cm×60cm 크기

의 부스를 제작하여, 무채색 명도 N7로 조성하였고, 
45° 경사각도로 주광(day light)인 D65 광원에서 직물

을 촬영하여, 각각의 사진들은 3개의 실험용 스마트

폰에 입력하였다.

2)� Sensory� evaluation� on� preference� of� fabric�

color� and� texture

(1)� Subject

실험대상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바

일쇼핑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 총 80명을 선정하

여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피실험자를 20~30대로 정

한 이유는 20~30대 여성이 전체 연령 중에서 모바일 

쇼핑 경험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색에 가장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본 실험의 대

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Korea Internet

(a) (b) (c)

<Fig.� 1> Sensory test method

& Society Agency, 2013). 본 관능평가는 2014년 9월 

29일에서 10월 20일까지 실험 환경이 조성된 동일 장

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도스킨과 태피더 두 직물별로 각

각 40명씩 실험을 진행하여, 총 80부의 설문지를 수

거하였다.

(2)�Measurement� items

관능평가의 측정항목으로는 직물색 선호도 2문항, 
구매의도 1문항, 색차 비교 2문항, 스마트폰 이용 현

황과 기타 정보 7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최종 

평가항목으로는 Park(2003)과 Jung and Choi(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매의도 문항을, Lee(2007)와 Yoo 
(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선호도 문항을, Lee(2007)
와 Noh(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직물색 비교문항을 

작성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3)� Sensory� evaluation�method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실물직물과 스마트폰의 화면

으로 보여지는 화면직물을 시감에 의해 주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작성하는 설문지법으로 진행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환경은 실험직물의 촬영

조건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45° 경사각 거

치대에 직물과 스마트폰을 놓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실험용 스마트폰은 피실험자의 사용경험과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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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이미지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였다.
피실험자와 자극물과의 거리는 50cm로 설정하고, 

광원은 D65를 사용하였다(Korean Agency for Tech-
nology and Standards, 2010). 피실험자가 색을 관찰하

는 과정이 반복되어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험대

상이 자극물을 연속으로 볼 수 없도록 색순응 시간을 

확보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색을 인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의 간격을 유지하며 진행하였다. 본 실

험의 주관적 관능평가는 <Fig. 1>에서와 같이, 스마트

폰으로 보이는 직물색상 평가, 실물 직물색 평가, 스
마트폰 직물색과 실물 직물색 유사도 순서로 진행되

었다. 평가항목 중에 직물색상, 직물재질감, 구매의도 

관련 평가 시에는 <Fig. 1>의 (a)와 (b)에서와 같이, 각
각의 직물을 하나씩 따로 제시하여 평가하였다. 한편, 
직물의 밝기와 재질감 비교는 <Fig. 1>의 (c)와 같이, 일
대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을 이용하여 실

물직물-스마트폰 화면직물 두 개를 한 쌍으로 동시에 

제시하여 평가하였다.

(4)� Statical� analysis�of� data

수집한 자료는 통계처리를 위해 IBM SPSS 21.0 
통계 패키지 툴을 사용하였고,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Duncan 사후검증 방

Item Scale Frequency(%) Item Scale Frequency(%)

Searching time 
for product 
informations

Less than 0.5 hr 23(28.75)

Number of 
mobile 

shopping
(a month)

Less than 1 37(46.25)

0.5~1 hr 30(37.5) 2~3 33(41.25)

1~2 hrs 22(27.5) 3~4  7(8.75)

2~3 hrs  2(2.5) 4~5  0(0)

More than 3 hrs  3(3.75) More than 5  3(3.75)

Importance of 
fabric color 

1  1(1.25)

Importance 
of fabric 
texture

1  0(0)

2  1(1.25) 2  2(2.5)

3  7(8.75) 3 13(16.25)

4 39(48.75) 4 40(50.0)

5 32(40.0) 5 25(31.25)

Scale: 1(not very important)~5(very important)

<Table� 2> Subjects’ mobile shopping behavior (N=80)

법을 사용하였다.

