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3, pp.185-191, August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85 -

*정회원, 인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제1저자)

**정회원, 인제대학교 U디자인학과 조교수 (공동저자)

***정회원, 인제대학교 U디자인학과 석사과정 (공동저자)

****정회원, 인제대학교 BK21+헬스케어USD사업단 연구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0년 06월 28일, 수정완료일: 2020년 07월 24일

게재확정일:2020년 08월 14일

Received: April 1, 2018 / Revised: April 1, 2018

Accepted: May XX, 2018

*Corresponding Author: ojy1245@inje.ac.kr

BK21+ Healthcare USD Research Group, Inje Univ, Korea

http://dx.doi.org/10.17703/JCCT.2020.6.3.185

JCCT 2020-8-22

공공보건시설 색채이미지에 대한 국가간 인식 비교

-한국과 루마니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Public Health Facility Color Image Vocabulary 
among Countries -Focusing on korea and Romania-

박혜경*, Ioana Adelean**, 김혜영***, 오지영****

Heykyung Park*, Ioana Adelean**, Hyeyeong Kim***, Jiyoung Oh****

요 약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인식은 부족하나 점차 교역이 확대되는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를 대상으로 공공보건시

설 색채이미지에 대한 국가 간 문화적, 감성적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색채이미지를 선정하였으며, 공공보건시설인 의료시설 8개소, 사회체육시설 4개소, 요양시설 8개소를 직

접 방문하여 환경색채를 측색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한국인 89명, 루마니아인 86명을 대상으로 공

공시설 색채이미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인과 루마니아인의 공공보건시설 색채이미지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국가 간 공공보

건시설에 대한 색채이미지 인식이 어휘평가와 이미지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는 공

공보건시설의 색채이미지가 다른 문화권에 거주하는 집단에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환

경 구축 시 문화적 인식차이를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환경색채, 색채이미지, 공공보건시설, 인식비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cultural and emotional perceptions about the color 
image of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in Romania, an Eastern European country that is relatively lacking in 
recognition but is gradually expanding trade. For this, color images were select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colorimetric data by visiting 8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such as medical facilities, 4 social sports facilities, and 8 nursing faciliti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color image of public facilities with 89 Koreans and 86 Romanians, and frequency and 
cross-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to examine the color images of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of Koreans and Romanian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was identifi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color images of public healthcare 
facilities between countries in vocabulary evaluation and image evaluation, and this was interpreted as different 
meanings for groups residing in different cultures. Therefore, it implies that cultural differences in percep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an environment related to this in the future.

Key words :  Environmental Colors, Color Image, Public Healthcare Facility, Recognition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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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20년은 동유럽국가 중 하나인 루마니아와 한국이

수교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1990년 처음 수교 체결

이후, 지금까지 외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2008년 전

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정치, 문화, 경제 등 다양

한 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

조업 분야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루마니아에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

기로 의료분야에서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진단키트 및 방호복 등 의료용품의 교역이 증가하

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민들은 각국과의 교역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 여전히 서로를 ‘낯선국가’

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한국이 국가적으로 위기를 잘 대처하고, 치료

및 예방에 대한 모범국가로 인식됨에 따라, 전 세계에

서 이와 관련된 대응사례, 노하우 및 관련 의료용 장비

들을 요청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헬

스케어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의료용

품을 각국에 지원함에 따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누리고 있다. 한국과 교역을 체결한 루마니아에도 헬스

케어 관련 산업에 대한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

으로 인식이 부족한 대표적인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

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본 연구진은 루마니아와 국제공동연구 수행의 기

회를 통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색채는 인간환경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이자, 인간의

시각적 자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사람

의 생리, 심리,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 색채는 각 국가의 사상, 규칙, 상징 등을 나타내며,

여기에 각 국의 정서와 문화를 내포하기도 한다. 복잡

하고 미묘한 요소이나, 색채에 대한 인식차이 및 선호

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각 국의 문화 및 국민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하나 지

속적인 국가 간 교역확대가 이루어지는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와 한국의 공공보건시설 색채이미지에 대한

국가 간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문화적, 감성

적 인식차이를 파악함으로서 문화집단별 연구결과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공공보건시설 색채이미지에 대한 국가간 인식비교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관련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자문 및 공공

보건시설 현장측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문조사 문항

을 구성하였다. 특히, 공공보건시설 유형별 색채이미지

어휘 인식조사는 선행연구 고찰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항이 구성되었고, 공공보건시설 유형별 대표색 색채

이미지 조사는 측색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온라인 연구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조

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인과 루마

니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색채이미지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축 또는 디자인 전공자 20-30

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한국인

89명, 루마니아인 86명이 참여하였다.

