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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color emotion factors of naturally dyed two-color combination fabrics focused on

yellowish and reddish shade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emotion factors and physical colori-

metric variables (as well as tone combination groups) to provide prediction models for color emotion fac-

tors of naturally dyed fabrics with a two-color combination. Each of eight different stimuli were prepared

by paring two pieces of silk fabrics colored in red and yellow by natural dyeing respectively; in addition,

their color emotion descriptors were evaluated by human subjects using semantic deferential scales. ‘Joyful’,

‘Natural’, ‘Classical’, and ‘Soft’ were extracted as color emotion factors for the naturally dyed yellowish-

reddish combination fabrics. The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physical colorimetric variables

such as CIE C* and L* and tone combination groups. Finally, prediction models for all color emotion fac-

tors were established using physical colorimetric variables and tone combination groups that led to the con-

clusion that they could be applicable to design a color combination for naturally dyed fashion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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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근래에 들어 정신적·문화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면

서 패션산업에서도 자연미와 천연의 편안함을 추구하

고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천연염색이 웰빙과 자연주의를 대

표하는 패션제품 기술로서 재조명되어 패션산업에서도

천연염색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제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천연염색 의류·패션제품의 고부가가

치성은 항균·방취성과 자외선 차단성을 포함하는 생리

적 기능성과 자연적이고 편안한 색채에서 느껴지는 시

각적 감성에서 비롯된다(Yang & Yi, 2010). 천연염색 의

류, 직물의 물리적 염색성과 견뢰도, 생리적 기능성에 대

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보고들(An & Kim, 2001; Choi,

2002; Jeon et al., 2003; Kim & Park, 2001; Lee et al.,

2001)이 잇따르고 있으나, 천연염색 직물의 색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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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찰은 염색성 및 기능성에 대한 보고들(Ali et al.,

2007; Lee & Kim, 2004; Shin et al., 2008)에서 부분적

으로 고찰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염색 공정뿐 아

니라 색채의 표준화가 천연염색 산업이 이루어야 할 당

면과제라고 지적한 보고(You & Roh, 2005)에서 알 수

있듯이 천연염색 직물의 색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색채가 부여하는 감성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천

연염색 패션제품의 감성적 고부가가치를 정량화하고 소

비자의 감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천연

염색 직물과 의류의 색채에 대한 물리적 해석들이 시도

되기 시작했는데, 소수 천연염료로 발현한 직물의 색채

분석을 보고한 연구들(Choo & Lee, 2002; Gulrajani et

al., 2001; Kashiwagi, 1973; Murata et al., 2005)에서부

터 출발하여 전통 천연염색 기법에 의해 다양한 천연염

료와 이로부터 발현된 색채들의 색상/톤에 기반하여 색

채 특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결과(Yi & Cho, 2008)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기계화된 염색 공정을 이용하여 재

현성 높은 분말화 천연염료로 단일염색과 복합염색을

병행하여 천연염색 직물의 물리적 색채 특성과 색채영역

(color gamut)을 파악하고자 한 바 있다(Yang et al., 2009).

이 연구들에 따르면, 천연염색 직물의 색채는 Yellow와

Yellow-Red의 황색계열이 주된 색상을 구성하며, 고명

도, 저채도의 특성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Red나

Purple-Red의 적색계열은 일부 꽃이나 동물성 염료를 이

용하여 발현되며 황색계열 염료에 비하여 염료의 종류

가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Blue와 Blue-Purple의 청색계

열과 Green, Yellow-Green의 녹색계열의 색상은 황색계

열이나 적색계열과 비교하여 희소한 색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천연염색 직물의 색채는 주요 색상인 황색과 적

색에 대하여 다각적 분석과 평가가 우선적으로 수행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천연염색 산업은 현대

패션과의 접목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 패션산업

의 색채사용 현황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YR 계열이 패션

상품에서 출현율이 높은 색상으로 알려져 있으며(Lee,

2004), YR, R, Y, PB 등의 색상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Weon & Kim, 2001)가 있다.

한편 천연염색 직물에 대한 색채감성연구는 아직 초

기 단계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황색과 적색계열의 천연

염색 견직물의 감성요인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색채 특성을 제시한 연구(Choi et al., 2005)

와 황색계열 천연염색 견직물의 색채 감각에 대한 정신

물리학적 접근(Yi & Rhee, 2009), 중년층 소비자를 대상

으로 한 천연염색 견직물의 색채감성요인과 관련 물성

(Yi & Choi, 2009), 색상과 톤, 매염에 따른 다양한 천연

염색 직물의 색채감성이미지 스케일의 개발(Yang & Yi,

2010)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천연

염색의 색채감성에 대한 고찰은 대부분 단색을 대상으

로 이루어져오고 있어서, 두 개 이상의 색채가 조합된 형

태로 제작되는 의류 및 패션제품의 색채감성을 현실적

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천연염색 직물

과 의류의 색채감성은 두 가지 이상의 색채가 조합된 배

색을 대상으로 고찰하여 천연염색 패션제품의 감성적

이미지 파악을 위한 보다 실제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의류는 한 가지색으로 통일된 경우보다 두 가지 이상