(5)� Information�of� subjects

피실험자의 모바일 쇼핑 이용실태에 관한 빈도분

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패

션제품 정보검색을 하는 시간은 약 2시간 이하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
분~1시간에서 가장 높은 빈도(30명)를 차지하였고, 30
분 미만은 23명, 1~2시간은 22명이었다. 또한 한 달 

평균 모바일 쇼핑 이용횟수는 1회 이하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3회 33명, 3~4회 7명, 5회 

이상은 3명으로 나타났다.
패션제품의 구매결정 요인 중에 직물의 색상과 재

질감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피실험자의 

대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 직물

색상의 중요성은 32명, 재질감의 중요성은 25명이 매

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직물의 색상과 재질감이 중요한 구매결정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피실험자의 색상선호도는 <Table 3>과 같다. 파란

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순서로 색상선호도가 나타

났으며, 파란색과 빨간색은 선호색으로, 초록색과 노

란색은 비선호색으로 분류되는 경향을 보였다.
피실험자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제조사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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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ing Color n(%) Rank-

ing Color n(%)

1

Red 28(35.0)

2

Red 26(32.5)

Yellow  6(7.5) Yellow  8(10.0)

Green 11(13.75) Green 18(22.5)

Blue 35(43.75) Blue 28(35.0)

3

Red 19(23.75)

4

Red  7(8.75)

Yellow 21(26.25) Yellow 45(56.25)

Green 28(35.0) Green 23(28.75)

Blue 12(15.0) Blue  5(6.25)

<Table� 3>�Subjects’ color preference (N=80)

율은 <Table 4>와 같다. Samsung사가 33명(41.25%)
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Apple
사 25명(31.25%), LG사 18명(22.5%), Pantech사 4명

(5%)을 차지하였고, 이는 스마트폰의 한국시장 점유

율과 유사하였다(ATLAS Research & Consulting, 
2013).

Manufacturer LG Samsung Apple Pantech

Frequency(%) 18(22.5) 33(41.25) 25(31.25) 4(5.0)

<Table� 4> Smartphone manufactures’ share of subjects’ ownership (N=80)

Fabric
name

Fabric
color

Actual fabric
(n=40)

Fabric in smartphones
FLG

(n=40)
Samsung
(n=40)

Apple
(n=40)

Taffeta

Red 3.60 3.45 3.15 3.58 1.896

Yellow 3.03 3.03 3.28 3.48 2.214

Green 2.90 2.98 2.85 2.93 0.085

Blue 3.60 3.70 3.60 3.58 0.128

Doeskin

Red 3.63b 3.38b 2.65a 3.10ab 7.000***

Yellow 2.85a 3.08ab 3.38ab 3.48b 3.038*

Green 3.45 3.33 3.35 3.10 2.239

Blue 3.95 3.73 3.68 3.4 0.768

*p<.05, ***p<.001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effé test: a<b

<Table� 5> Color preference of taffeta and doeskin fabrics presented by smartphones 

Ⅲ.� Results� and� Discussion

1.�Comparison�of�fabric�color,�texture�preference�

and�purchasing� intention

1)�Color�preference�of�fabrics�presented�by�smart-

phones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로 제직된 태피터직물과 양

모 방적사로 제직된 도스킨직물의 실물직물 및 스마

트폰 화면직물의 색상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두 직물의 색상종류별로 색상선호도를 분

석한 결과, 파란색의 경우, 직물의 종류나 스마트폰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이
는 <Table 2>에서와 같이 피실험자의 색상선호도와 

일치하였다.
직물의 종류별로 직물의 색상선호도를 분석한 결

과, 직물표면이 평활한 태피터직물은 모든 색에서 실

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직물 간에 색상선호도의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스마트폰 간에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직물표면에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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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이 많고, 부피감이 있는 도스킨직물은 빨간색(F= 
7.000, p<.001)과 노란색(F=3.038,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빨간색은 모든 스마트폰의 화면직

물보다 실물직물의 색상선호도가 가장 높은 반면에, 
노란색은 실물직물의 색상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스마트폰의 종류별로 직물의 색상선호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스킨직물 빨간색은 Samsung폰의 색

상선호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선행연구(Kim et al., 
2017)에서 기기측정 결과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Sam-
sung폰의 경우에 실물직물과 화면직물의 색차가 컸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LG폰에서는 Duncan
의 사후검증 결과 실물직물과 같은 그룹으로 나타났

