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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is committed to inquire about the attributes of color schemes and their

imag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One, the preference of ranges of neon colors was

explicit, and the frequency of use of neon colors distinctively diverged season by season.

Two, it was observed that, with neon colors, an achromatic color scheme was a more

preferred arrangement. As for chromatic colors, neutral and mid-tone natural colors were

more favored since they did not tarnish the properties of neon colors and, yet, more

effective exhibiting images in diversity and variety. Three, the neon color fashion generally

displayed a dual image: its original classification embellished with neon colors rendering

the image of powerful and futuristic sensation. Having been around since the early 2000's,

the frequency and range of use of neon color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mostly by the

sports, leisure and related industries. Regardless of the fact, neon colors will be

rediscovered with a variety of color schemes and expand their application.

Key words 네온 컬러 배색 패션 이미지: neon color( ), color scheme( ), fashion image( ), trend

트렌드 컬러color( )



김지선 염혜정· / 네온 컬러 패션에 나타난 배색 특성과 이미지

123

서론.Ⅰ

모든 물체는 빛을 받으면 일부 파장의 빛은 반사

하고 나머지 빛은 흡수하거나 투과시키는데 이러한,

파장 비율의 차이에 따라 물체의 색은 제각기 달리

인식된다 색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눈으로 지각.

되고 인간의 심리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되기 때문

에 색 자체의 물리적 특성과는 별도로 인간의 뇌리

에 이미지로 해석되어 남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색.

의 심리적 속성은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자극하여

이미지를 완성하는 디자인 분야에서는 상당히 유효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패션디자인에서 형.

태 소재와 함께 기본 요소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3

차지하는 색채는 즉각적인 인지적 특성과 더불어 색

채 심리를 통한 비언어적 의사교환 수단으로 활용되

므로 색이 가지는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고찰이 매

우 중요하다.

패션에서의 색채는 당대의 유행과 시대상을 민감

하게 반영하여 유행의 경향을 상징하는 색인 유행색

개념을 성립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trend color) ,

의 패션 사례를 살펴보면 일탈에 가까운 화려함과

눈에 띄는 반항과 개성을 추구하는 시기에 네온 컬

러가 유행하였다 또한 최근의 첨단 디지털 라이프.

를 영위하는 시대의 유행색에는 네온 컬러가 큰 비

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쇄물 위주의 정보 매체에.

서 영화 인터넷 등의 영상 매체의 정보화 시대TV, ,

로 넘어오는 시대가 되자 색료의 혼합으로 표현되,

는 인쇄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디지털 컬러(digital

의 눈부시게 선명한 색채가 일상생활에서도color)

친숙하게 다가오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네온 컬러가 패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유행색으로 자리 잡았으

나 국내 연구 중 네온 컬러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연구는 색채교육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N. Lee,

이 유일하다 의 컬러 재현성 연구2012) . DPT (S. Kim

나 패션상품에서의 색채 활용과 배& Choi, 2012) ,

색 이미지 등, (B. Lim & Cho, 2013 ; S. Lim &

Lee, 2013) 다양한 분야에서 패션 컬러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패션 분야에서,

의 네온 컬러 이미지 및 활용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때문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패션 컬러로서의 네온 컬러의 개념과 활용배경 등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특히 현대 패.

션에 나타난 네온 컬러의 배색 특성과 이미지를 연

구함으로써 향후 네온 컬러를 활용한 배색 작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을 연구 목적으로

두었다.

본 연구는 진행과정을 크게 단계로 나누었으며3 ,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1

통해 네온 컬러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진행하였

다 네온 컬러의 개념과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

네온 컬러가 패션에 활용되어진 배경을 조사하였다.

단계에서는 컬렉션을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2

네온 컬러를 수집하여 배색 특성과 이미지를 빈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 시기는 년. 2004 SS

시즌부터 년 시즌까지의 해외 주요 대 컬2014 SS 4

렉션 사진자료로 하였다 최근 년간으로 연구의. 10

범위를 한정한 이유는 년대 초중반 이후 패션2000

에서의 유행색으로 네온 컬러가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디자인넷의 네온. , ‘ ’,

형광 키워드 검색 결과‘ ’ Report, Industry Trend,

등 거의 모Style, Collection, Trend, Fair, Market

든 카테고리에서 년대 초반부터 간간히 드러나2000

던 네온이라는 키워드가 년대 후반으로 갈수록2000

급증하여 년대 이후 지금까지 그 인기가 식지2010

않고 이어져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보그 코리아에서도 네온 형광 키워드 검색 결과‘ ’, ‘ ’ ,

해외 대 컬렉션에서 년대 중반부터 네온 컬러4 2000

의 사용이 주목되고 있으며 년대 후반 및2000 2010

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빈도가 급증하고 있었다 분.

석 대상이 된 컬렉션 사진자료 수집은 패션 컬렉션

이미지 제공 사이트인 과www.firstview.com

을 토대로 하였으며 사용된 네온 컬www.style.com ,

러의 주조색 및 보조색(dominant color) (assort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단color) . 3

계에서는 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1,2

서 나타나는 네온 컬러의 배색 특성 및 이미지와 관

련된 특성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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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및 절차.Ⅱ

조사물 선정1.