의 배색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Choi, 2003), 현대

패션에서 제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

한 배색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Eun & Lee, 1999). 특히

의류분야에서 배색은 의복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요

하며, 단색만이 아니라 많은 색이 조화되어 다양한 감정

효과를 표출한다(Sung, 2008). 또한 배색의 구성내용이 같

더라도 소재가 바뀌면 인상이나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원

단의 광택이나 짜임 등 직물이 지닌 특성은 의류의 배색

계획에서 반드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하며(Yoon, 2006),

단색 혹은 배색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인지되는 감정을 예

측하는 모델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자의 색채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You & Kwak, 2010).

현재 국내에서 직물의 배색감성에 대한 고찰은 주로

정장용 셔츠와 넥타이 직물 간의 배색(Choi & Lee; 2004;

Jeong & Choi, 2010; Lim, 2007; Sung & Kang, 2007)

과 한복직물(Kang et al., 2005; Kang & Paeng, 2007; S.

A. Kim, 2008, 2010; Kim & Hwang, 2003)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으며, 이 외에도 체크무늬직물(Choi, 2011), 디

지털날염직물(Choi, 2003), 일본 인테리어 직물(Kim &

Kang, 2010), 전통 조각보(H. N. Kim, 2008; Lee, 1999;

Lee & Lee, 2009) 소재를 대상으로 한 보고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직물 간 배색이 의류분야에서 중요한 감성요

인이며, 착용자의 인상 및 이미지, 색채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체크, 스트라이프, 도트 등의 무늬나 톤인톤,

톤온톤 등의 배색기법, 면적비 등의 변인들을 사용하여

배색의 인상이나 색채조화에 관한 특징을 밝힌 연구들

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정량적 변인들을 활용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국외 배색감성연구는 배색감성에 대한 양적인

모델개발을 목표로 한 접근들(Ou & Luo, 2006; Ou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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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4a, 2004b; Ou et al., 2012)이 주목받고 있다. 배

색에 대한 색채선호도 모델연구(Ou et al., 2004a)에서

는 배색감성이 각 색채의 명확한 특징에 의해 결정되며

명도차와 채도차를 포함한 각 색채 간의 상호관계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2배색 색채조화

모델 연구(Ou & Luo, 2006)에서는 배색직물 색채의 조

화와 부조화를 평가하고, CIE의 L*, a* b*, C*, h값을 이

용하여 측정된 채도와 명도, 색상 간 차이의 효과를 고

찰하였는데, 2배색 색채조화모델은 이 세 가지 요소의 합

으로 계산되었다. 아울러 단색감성 점수의 선형 조합에

의한 모델을 제안하여 배색감성의 예측을 시도한 연구

들(Hogg, 1969; Ou et al., 2004b)도 보고되었다. 그 밖에

Sueeprasan et al.(2005)은 배색을 구성하는 색채 간의

명도차(∆L*), 채도차(∆C*ab), 색상차(∆Hab), 색차(∆Eab)

를 포함한 변인들과 배색감성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반면에 천연염색 소재 및 패션제품에 대한 배색연구

는 소수 진행되어 오고 있다. 천연염색을 활용한 배색감

성 패션제품의 개발연구(Yi et al., 2009)에서는 의류용

실크직물에 천연염색 색채를 발현하였는데, 발현된 톤

은 중명도 및 중채도 이하의 톤들로 동일톤과 유사톤의

원리를 이용하여 3배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적용한 천연염색 배색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Ko

(2010)는 제주전통 갈옷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갈옷제품

의 컬러를 조사하여 컬러의 출현빈도와 색상을 파악하

고, 갈옷의 색채이미지와 구체적인 색채영역을 분석하

여 갈옷과 조화된 배색이미지를 제안하였으며, Y. S. Kim

(2010)은 안동포를 천연염색한 후, 오방색을 기준으로

천연염색 색상의 색채를 활용하여 안동포의 다양한 색

채배색을 제안하고 디자인개발을 하였다. 그러나 고유

의 색채영역과 특성을 지닌 천연염색 직물을 대상으로

구성색채의 색채학적 특성과 배색감성 간의 관계를 정

량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천연염색 직물을 대상으로 구성 단색색채의 색

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배색감성에 대한 정량적 예측

모델을 제안한다면, 색채감성 지향적 천연염색 패션제

품의 색채감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

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

연염색 직물의 주요 색상인 적색과 황색의 배색직물 조

합을 대상으로 주관적 색채감성을 평가하고 구성단색

의 색채학적 특성 변인들을 활용하여 적색과 황색의 천

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 예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색과 적색의 천연염색 견직물의 배색조함을

대상으로 색채감성의 요인구조를 파악한다.