세 번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고, 이를 통하여 한국인과 루마니아인의 색채이미지

에 대한 인식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Ⅱ. 국가간 색채인식 비교연구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색채인식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와 관련된 선행연

구를 고찰한 결과, 전체적으로 국가 및 문화집단 간의

색채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Choungourian은 레바논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

령대별 색채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5세 아동에게서 레

바논인은 파랑을, 미국인은 빨강을 선호함을 밝혀내었

다 [3].

Miho Saito는 같은 동양문화권에 있는 일본인, 대만

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색채선호를 조사한 결과, 일본인

은 pale톤 컬러를, 대만인은 보라색톤을, 중국인은 비비

드 그린색을 선호하는 것을 알아내었고, 같은 문화권이

라도 국가별로 선호하는 색상과 톤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혀내었다 [4].

박영순과 게린(2002)은 실내환경색채 팔레트에 대한

문화권별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박영순, 윤지영(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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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아시아문화권(한국, 일본)의 선호도와 서양문

화권(영국, 미국)은 명도, 채도에 따라 색상선호도가 다

르게 나타남을 밝혀내었다 [5].

왕지호, 박혜경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색채인식 및 공

간이미지에 대한 선호경향을 비교하였는데, 선호색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간색채이미지에 대한 선호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아내었다 [6].

박혜경 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을 대

상으로 보건실 환경색채에 대한 선호경향을 조사하였

는데, 공간색채이미지 어휘 및 환경색채 배색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며, 선호뿐 만 아니라,

비선호 색채에서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아내었다 [7].

관련 연구를 종합한 결과, 국가별 또는 문화집단별

색채선호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며, 색상톤, 명

도, 채도에 의해서도 선호도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

다.

2. 한국, 루마니아 색채특성 비교

루마니아는 언덕과 저지대가 번갈아 나타나는 산악

지형이 발달되어 있으며 카르파티아 산맥이 루마니아

중앙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다뉴브 강이 흐르며, 동쪽

으로 흑해와 접한다. 대륙성기후가 나타나며 겨울에 강

설량이 많으므로 산악지대의 리조트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주변국가가 슬라브족 국가임에 반해, 루마니아는

로마인의 후손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 문화양식을

유지해 온 나라이다. 루마니아인들은 강하고 생생하며

낙관적인 색상을 선호함을 도시 또는 마을건축, 의복

등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주로 마을건축에서 파

랑색이 흰색, 초록색과 함께 주택의 외부, 내부에 적용

됨으로서 이러한 색에 대한 선호가 나타남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도자기, 세라믹 타일에서도 볼 수 있으며 회

복, 부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8].

반면, 한국은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음양오행의 철학

적 원리에 근거하여 오방색을 건축 및 사찰에 적용하였

으며, 이러한 색채는 주로 왕족, 귀족들을 중심으로 의

복,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백

의 민족’이라고 한국인을 표현함으로서 주로 서민층을

중심으로 인공적 조색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 그대로의

자연적 상태의 색채를 의복, 도자기 등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9].

Ⅲ. 공공보건시설 색채이미지에 대한

국가간 인식 비교

1. 설문조사 개요

공공보건시설 색채이미지에 대한 한국, 루마니아의

국가간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2020년 3

월까지 6개월간, 연구 웹사이트(www.healthcarecolor.

or.kr)의 ‘색채 설문조사’ 메뉴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설문데

이터 관리를 위하여 php언어로 설문조사 웹사이트를

개발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용 웹사이트를 통한 설문조사

Figure 1. Survey using Research Website

한국인은 한국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루마니아

인은 원어민 감수를 받아 영어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한국인 89명, 루마니아인 86명이 설문응답자로 참여

하였으며, 응답대상자는 건축 또는 디자인전공 20-30대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온라인 접근이 용이하고

색채를 분별할 시각적 능력이 우수하며, 환경시설에 대

한 색채인식에 있어서 일반인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설문에 적합한 대상으로 사료되었다.