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에서 LG폰이 실물직물의 색상

선호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노란색의 

경우는 Apple 폰의 색상선호도가 높았는데 노란색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밝은 색이기 때문에 휘도가 가장 

높았던 Apple 폰이 실물직물에 비해 색상을 잘 표현

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종류와 색표현 특성을 보면, 

LG사와 Apple사의 IPS 방식과 Samsung사의 AMOLED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AMOLED와 IPS는 구동

원리 및 그 특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 패

널(panel) 방식에 따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Ta-
ble 5>와 같이, 사용자의 선호도 또한 다르게 나타난

다. Kim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IPS의 색재현율

Fabric
name

Fabric
color

Actual fabric
(n=40)

Fabric in smartphones
FLG

(n=40)
Samsung
(n=40)

Apple
(n=40)

Taffeta

Red 3.53 3.18 3.03 3.20 2.246

Yellow 3.00 2.98 3.35 3.33 2.192

Green 3.23b 2.80a 2.65a 2.78ab 2.690*

Blue 3.33 3.38 3.20 3.10 0.843

Doeskin

Red 3.38 3.03 3.15 3.38 1.484

Yellow 3.15 3.15 3.15 3.28 0.155

Green 3.30 3.00 3.25 3.35 0.903

Blue 3.98b 3.05a 3.45ab 3.58ab 7.049***

*p<.05, ***p<.001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effé test: a<b

<Table� 6> Texture preference of taffeta and doeskin fabrics presented by smartphones 

은 웹 표준인 sRGB와 유사하고 푸른색 계열의 색들

이 실제보다 진하게 보이며, AMOLED는 sRGB 색역

의 약 136%로 나타나기 때문에 화면색이 조금 더 과

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Texture� preference� of� fabrics� presented� by�

smartphones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색상 종류, 직물 종류,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재질감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

났다. 도스킨과 태피터 두 직물의 종류별로 재질감선

호도를 살펴보면, 태피터직물은 초록색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고(F=2.690, p<.05), 도스킨직물은 파란색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049, p<.001). 또한 실

물직물이 모든 스마트폰 화면직물보다 재질감 선호

도가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 중에서는 초록색 태피터

직물의 경우, Samsung폰 화면직물의 재질감선호도가 

가장 낮았으며, 파란색 도스킨직물의 경우에는, LG폰 

화면직물에서 재질감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물직물보다 스마트폰 화면직물의 낮은 재

질감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모바일 쇼핑 시에 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제품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직물 사이에 

발생하는 재질감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

재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가 시각적인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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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감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

각된다. 이는 온라인 쇼핑 시 소재정보에 대한 만족도

가 낮아서 소재의 특징 및 재질감에 관한 정보를 구

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한 Lee(2010)의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3)� Purchasing� intention� of� fabrics� presented� by�

smartphones

직물종류에 따른 태피터직물과 도스킨직물의 구매

의도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태피터직물은 노

란색(F=3.537, p<.05)에서 도스킨직물은 빨간색(F= 
5.133, p<.01)과 파란색(F=5.232,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란색 태피터직물의 경우에는 

실물직물의 구매의도가 스마트폰 화면직물보다 구매

의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에, 도스킨직물의 경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실물직물 구매의도가 모든 스마

트폰 화면직물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태피터직물은 구매의도에 있어서 실물직물과 스마

트폰 화면직물 간에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스킨직물은 실물직물이 스마트폰 화면직물에 비해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록색 직물

과 노란색 실물 직물은 구매의도가 다른 직물색에 비

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색상선호도가 떨어

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도스킨직물의 파란색과 빨

간색의 경우 색상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Fabric
name

Fabric
color

Actual fabric
(n=40)

Fabric in smartphones
FLG

(n=40)
Samsung
(n=40)

Apple
(n=40)

Taffeta

Red 3.08 2.65 2.75 3.03 1.855

Yellow 2.58a 2.68a 2.93ab 3.20b 3.537*

Green 2.55 2.55 2.40 2.63 0.314

Blue 3.33 3.13 3.20 3.00 0.682

Doeskin

Red 3.10c 2.53ab 2.35a 2.88bc 5.133**

Yellow 2.55 2.55 2.78 2.95 1.462

Green 2.88 2.65 2.78 2.63 0.458

Blue 3.73b 2.88a 3.15a 3.15a 5.232**

*p<.05, ***p<.001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effé test: a<b<c

<Table� 7>�Purchasing intention of taffeta and doeskin fabrics presented by smartphones

 

구매의도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Table 3, 
Table 5).