둘째, 황색과 적색의 천연염색 배색 견직물의 톤 조합

과 구성단색 간 물리적 색채 특성이 색채감성요인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셋째, 구성단색 간 물리적 색채 특성과 톤 조합을 활

용하여 황색과 적색 천연염색 배색 견직물의 색채감성

요인 예측모델을 구축, 제안한다.

II. 연구방법

1. 천연염색 배색직물

본 연구에서는 시판중인 다양한 천연염료로 염색한

견직물의 색채를 분석한 선행연구(Yang & Yi, 2010)에

서 사용한 황색과 적색계열 색채의 견직물로 배색한 직

물 조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직물 시료는 100%

견직물(satin, 0.21mm, 81.00g/m
2
) 생지였으며 배색직물

조합의 색채선정을 위하여 황색(Y)과 적색계열(R)을

발현한 단일염색 및 복합염색의 견직물의 PCCS 톤 분

포를 <Fig. 1>과 같이 살펴보았다. 톤 조합에 따른 배

색직물 조합을 구성하기 위하여 톤의 분포가 높은 d, lt,

g, ltg, dk를 사용하여 동일톤과 중차톤 배색직물 조합

을 설정하였으며 그밖에 대조톤 배색직물 조합을 구성

하기 위하여 b, p, sf톤을 사용하였다.

최종 선정된 천연염색 견직물의 배색직물 조합의 특

Fig. 1. Hue/Tone distribution of naturally dyed yellowish and reddish silk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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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naturally dyed color combination fabrics

Specimens Hue
Tone

PCCS

Munsell CIE
Dye

Dye

concentration

(%, o.w.f)