2. 설문조사 문항구성

설문조사 문항구성은 색채보정항목 3문항, 명목조사

항목 3문항, 색채어휘 인식조사 항목 3문항, 색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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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공보건시설 유형별 대표색 선정

Table 5. Select a representative color for each type of public

health facility
의료시설 대표색 사회체육시설 대표색 요양시설 대표색

3.1Y

8.5/1.3

9.6YR

6.8/3.7

2.1GY

8.2/0.5

4.3Y

6.4/0.8

4.6YR

3.2/2.0

3.3PB

3.9/3.2

3.2Y

8.8/1.0

7.5YR

7.4/3.2

2.9GY

8.3/1.0

조사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

표 1. 설문조사 문항구성

Table 1. Survey Questionnaire Composition

구분 설문내용 N 설문방식 설문형식

보정
색맹, 색약테스트 2 선다형 이미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1 선다형 이미지

명목 일반사항 (성별, 연령대, 주변환경) 3 선다형 어휘

색채

어휘

인식

공공보건시설 유형별 색채이미지

어휘 인식조사 (의료시설, 사회체

육시설, 요양시설)

3 선다형 어휘

색채

이미

지조

사

의료시설 대표색 색채이미지 조사 3 선다형 이미지,어휘

사회체육시설대표색색채이미지조사 3 선다형 이미지,어휘

요양시설 대표색 색채이미지 조사 3 선다형 이미지,어휘

총계 18

1) 공공보건시설 유형별 색채이미지 어휘 선정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색채이미지 어휘 인식조사에

활용된 어휘는 가장 기본적으로 IRI이미지스케일에서

추출된 어휘를 활용하였다. IRI이미스케일은 IRI연구소

에서 개발한 것으로, 한국인의 색채감성척도모델로 활

용되고 있다. 좌우방향으로 ‘부드러운’, ‘딱딱한’ 어휘를

배치하고 상하방향으로 ‘동적인’, ‘정적인’ 어휘를 배치

하여 각 어휘를 기준 축으로 하여 표준공간 내에 12개

의 어휘그룹이 존재한다 (표 2).

표 2. IRI이미지 스케일 어휘

Table 2. IRI Image Scale Vocabulary

귀여운, 맑은, 온화한, 내츄럴한, 경쾌한, 화려한, 우아한, 은은한,

고상한, 점잖은, 모던한, 다이나믹한

이에 더하여, 의료시설관련 공간색채이미지 선행연

구를 고찰하여 의료시설을 대표하는 이미지어휘를 추

출하였고 (표 3) [9-13], 전문가 자문을 거쳐 IRI이미지

스케일과 선행연구에서 색채이미지 어휘 인식조사에

활용된 어휘 중에서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활용될 색

채이미지 어휘를 도출하였다 (표 4).

표 3. 의료시설관련 색채이미지 어휘 선행연구

Table 3. Previous Research on Color Image Vocabulary

related to Medical Facilities
No. 연구내용 이미지어휘 연구자

1
종합병원 로비

색채이미지 선호어휘
깔끔한, 편안한, 밝은, 온화한

박혜경 외

(2012)

2 병원로비 선호어휘
온화한, 고급스러운, 맑은,

단정한

추진

(2014)

3
노인복지관 치유

이미지어휘
편안한, 즐거운, 여유로운

신윤진

(2014)

4 보건실 색채이미지
맑은, 차분한, 가벼운, 밝은,

부드러운, 단순한

박혜경 외

(2015)

5
의료시설 색채이미지

선호어휘
현대적인, 자연적인, 맑은

박혜경 외

(2016)

6 의료시설 선호이미지차분한, 현대적인, 자연적인
박혜경

(2016)

표 4. 최종 선정된 공공보건시설 유형별 색채이미지 어휘

Table 4. Color Image Vocabulary by Type of Public Health

Facility Selected Last

맑은, 단정한, 자연적인, 인공적인, 경쾌한, 차분한, 현대적인,

전통적인, 화려한, 소박한

2) 공공보건시설 유형별(의료시설, 사회체육시설, 요

양시설) 대표색 색채이미지 선정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년에 걸쳐 국내

공공보건시설인 의료시설 8개소, 사회체육시설 4개소,

요양시설 8개소를 직접 방문, 분광측색기(Minolta

CM-2500d)를 활용하여 환경색채를 직접 측색하였다.