스마트폰 종류에 따른 구매의도를 살펴보면, 태피

터-노랑, 도스킨-빨강, 도스킨-파랑 조합의 경우 모두 

Apple폰에서 가장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

적으로 LG폰에서 가장 낮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그

러나 제품 구입 후에 제품의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구매의도가 높더라도 구입 후 반품과 불만족의 이유

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쇼핑몰의 경우, 각각

의 스마트폰에 따른 적합한 색상 정보를 제시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2.� Similarity� of� fabric� brightness� and� texture�

through�paired�comparison�method

1)�Similarity�of� fabric�brightness�between�actual�

and�display� fabrics

일대비교법을 이용하여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

직물의 두 직물을 한 쌍으로 동시에 비교하여, 실물직

물과 스마트폰 화면직물의 밝기에 대한 유사도를 관

능평가하여 얻은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태피터직

물과 도스킨직물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직물의 밝기 유사도가 3 이하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직물 두 

직물 간에 밝기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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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name

Fabric
color

Fabric in smartphones
FLG

(n=40)
Samsung
(n=40)

Apple
(n=40)

Ta-
ffeta

Red 2.00b 1.43a 1.68ab  5.675**

Yellow 2.43b 2.50b 1.13a 26.352***

Green 1.50b 1.33ab 1.13a  5.653**

Blue 1.88b 1.70b 1.35a  5.778**

Does-
kin

Red 2.38b 1.55a 1.65a 10.983***

Yellow 2.58b 2.20b 1.33a 16.752***

Green 2.88b 2.60b 1.70a 17.969***

Blue 2.05b 2.03b 1.53a  5.206**

*p<.05, ***p<.001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effé 
test: a<b

<Table� 8> Similarity of fabric brightness

가장 밝기 차이가 적은 스마트폰으로는 LG폰으로 

실물직물 색상의 밝기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Apple폰은 밝기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Samsung폰도 LG폰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빨간

색 직물에서 가장 유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기측정에 의한 분석결과(Kim et al., 2017)에
서 색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각의 실험용 스마트폰의 최대휘도는 Apple폰, 
LG폰, Samsung폰 순서로 높았는데, 연구결과와 비교

했을 때 Apple사는 휘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밝기 

비교 시 유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LG폰의 

유사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았을 때, LG폰의 휘도

가 실물과 유사하게 밝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디스플레이의 주관적 평가 실험을 

진행한 Park, Lee, and Ha(2008)는 IPS가 AMOLED
에 비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색표현이 

가능하여서 자연색의 재현이 우수하게 인식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색역이 좁기 때문에 채도가 낮고 색

을 다양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반면에 채

도가 높고 선명한 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색재현

율이 넓은 AMOLED를 더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AMOLED는 색 표현이 상대적으로 선명

하고 화사하기 때문에 깨끗한 느낌이지만, 색역이 넓

어서 색이 과장되게 표현되며 실제 느낌보다는 부자

연스럽게 표현된다고 하였다.

2)�Similarity�of�fabric�texture�between�actual�and�

display� fabrics�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직물을 동시에 제시하여 

일대비교법으로 두 직물 간 재질감의 유사도를 비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태피터직물의 노란색(F=5.443, p<.01), 그리고 양모직

물의 빨간색(F=4.215, p<.05)과 노란색(F=13.037, p<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직물을 살펴보면, 전반적으

로 LG사와 Samsung사 스마트폰이 Apple사의 스마트

폰보다 재질감이 유사하여 색재현이 우수하게 나타

난 반면에, 빨간색 도스킨직물에서는 Samsung폰의 

유사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Kim et al., 2017) Samsung폰의 빨간색이 실물직물과 

비교했을 때 색차가 가장 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

본 연구는 직물의 종류, 색상의 종류, 스마트폰의 종

류에 따라, 실물직물과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보여지

Fabric
name

Fabric
color

Fabric in smartphones
FLG

(n=40)
Samsung
(n=40)