Mordant

Mordant

concentration

(%, o.w.f)H V C L* a* b* C* h

S1
Y sf 2.67Y 6.69 4.54 68.56 1.34 31.33 31.36 87.60 PM 50 Al 3

R sf 8.03R 4.54 5.97 46.82 24.70 17.79 30.44 35.80 GY/LC 5/5 Al 6

S2
Y d 1.25Y 6.22 5.19 63.87 4.42 34.29 34.57 82.70 PM 200 Al 3

R d 4.17R 4.33 5.50 44.67 24.36 10.69 26.60 23.70 LC/BN 300/50 Al 6

S3
Y g 0.68Y 4.08 2.31 42.01 3.16 15.37 15.69 78.40 PM 200 Fe 3

R lt 9.74R 6.04 5.79 62.08 20.96 20.26 29.15 44.00 MD 5 Al 3

S4
Y b 4.45Y 8.09 9.10 82.24 −2.72 64.35 64.41 64.35 GY 15 Al 6

R ltg 9.27R 6.23 4.72 64.01 17.33 15.65 23.35 15.65 RI/MD 10/5 Al 6

S5
Y b 1.34Y 8.23 10.16 83.56 7.35 67.22 67.62 67.22 GY 25 Al 6

R d 6.45R 3.14 7.99 32.19 35.65 20.03 40.89 20.03 LC 50 Al 3

S6
Y ltg 2.20Y 6.08 3.46 62.54 1.50 23.64 23.69 23.64 GW 200 Al 3

R ltg 1.53R 6.35 4.33 65.17 17.14 5.45 17.99 5.45 LC/GW 300/100 Al 6

S7
Y lt 5.83Y 8.20 6.18 83.33 −5.80 45.41 45.78 45.41 GY 5 Al 6

R lt 9.61R 6.18 5.35 63.49 19.45 18.42 26.79 18.42 LC/MD 5/5 Al 6

S8
Y p 0.08Y 7.61 2.22 77.51 2.00 14.72 14.86 14.72 LS 5 None -

R dk 6.30R 2.19 4.33 22.42 20.21 7.79 21.66 7.79 LC 300 Cu 3

Table 2. Color variables of naturally dyed color combination fabrics

Specimens
Tone 

Combination
∆L* ∆a* ∆b* ∆C* ∆h ∆Eab* ∆V ∆C ΣL* Σa* Σb* ΣC* Σh ΣV ΣC

S1 IT* 21.74 23.36 13.54 0.92 26.98 34.66 2.15 1.43 115.38 26.04 49.12 61.80 123.31 11.23 10.51

S2 IT 19.20 19.94 23.60 7.97 29.85 36.38 1.89 0.31 108.54 28.78 44.98 61.18 106.35 10.55 10.69

S3 MD** 20.07 17.80 4.89 13.46 12.63 27.27 1.96 3.48 104.09 24.12 35.63 44.84 122.41 10.12 8.10

S4 CT*** 18.23 20.05 48.70 41.06 32.99 55.73 1.86 4.38 146.25 14.61 80.00 87.76 134.50 14.32 13.82

S5 MD 51.37 28.30 47.19 26.73 48.10 75.28 5.09 2.17 115.75 43.00 87.25 108.51 113.09 11.37 18.15

S6 IT 2.63 15.64 18.19 5.70 23.3 24.13 0.27 0.87 127.71 18.64 29.09 41.67 104.01 12.43 7.79

S7 IT 19.84 25.25 26.99 18.99 31.71 41.95 2.02 0.83 146.82 13.65 63.83 72.57 140.72 14.38 11.53

S8 CT 55.09 18.21 6.93 6.80 18.26 58.43 5.42 2.11 99.93 22.21 22.51 36.51 103.34 9.80 6.55

*Identical tones, **Medium difference tones, ***Contrast tones

성은 <Table 1>과 같다. 배색에 사용된 염료로는 황색

계열의 색상발현을 위하여 치자황(GY)과 석류(PM), 오

배자(GW)를 사용하였으며 적색계열의 색상발현을 위하

여 랙(LC)과 꼭두서니(MD)의 단일염색 및 이들 염료와

복합염색으로 빈랑자(BN)와 생쪽(RI)을 사용하였다. 배

색은 동일톤(IT), 중차톤(MD), 대조톤(CT)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으며, 변별성을 위해 동일톤 집단 4개, 중차톤

집단 2개 대조톤 집단 2개로 구성하였다.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 특성 변인으로 톤 차이에

의한 집단과 CIE와 먼셀의 색채값의 차이 및 합을 계산

한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톤

차에 의한 집단은 동일톤(IT), 중차톤(MD), 대조톤(CT)

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CIE 및 먼셀 색채값에 의

한 색채특성으로는 각 색채값의 차이인 ∆L*, ∆a*, ∆b*,

– 1031 –



18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10, 2012

∆C*, ∆h, ∆Eab*, ∆V, ∆C와 각 색채값의 합인 ΣL*, Σa*,

Σb*, ΣC*, Σh, ΣV, ΣC를 선정하여 계산하였다.

2.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평가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평가를 위한 자극물로

황색계열과 적색계열 천연염색 견직물의 8개 배색조합

을 사용하였다. 크기 9×9cm
2
의 황색과 적색 단색직물을

세로 방향으로 배열하여 중간명도의 회색(N=5) 보드에

부착하였다. 피험자는 제주도 내 4년제 대학교에서 의류학

관련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20대 남녀 대학생 32명

(남:여, 16:16)이었으며, 색채감성형용사로는 I.R.I.(1997)

색채이미지 스케일의 23개 대표형용사를 사용하였다. 설

문지 형식은 −3~+3의 7점 의미미분척도로 구성하였다.

+3에는 I.R.I의 선정된 형용사를 −3에는 형용사의 부정

어를 사용하였다. 모든 색채감성평가는 표준광원박스

(Viewing Booth)의 D65에서 실시하였으며, 직물 시료가 제

시되는 순서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험자

집단을 3개로 나누고 집단마다 황색 적색 상하배열을 무

작위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각 피험자에게 감성

평가 1회에 최대 8개의 서로 다른 직물 시료를 동시에 제

시하여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약

4주 동안 실시하였다.

3. 통계분석

색채감성형용사 23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천

연염색 배색직물에 대한 감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 특성

인 톤 집단에 따른 감성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색채감성요인과

CIE 색채 특성 간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천연염색 배색직물

의 색채감성요인에 대한 정량화 예측모델을 구축하기 위

하여 단계적 선형회귀식을 구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요인 구조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요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 1을 기준시 스

크리 테스트(Scree-test)를 이용하여 요인수를 4로 결정

하였으며, 주성분 분석에 의한 베리맥스(Varimax)에 의

해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8회 반복 회전함으로 요인이

수렴되었다. 총 설명력은 62.590%로 각 감성요인의 명

칭과 성분행렬은 <Table 3>과 같다. 요인 1은 총 분산의

25.108%를 설명하며 ‘Joyful’이라 명명하였고 설명력이

가장 높아서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요인 1에 포함

되는 감성형용사로 ‘가볍다’, ‘맑다’, ‘선명하다’, ‘귀엽

다’, ‘다이나믹하다’ 등이 있다. 이는 미생물 유래 prodigi-

nine 색소로 천연염색한 직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i

et al., 2010)와 황색계 천연염색 견직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i et al., 2005)의 ‘유쾌성’, ‘명랑성’ 요인과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요인 2는 총 분산의 15.954%를 설