그 결과, 총 503개의 색채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평균색상, 평균명도, 평균채도를 근거로 각 시설

당 3개의 대표색을 제작하였다 (표 5).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공공보건시설 이미지어휘 조사

공공보건시설 유형별 색채이미지 어휘 인식 조사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공공보건시설 유형

별(의료시설, 사회체육시설, 요양시설) 색채이미지에 대

하여 제시된 10개의 형용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어휘

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의료시설과 요양시설에

서 한국인과 루마니아인의 색채이미지 인식차이가 유

의한 결과 값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인은 ‘차분한’, ‘현대적인’ 어휘가 의료시설에 가

장 적합한 색채이미지라고 응답한 반면, 루마니아인은

‘맑은’, ‘단정한’ 어휘가 의료시설에 가장 적합한 색채이

미지라고 응답하였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인은

‘차분한’, ‘자연적인’ 색채이미지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

고, 루마니아인은 ‘차분한’ 이라는 색채이미지가 적합하

다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

볼 때, 국가간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색채이미지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공보건시설 대표색 색채이미지 조사

공공보건시설 유형별(의료시설, 사회체육시설, 요양

시설)로 실제 현장에서 측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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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공보건시설 유형별 색채이미지 어휘 인식 교차분석 결과

Table 6. Color Image Vocabulary Recognition Cross Analysis Results by Public Health Facility Type
구분 전체 맑은 단정한 자연적인인공적인 경쾌한 차분한 현대적인전통적인 화려한 소박한 기타 x²

의료

시설

국적
한국 89(100.0) 5(5.6) 14(15.7) 4(4.5) 9(10.1) 0(0.0) 35(39.3) 16(18.0) 1(1.1) 0(0.0) 0(0.0) 5(5.6) 0.000

***루마니아 86(100.0) 22(25.6) 17(19.8) 4(4.7) 13(15.1) 4(4.7) 12(14.0) 10(11.6) 0(0.0) 1(1.2) 2(2.3) 1(1.2)

성별
남 65(100.0) 11(16.9) 12(18.5) 6(9.2) 6(9.2) 1(1.5) 18(27.7) 7(10.8) 1(1.5) 0(0.0) 0(0.0) 3(4.6)

0.331
여 110(100.0) 16(14.5) 19(17.3) 2(1.8) 16(14.5) 3(2.7) 29(26.4) 19(17.3) 0(0.0) 1(0.9) 2(1.8) 3(2.7)

사회

체육

시설

국적
한국 89(100.0) 3(3.4) 0(0.0) 31(34.8) 1(1.1) 45(50.6) 0(0.0) 2(2.2) 0(0.0) 2(2.2) 4(4.5) 1(1.1)

0.072
루마니아 86(100.0) 1(1.2) 1(1.2) 33(38.4) 3(3.5) 30(34.9) 5(5.8) 8(9.3) 1(1.2) 1(1.2) 3(3.5) 0(0.0)

성별
남 65(100.0) 2(3.1) 0(0.0) 27(41.5) 2(3.1) 20(30.8) 3(4.6) 4(6.2) 1(1.5) 1(1.5) 4(6.2) 1(1.5)

0.347
여 110(100.0) 2(1.8) 1(0.9) 37(33.6) 2(1.8) 55(50.0) 2(1.8) 6(5.5) 0(0.0) 2(1.8) 3(2.7) 0(0.0)

요양

시설

국적
한국 89(100.0) 8(9.0) 12(13.5) 21(23.6) 5(5.6) 1(1.1) 26(29.2) 3(3.4) 5(5.6) 0(0.0) 4(4.5) 4(4.5) 0.007

**루마니아 86(100.0) 5(5.8) 5(5.8) 7(8.1) 3(3.5) 5(5.8) 44(51.2) 3(3.5) 7(8.1) 1(1.2) 6(7.0) 0(0.0)

성별
남 65(100.0) 6(9.2) 6(9.2) 13(20.0) 6(9.2) 3(4.6) 20(30.8) 2(3.1) 6(9.2) 0(0.0) 2(3.1) 1(1.5)