Apple
(n=40)

Ta-
ffeta

Red 2.58 2.08 2.33  2.536

Yellow 3.38b 3.33b 2.60a  5.443**

Green 2.23 2.08 1.78  2.142

Blue 2.98 2.98 3.03  0.024

Doe-
skin

Red 2.98ab 2.85a 3.50b  4.215*

Yellow 2.83b 3.08b 1.93a 13.037***

Green 3.48 3.60 3.55  0.158

Blue 3.23 3.65 3.30  2.068

*p<.05, ***p<.001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heffé 
test: a<b

<Table� 9> Similarity of fabric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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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물의 색상을 20~30대 여성 80명의 피실험자에

게 3개의 스마트폰으로 직물을 제시한 후 관능실험법

으로 평가하였다. 설문항목으로는 색상선호도, 재질

감선호도, 구매의도, 실물 직물과의 밝기, 재질감 유

사 정도였으며, 통계분석한 결과의 요약 및 그 결과

로부터 추론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직물 간에 색상선

호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태피터직물의 경우에

는 모든 색에서 스마트폰 간에 색상선호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빨간색은 Samsung폰의 직물색상선

호도가 가장 낮고, 노란색의 경우는 최대 휘도가 가

장 높은 Apple폰의 직물색상선호도가 높다.
둘째,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직물 간에 재질감

선호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실물직물이 스

마트폰 화면직물보다 재질감선호도가 높으며, 색상 

종류, 직물 종류,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재질감 선호

도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모바일 쇼핑몰의 경우 재질

감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재정보의 효과적

인 전달이 필요하다.
셋째,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직물 간에 구매의

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태피터직물의 경우에는 노란

색은 실물직물의 구매의도가 스마트폰 화면직물보다 

구매의도가 낮으며, 도스킨직물은 빨간색과 파란색에

서 실물직물의 구매의도가 가장 높으며, 초록색과 노

란색은 스마트폰 화면직물과 실물직물 모두에서 구

매의도가 낮은데,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색상선호

도와 일치한다.
넷째,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직물의 밝기와 재

질감의 유사도 차이를 일대비교법에 의한 평가결과, 
태피터직물과 도스킨직물 전체에서 밝기 유사도는 

낮은데,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실물직물과의 스마

트폰 화면직물의 밝기 차이를 크게 인지하기 때문이

다. 스마트폰 중에서는 LG폰이 가장 유사하여 두 직

물 간에 밝기 차이가 가장 작다. 또한 빨간색을 제외

한 모든 색에서 휘도가 가장 높았던 Apple폰에서 두 

직물 간의 밝기 유사도가 가장 낮다. 재질감 유사도

의 평가결과, 모든 스마트폰에서 재질감 유사도가 낮

다. 일반적으로 LG폰과 Samsung폰이 Apple폰보다 

유사도가 우수하고, 빨간색 도스킨직물에서 Samsung
폰의 재질감 유사도가 가장 낮다.

연구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관능실험 결과, 직물의 색상과 재질감 선호도와 구

매의도는 스마트폰 종류별, 직물종류별, 직물색상 종

류별로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스마트폰 디스플레

이 색재현율이 큰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Samsung 
폰의 빨간색 색상선호도가 스마트폰 중 가장 낮았는

데, 이는 Samsung사의 빨간색 색상이 다른 색과 비교

했을 때, 특히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직물 간에 

색차가 현저하게 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 

스마트폰 제조사는 표준규격에 적합한 색재현 옵션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재질감의 경우, 시감과 촉감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직물의 경우는, 모바일 쇼핑 시에 소비자 

불만에 대한 위험요소가 덜하지만, 도스킨직물의 경

우 입체감이나 고급스러움을 전달하기 위해 재질감

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의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실물직물과 스마트폰 화면직물의 동시 비교한 일

대비교법으로 평가한 결과, Apple폰이 실물직물 밝기

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Apple폰의 최

대휘도가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

되므로, 따라서 모바일 쇼핑업체는 실제 제품과 가장 

유사하게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종류별로 최적의 밝

기 조절 및 최적화 옵션이 적용된 색보정 어플리케이

션 및 모바일 쇼핑을 위한 최적화 모드를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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