명하며 ‘Natural’이라 명명하였으며 ‘은은하다’, ‘내추럴

하다’, ‘수수하다’의 요인 적재값이 가장 컸다. 다양한 천

연염색 견직물의 색채감성이미지를 분석한 연구(Yang

& Yi, 2010)에서 제안한 ‘자연성’ 요인은 본 연구의 ‘Na-

tural’ 요인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요인 3은 총 분산의

11.400%를 설명하고 있으며 ‘Classical’이라 명명하였고,

‘우아하다’, ‘고상하다’, ‘클래식하다’ 순으로 요인적재값

이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총 분산의 10.128%

를 차지하며 ‘Soft’이라 명명하였다. 색채감성용어 ‘딱

딱하다’, ‘무겁다’, ‘부드럽다’를 포함하고 ‘딱딱하다’, ‘무

겁다’의 순으로 요인적재값의 절대값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산모시와 면을 대상으로 한 Kim and Lee(2005)

의 연구에서 도출된 ‘촉감’ 요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을 알 수 있었다.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를

계산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0.6 이상의 값이 나왔다. 그

중 요인 1은 0.902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각 요인별로 포함된 감성용어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충

분히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Fig. 2>는 각 색채감성요인별로 배색직물 조합들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Joyful’과 ‘Natural’ 요인에 대하여

배색직물 조합들의 관계는 <Fig. 2(a)>에서 알 수 있는

데, 다수의 황색과 적색 천연염색 배색직물들이 ‘Natu-

ral’ 감성이 긍정적으로 인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일

톤 집단에 속하여 구성직물의 명도와 채도 간 차이가 적

은 직물들(S1, S2, S6)은 ‘Joyful’의 요인점수가 음의 값

을 가져 부정적으로 평가된 반면에 ‘Natural’의 요인점

수는 양의 값을 나타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중차톤 집단에 속하면서 구성직물 간 CIE의 L*, a*, b*

값의 차이 뿐 아니라 색상각 h의 차이 및 색차가 가장 큰

배색직물 S5는 ‘Joyful’의 감성요인점수는 가장 높으면

서 ‘Natural’ 감성요인점수는 가장 낮아 부정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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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다. 반면, 두 요인 모두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으

로 평가받은 S7의 톤 조합은 light-light의 동일톤 배색

이었으며, 구성직물의 명도 합이 가장 큰 직물이었다. 즉,

두 직물의 명도값 합이 큰 배색직물이 ‘Joyful’과 ‘Natu-

ral’의 감성이 강하게 인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분포를 살펴보면<Fig. 2(b)>, 다수의 직물들이 ‘Soft’

감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서 황색과 적색의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은 부드럽고 덜 딱딱하

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Natural’ 감성

요인점수가 높았던 동일톤 집단 직물들은 ‘Classical’ 점

수 또한 긍정적으로 높으면서, ‘Soft’ 요인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중차톤 집단의 직물인 S3, S5는

모두 ‘Soft’의 요인점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면서, ‘Clas-

sical’ 점수는 음의 값을 보여 천연염색 배색직물이 중차

톤 집단일 때 ‘Soft’은 긍정적으로, ‘Classical’은 부정적

으로 인지되는 경향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Classical’

요인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배색직물들(S1, S2, S6, S8)은

모두 구성직물의 채도 차이가 작은 편이어서 채도값 차

이가 낮은 배색직물이 ‘Classical’ 감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톤 집단에 따른 색채감성

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s for color emotion of naturally dyed combination fabrics

Color emotion descriptors
Color emotion factors

Joyful Natural Classical Soft

light 0.856 −0.043 −0.123 −0.178

clear 0.813 0.108 0.003 −0.206

fragrant 0.774 0.085 0.007 −0.153

cute 0.730 0.288 −0.203 −0.260

splendid 0.729 −0.351 0.259 −0.031

sporty 0.684 −0.362 −0.071 0.116

dynamic 0.636 −0.530 −0.056 0.016

bright 0.611 −0.036 −0.024 −0.385

appeal 0.611 −0.135 0.529 0.050

vivid 0.611 −0.438 0.103 0.101

urban 0.522 −0.009 0.493 0.296

delicate −0.051 −0.778 0.288 −0.065

natural 0.059 0.737 −0.009 −0.021

pleasant −0.203 0.736 0.048 −0.194

mild 0.057 0.612 0.271 −0.124

strong* 0.173 −0.579 0.120 0.477

elegant 0.181 0.004 0.752 −0.126

refined −0.173 0.300 0.696 −0.002

classic −0.370 0.190 0.656 0.169

comfortable −0.025 0.466 0.492 −0.336

hard* −0.030 −0.105 0.052 −0.796

heavy* −0.309 −0.147 0.017 −0.713

soft 0.269 0.211 0.243 0.564

Eigen value 5.775 3.670 2.622 2.329

Variance (%) 25.108 15.954 11.400 10.128

Accumulative variance (%) 25.108 41.062 52.463 62.590

Cronbach's α 0.902 0.790 0.702 0.662

*anticoding descriptor for C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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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톤 집단에 따른 색채감성요인