0.282
여 110(100.0) 7(6.4) 11(10.0) 15(13.6) 2(1.8) 3(2.7) 50(45.5) 4(3.6) 6(5.5) 1(0.9) 8(7.3) 3(2.7)

표 7. 공공보건시설 유형별 대표색 이미지 어휘 교차분석 결과

Table 7. Representative Color Image Vocabulary Cross Analysis Results by Public Facility Type
구분컬러칩 국적 전체 맑은 단정한 자연적인인공적인 경쾌한 차분한 현대적인전통적인 화려한 소박한 기타 x²

의료

시설

대표

색

한국 89(100.0) 10(11.2) 19(21.3) 2(2.2) 2(2.2) 0(0.0) 28(31.5) 4(4.5) 0(0.0) 0(0.0) 24(27.0) 0(0.0) 0.000
***루마니아 86(100.0) 5(5.8) 9(10.5) 16(18.6) 4(4.7) 0(0.0) 18(20.9) 5(5.8) 11(12.8) 0(0.0) 16(18.6) 292.3)

한국 89(100.0) 1(1.1) 13(14.6) 14(15.7) 4(4.5) 0(0.0) 12(13.5) 3(3.4) 35(39.3) 0(0.0) 7(7.9) 0(0.0) 0.014
*루마니아 86(100.0) 2(2.3) 5(5.8) 27(31.4) 9(10.5) 2(2.3) 2(2.3) 2(2.3) 27(31.4) 1(1.2) 8(9.3) 1(1.2)

한국 88(100.0) 9(10.2) 16(18.2) 1(1.1) 8(9.1) 1(1.1) 22(25.0) 22(25.0) 1(1.1) 0(0.0) 5(5.7) 3(3.4) 0.002
**루마니아 86(100.0) 16(18.6) 18(20.9) 2(2.3) 6(7.0) 0(0.0) 9(10.5) 9(10.5) 0(0.0) 2(2.3) 22(25.6) 2(2.3)

사회

체육

시설

대표

색

한국 89(100.0) 0(0.0) 6(6.7) 3(3.4) 26(29.2) 0(0.0) 15(16.9) 26(29.2) 3(3.4) 0(0.0) 6(6.7) 4(4.5) 0.001
**루마니아 86(100.0) 3(3.5) 8(9.3) 8(9.3) 14(16.3) 0(0.0) 4(4.7) 17(19.8) 5(5.8) 6(7.0) 17(19.8) 4(4.7)

한국 89(100.0) 0(0.0) 8(9.0) 19(21.3) 5(5.6) 0(0.0) 5(5.6) 6(6.7) 38(42.7) 0(0.0) 5(5.6) 3(3.4) 0.006
**루마니아 86(100.0) 1(1.2) 3(3.5) 31(36.0) 6(7.0) 2(2.3) 0(0.0) 6(7.0) 21(24.4) 6(7.0) 5(5.8) 5(5.8)

한국 89(100.0) 5(5.6) 12(13.5) 0(0.0) 9(10.1) 1(1.1) 28(31.5) 25(28.1) 3(3.4) 1(1.1) 3(3.4) 2(2.2)
0.053

루마니아 86(100.0) 6(7.0) 5(5.8) 5(5.8) 6(7.0) 1(1.2) 25(29.1) 24(27.9) 0(0.0) 9(10.5) 3(3.5) 2(2.3)

요양

시설

대표

색

한국 89(100.0) 37(41.6) 10(11.2) 2(2.2) 0(0.0) 1(1.1) 19(21.3) 1(1.1) 4(4.5) 2(2.2) 13(14.6) 0(0.0)
0.063

루마니아 86(100.0) 22(25.6) 6(7.0) 9(10.5) 2(2.3) 3(3.5) 25(29.1) 3(3.5) 1(1.2) 1(1.2) 14(16.3) 0(0.0)
한국 89(100.0) 9(10.1) 21(23.6) 7(7.9) 2(2.2) 7(7.9) 20(22.5) 1(1.1) 9(10.1) 2(2.2) 10(11.2) 1(1.1) 0.002