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색채감성요인 ‘Joy-

ful’, ‘Natural’, ‘Classical’, ‘Soft’은 톤 집단에 따라 모

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Joyful’은 대조톤 집단(CT)에서 가장 높

은 요인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중차톤 집단(MD)과는 서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대조톤 집단과 중

차톤 집단은 ‘Joyful’이 가장 강하게 긍정적으로 인지되

는 톤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동일톤 집단

(IT)은 가장 낮은 음의 요인점수를 보여 ‘Joyful’이 부정

적으로 느껴지는 톤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Na-

tural’ 요인에서 중차톤 집단과 대조톤 집단은 서로 유

의한 차이가 없으면서, 가장 낮게 부정적으로 인지되는

천연염색 배색직물 톤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톤 집

단은 다른 톤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양의 요인점수 평

균값을 나타내어서 긍정적으로 인지된 것으로 해석된

다. 반면, ‘Classical’은 동일톤 집단과 대조톤 집단이 가

장 높은 양의 요인점수값을 보였으며, 서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Classical’이 부정적으로 인

지된 톤 집단은 중차톤 집단이었다. 마지막으로 ‘Soft’ 요

인은 중차톤 집단에서 가장 높게 느껴지는 요인이었으

며, 동일톤 및 대조톤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

일톤 및 대조톤 집단은 요인 ‘Soft’ 점수가 낮은 음의 점

수를 보이면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부정적으로 평

가되는 톤 집단이라고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하면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요인들은 톤 집단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

으로 동일톤 집단에서는 ‘Natural’과 ‘Classical’의 요인

점수는 양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반면에 ‘Joyful’와 ‘So-

ft’는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배색직물 색채 간 톤

이 같을 때, ‘Natural’과 ‘Classical’한 감성은 긍정적으로

인지되지만, ‘Joyful’와 ‘Soft’의 감성은 부정적으로 인

지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배색직물이 중차톤 집단일 때

에는 ‘Natural’과 ‘Classical’은 부정적, ‘Joyful’와 ‘Soft’

는 긍정적으로 인지되는 경향이었다. 한편, 대조톤 집단

의 배색직물은 ‘Joyful’와 ‘Classical’이 강하게 느껴졌으

나, ‘Natural’과 ‘Soft’의 감성은 약해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3.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물리적 색채 특성에 따른

색채감성요인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CIE와 먼셀의 색채값으로 계산

한 색채 특성 변인들이 색채감성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에서 요인 ‘Joyful’은 물리적 색채 특성들 중에서 Σa*를

제외한 모든 특성들과 유의적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내

었다. 특히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명도의 합(ΣL*, ΣV)과

채도의 합(ΣC*, ΣC), 색차(∆Eab*)값이 크거나, 명도의

차이(∆L*, ∆V)와 채도의 차이(∆C*, ∆C)가 큰 배색직물

일수록, 색채감성요인 ‘Joyful’이 주관적으로 더 강하게

인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노랑기미의 합인

Σb*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계수(0.526)를 보여서, ‘Joy-

ful’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색채의 물리적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Joyful’ 요인에 속하는 감성용어들

인 ‘Passive-Dynamic’, ‘Dark-Light’, ‘Sombre-vivid’가 선

행연구(Sueeprasan et al., 2005)에서 ∆Eab*
 
및 ∆C*와 정

Fig. 2. Factor scores of naturally dyed color combi-

nation fabrics.

Table 4. Differences of color emotion factors accord-

ing to tone combination groups

Color emotion

factors
IT MD CT F-value

Joyful
−0.260

a

0.215

b

0.305

b
9.365***

Natural
0.337

b

−0.478

a

−0.195

a
17.866***

Classical
0.145

b

−0.381

a

0.091

b
6.513**

Soft
−0.096

a

0.386

b

−0.194

a
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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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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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요인

‘Natural’은 명도의 합(ΣL*, ΣV)이 클수록 주관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경향인 반면에 채도의 합(ΣC*, ΣC)

이 큰 배색직물은 더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명도의 차이(∆L*, ∆V)와 색차(∆Eab*)는 요인

‘Natural’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서, 요인 ‘Joyful’과 대조

적인 결과를 보였다. 요인 ‘Classical’은 요인 ‘Joyful’ 및

요인 ‘Natural’과 달리 명도의 합(ΣL*, ΣV)이 작은 배색

직물일수록 주관적으로 강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채도

의 합(ΣC*, ΣC)은 요인 ‘Natural’과 마찬가지로 요인 ‘Clas-

sical’에 부적인 영향을 발휘하였으며, 채도의 차(∆C*, ∆C)

또한 요인 ‘Classical’에 부적인 영향을 주어서 요인 ‘Joy-

ful’과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So-

ft’는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명도 차이(∆L*, ∆V)가 크면

서 명도의 합(ΣL*, ΣV)을 작을수록 강하게 느껴지는 경

향이었는데, 선행연구(Sueeprasan et al., 2005)의 Hard-

Soft 감성도 ∆C*가 작아질수록 강하게 인지되는 경향이

었다. 한편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 ‘Soft’ 요인은

채도의 차이(∆C*)와 합(ΣC*, ΣC)이 모두 작을수록 주관

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빨강기미의 합인 Σa*

이 클수록 ‘Soft’가 높게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CIE와 먼셀 색채값으로 계

산한 색채특성 변인 중에서 배색직물의 명도 차이가 클

수록 색채감성요인 ‘Joyful’과 ‘Soft’가 강하게 인지되는

경향이며, 명도의 합이 크면 ‘Natural’ 또는 ‘Joyful’이 높

게 평가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채도의 차이

와 합이 큰 배색직물일수록 ‘Joyful’의 색채감성요인이 강

하게 느껴지며, 이들 색채값이 작을수록 ‘Classical’과 ‘So-

ft’의 감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었다. 마지막으로 배

색직물의 색차 또는 노랑기미의 합이 클수록 ‘Joyful’의

감성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4.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요인 예측모델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요인 예측모델을 제시

하고자, 톤 집단과 배색직물의 색채 특성을 함께 반영한

색채감성요인 예측모델을 제안하였다. 배색직물의 색채

감성요인점수를 종속변수로, 톤 집단(더미변수)과 CIE

및 먼셀 색채값에서 계산한 물리적 색채특성을 설명변

수로 이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각 감성요인별로 성립된

예측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Joyful’에는 Σb*가 정

적 설명변수로 진입함에 따라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Σb*

값이 클수록 ‘Joyful’ 요인점수가 높아져 ‘Joyful’이 강하

게 인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배색직물의 노랑기

미 값의 합이 커질수록 ‘Joyful’의 감성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Natural’은 Σa*가 정적 변수로, ∆L*, ∆a*,

∆h가 부적 설명변수로 진입하였다. 즉, 배색직물 색채

간 CIE 명도 및 색상각, 빨강기미 값의 차이가 작고, 빨

강기미 값의 합이 클수록 ‘Natural’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Classical’은 ∆C*, ΣV, ∆a*가 유의

한 설명변수로 진입함에 따라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

채 간 채도의 차이가 작으면서, 명도와 빨강기미 합이 많

을수록 ‘Classical’이 더 긍정적으로 인지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대조톤 집단이 정적 변수로 나타나서, 대조톤

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Classical’의 감성은 강해지는 경

향이었다. 마지막으로, ‘Soft’는 ΣL*와 ∆a*는 부적 영향

을 미치며, Σa*는 정적 영향을 미쳐서 배색직물의 색채

간 색채의 명도와 빨강기미의 차이가 적으면서, 두 색채

의 빨강기미의 합이 커질수록 ‘Soft’이 더 강하게 인지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lor variables and color emotion factors

∆L* ∆a* ∆b* ∆C* ∆Eab* ∆h ∆V ∆C

Joyful 0.278** 0.462** 0.486** 0.486** 0.511** 0.463** 0.288** 0.233**

Natural −0.509** −0.164** −0.080 −0.013 −0.421** −0.191** −0.506** −0.064

Classical 0.035 −0.137* −0.270** −0.309** −0.114 −0.194** 0.032 −0.178**

Soft 0.219* −0.023 −0.149* −0.222** 0.052 −0.027 0.212** −0.083

ΣL* Σa* Σb* ΣC* Σh ΣV ΣC

Joyful 0.369** 0.058 0.526** 0.512** 0.333** 0.382** 0.484**

Natural 0.373** −0.479** −0.062 −0.147* 0.347** 0.363** −0.186**

Classical −0.154* −0.076 −0.285** −0.272** −0.167** −0.155* −0.271*

Soft −0.443** 0.391** −0.148* −0.075 −0.380** −0.44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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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5 –



22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10, 2012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차톤 집단이 부적 설명변

수로 진입하였는데, 앞에서 중차톤 집단은 ‘Soft’ 감성요

인의 점수가 다른 톤 집단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서 후속연구에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3>은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물리적 색채성질과

색채감성요인 간의 관계에서 톤 집단에 따른 색채감성요

인점수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Fig.