**루마니아 86(100.0) 5(5.8) 5(5.8) 19(22.1) 2(2.3) 17(19.8) 9(10.5) 2(2.3) 12(14.0) 6(7.0) 8(9.3) 1(1.2)
한국 89(100.0) 8(9.0) 13(14.6) 12(13.5) 4(4.5) 2(2.2) 25(28.1) 9(10.1) 4(4.5) 1(1.1) 10(11.2) 1(1.1)

0.588
루마니아 86(100.0) 12(14.0) 8(9.3) 11(12.8) 7(8.1) 6(7.0) 17(19.8) 11(12.8) 2(2.3) 3(3.5) 8(9.3) 1(1.2)

표 8. 공공보건시설 유형별 대표색 이미지 어휘 빈도분석 그래프

Table 8. Representative Color Image Vocabulary Frequency Analysis Graph by Public Health Facility Type

의료시설 대표색-1 이미지어휘 의료시설 대표색-2 이미지어휘 의료시설 대표색-3 이미지어휘

사회체육시설 대표색-1 이미지어휘 사회체육시설 대표색-2 이미지어휘 사회체육시설 대표색-3 이미지어휘

요양시설 대표색-1 이미지어휘 요양시설 대표색-2 이미지어휘 요양시설 대표색-2 이미지어휘



Comparative Study on Public Health Facility Color Image Vocabulary among Countries -Focus on korea and Romania-

- 190 -

대표색 3개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색채이미지를 조

사하였으며 교차분석 결과는 표 7과 같고, 빈도분석 그

래프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의료시설 대표색의 경우, 3가지 모두에서

한국인과 루마니아인의 색채이미지에 대한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었고, 이외에도 사

회체육시설과 요양시설에도 국가간 인식차이가 존재하

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의료시설 대표색-1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루마니아인

모두 ‘차분한’, ‘소박한’, ‘단정한’ 이라는 색채이미지에

대한 빈도가 높게 나왔으나, 특이할만한 점은 한국인이

거의 응답하지 않은 ‘자연적인’, ‘전통적인’ 이라는 색채

이미지에 대해서 루마니아인의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색상을 보더라도 국가 간 색채

이미지에 대한 차이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여, 의료

시설 대표색-1과 비슷하게 인식되는 요양시설 대표색

-1에서는 한국인과 루마니아인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

타나는 것을 볼 때, 미묘한 색채변화가 다른 문화권에

거주하는 집단에게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의료시설 대표색-2의 경우, 루마니아인은 ‘자연적인’

이미지를 높게 인식하는 반면, 한국인은 ‘전통적인’ 이

미지를 높게 인식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의료시설 대

표색-3의 경우, 한국인은 ‘차분한’, ‘현대적인’ 이미지를

높게 인식한 반면, 루마니아인은 ‘소박한’ 이미지를 높

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체육시설 대표색-1의 경우, 한국인은 ‘현대적인’,

‘인공적인’ 이미지를 높게 인식하였고, 루마니아인은 ‘소

박한’ 이미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체

육시설 대표색-2의 경우에도 한국인은 ‘전통적인’ 이미

지를 높게 인식하였으나, 루마니아인은 ‘자연적인’ 이미

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체육시설 대표색-3, 요양시설 대표색-1, 요양시

설 대표색-3의 경우, 각 국가간 비슷한 응답분포를 보

이고 있었으나, 요양시설 대표색-2의 경우에는 한국인

은 ‘단정한’, ‘차분한’ 이미지를 높게 인식하는 반면, 루

마니아인은 ‘자연적인’, ‘경쾌한’ 이미지를 높게 인식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행연구에 따라 선정된 10가지의 형용사를

통하여 색채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공공보건시설 중 의

료시설과 요양시설에서 한국인과 루마니아인의 인식

차이가 유의한 결과 값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의료시설과 요양시설에 대한 색채이미지 어

휘에 대한 한국인과 루마니아인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세 번째, 의료시설 대표색의 경우, 3가지 색상 모두

각국의 색채이미지의 인식차이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난 것을 볼 때, 공공보건시설에 적용된 같은 색상에 대

한 문화집단별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다

른 이미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국의 문화 및 국민 정서에 따라 색채이미지

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문화

집단별 색채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한

국인 89명, 루마니아인 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

과가 각 국민의 의식수준을 대표하는데 한계점을 가지

나, 루마니아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비

슷한 연령대의 건축, 디자인 전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진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리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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