3(a)>는 ‘Joyful’과 Σb*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앞서 논

의한 색채감성요인 예측모델에서도 ‘Joyful’은 배색직

물 간 노랑기미의 합인 Σb*에 의해서만 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한편, ∆L*은 ‘Natural’에 부적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로 S5와 S8을 제외한 대부분의 천연염색 배색직물들은

명도의 차이가 작을수록 ‘Natural’에 대한 감성은 크게 인

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3(b)). 또한 <Fig. 3(c)>는

‘Classical’과 ∆C*의 관계를 도식한 결과로, 대조톤 집

단에 속한 S8과 S4는 다른 배색직물들보다 회귀직선의

Table 6. Prediction models for color emotion factors by color variables and tone combination groups

Color emotion factors Models R
2

Joyful Y = 0.024Σb* − 1.228 0.568

Natural Y = −0.025∆L* − 0.036Σa*
 
+ 0.078∆a* − 0.018∆h + 0.343 0.991

Classical Y = −0.041∆C*
 
+ 0.630CT + 0.066ΣV + 0.021∆a* − 0.744 0.988

Soft Y = −0.013ΣL*
 
+ 0.041Σa* − 0.034∆a* − 0.115MD + 1.352 0.995

Fig. 3. Relationship between color variables and color emo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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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 위치하여서 대조톤 집단이 ‘Classical’ 감성의 예

측식에 정적인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ΣL*은 ‘Soft’ 예측모델에서 부적 변수로 진입하

여
 
배색직물 간에 명도 값의 합이 작아질수록 대부분의

배색직물들의 ‘Soft’에 대한 감성은 커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Fig. 3(a)). 따라서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물리적

색채성질 및 톤 집단에 따라 색채감성요인의 평가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Classical’과 ‘Soft’에 대해

서는 배색직물의 톤 집단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제시하

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색 직물의 주된 색상인 황색과

적색계열 직물의 배색조합을 대상으로 배색감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색채 특성 변인과 톤 조합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황색계열과 적색계열의 색상으로 조합한 배색 견

직물의 색채감성평가에서 추출된 색채감성요인은 ‘Joy-

ful’과 ‘Natural’, ‘Classical’, ‘Soft’이었으며, 이 중 ‘Joy-

ful’이 주요 배색감성요인으로 사료되었다. 감성요인 ‘Joy-

ful’은 ‘가볍다’, ‘선명하다’, ‘경쾌하다’, ‘귀엽다’ 등의 색

채감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Natural’은 ‘은은

하다’, ‘내추럴하다’, ‘수수하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였다. 또한 ‘Classical’은 ‘우아하다’, ‘고상하다’, ‘클래식

하다’와 정적 상관을 가졌으며, ‘Soft’는 ‘부드럽다’와는

정적인 관계를, ‘딱딱하다’와 ‘무겁다’와는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2. 황색과 적색계열 천연염색 배색 견직물의 톤 조합

집단에 따라 색채감성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동일톤 집단에서는 ‘Natural’과 ‘Clas-

sical’의 색채감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Joyful’와

‘Soft’는 부정적으로 인지되었다. 또한 배색직물이 중차

톤으로 구성되면 ‘Joyful’와 ‘Soft’는 긍정적으로 인지되

었으나 ‘Natural’과 ‘Classical’은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경

향이었다. 한편 대조톤 집단의 배색직물은 ‘Joyful’와 ‘Cla-

ssical’이 강하게 느껴졌으나, ‘Natural’과 ‘Soft’의 감성은

약해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3. CIE와 먼셀의 색채값으로 계산한 색채 특성 변인

또한 천연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요인과 유의한 상

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배색직물의 명도

와 채도의 차이 또는 합이 크거나 색차 또는 노랑기미

의 합이 클수록 색채감성요인 ‘Joyful’이 강하게 인지되

는 경향이며 명도의 합이 크거나 채도의 합과 색차는 작

을수록 ‘Natural’ 감성은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채도의

차이나 합이 작을수록 ‘Classical’은 긍정적으로 인지되는

반면에 명도의 차이가 크거나 채도의 차이와 합이 작을

수록 ‘Soft’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

4. CIE 및 먼셀의 색채값에 의한 색채 특성 변인과 톤 집

단을 이용하여 ‘Joyful’과 ‘Natural’, ‘Classical’, ‘Soft’의

색채감성요인의 회귀식을 구하여 황색과 적색계열 천연

염색 배색직물의 색채감성요인에 대한 예측모델을 제안

하였다. 모든 감성요인의 예측모델에 물리적 색채특성

변인 또는 톤 집단이 진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황색과 적색계열의 2배색 천연염색

직물 조합으로 개발된 패션제품의 색채감성요인을 예측

하여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천연

염색 패션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견직물만에 대하여 동일면적

의 일부 배색조합을 대상으로 한정된 피험자를 대상으

로 평가하였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황색과 적색 외에 청색과 녹색,

무채색 천연염색 직물의 배색감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져서 천연염색 직물의 배색감성 데이터를 다양하게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견직물 외에 면직물과 기타 섬

유조성 직물의 배색감성을 비교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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