조사물 선정의 기준에 대해 밝히자면 패션 트렌,

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 중 지명도와 신뢰도를

고려하여 전문 트렌드 분석 회사 중 삼성 디자인넷

과 패션 매거진 중 보그 코리아의 보고서 및 기사를

활용하였다 이들 중 네온 형광의 키워드가 나타. ‘ ’, ‘ ’

난 보고서 및 기사 중 네온 컬러의 활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언급된 디자이너의 시즌 컬렉션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다시 이들 컬렉션의 작품들을 컬렉션,

이미지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www.firstview.

과 에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com www.style.com .

네온 컬러라는 색상 특성 상 리조트 컬렉션에서 특

히 부각되는 면이 있으나 리조트 컬렉션에서 나타나,

는 네온 컬러의 디자인들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네온 컬러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의미 즉 프레, ,

타포르테 컬렉션의 색상 구성과는 이미지 및 배색 특

성에 있어 별개의 경향이 농후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남성 컬렉션 및 오뜨꾸뛰르 컬렉션도 제외하고 프레

타포르테의 여성복 컬렉션만을 조사물 대상으로 보았

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에서 제외된 부분에 있어서는.

후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조사 대상 중에서도 네온

컬러가 액세서리에 들어간 경우는 제외하고 워드로

브에서의 네온 컬러의 특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네온 컬러는 색채 자체의 주목성에 의해 액센

트 컬러로서의 역할이 크므로 어떠한 배색 컬러에나

액센트 컬러로서의 활용이 높은 만큼 연구 대상에,

서는 주조색과 보조색을 제외한 액센트 컬러로 사용

된 경우는 배색 특성의 분석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러나 네온 컬러가 액센트.

컬러의 역할을 하더라도 경우 보조색 이상의 면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무채색과의

배색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무채색과 배색.

되는 경우 이러한 케이스가 많았음을 밝혀둔다 또.

모티브가 작은 반복 패턴은 패턴의 모양에 따라 이

미지와 배색효과가 크게 달라지며 네온 컬러 자체,

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도 후속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기준으.

로 조사물 선정의 대상이 된 컬렉션은 총 개 컬렉53

션으로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절차2.

선정된 조사물은 본 연구자가 시감분류 한 후 주,

관적인 판단을 방지하고자 팬톤의 네온 컬러 가이드

를 참고하여 패션디자인 전공의 박사과정 수료 이상

의 연구자 인의 확인을 거쳤다 이 과정을 거쳐 최2 .

종적으로 총 개 컬렉션에서 개 작품이 분석대53 304

상으로 선정되었다.

배색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분석 대상,

에서 동류의 네온 컬러라 할지라도 네온 컬러로서

선호되는 색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

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러한 점 때문에 네온 컬러.

에서 주로 사용되는 색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을

유사색상으로 묶어 순위별 색상군으로 나타내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규격 의 물체색의 색이름(KS) (A

에0011: Names of non-Luminous object colours)

따라 각 색상을 계통색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러나.

계통색명으로 나타내기에는 톤의 차이가 현저하여

본래의 컬러와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

어 나 등은 계통색으로 묶지 않고 관Pink Sky Blue

용색 이름으로 별도 표기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

에서 범주화된 네온 컬러는 Blue, Green, Orange,

Purple, Pink, Red, Sky Blue, Yellow, Yellow

의 가지 색이다Green 9 .

이렇게 범주화된 네온 컬러를 분석함에 앞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단일색으로 사용,

된 작품과 배색으로 사용된 작품으로 크게 두 분류

로 나누었다 배색으로 사용된 작품은 다시 네온 컬.

러들끼리만 배색된 경우 네온 컬러와 무채색 배색, ,

네온 컬러와 유채색 배색 네온 컬러와 무채색 유, ,

채색이 함께 배색된 경우의 가지 배색 유형으로 나4

누어 볼 수 있었다 이 밖에 메탈릭 컬러가 배색에.

사용된 경우도 있었으나 매우 미비하여 구체적 언급

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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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llection List for Analysis

www.samsungdesign.net www.vogue.co.kr

2004 SS Millan Emporio Armani

2005 SS Millan DSquared²

2005 FW New York Marc by Marc Jacobs

2007 FW London Paul Smith*

2007 FW London Preen*

2007 FW New York DKNY

2007 FW London Paul Smith*

2007 FW London Preen*

2007 FW Paris Karl Lagerfeld

2008 SS Milan Marni*

2008 SS Milan Jil Sander

2008 SS New York Anna Sui*

2008 SS Millan Marni*

2008 SS New York Anna Sui*

2008 SS Paris Karl Lagerfeld

2009 SS New York DKNY*

2009 SS New York Doo.Ri*

2009 SS New York Marc by Marc Jacobs*

2009 FW New York Marc Jacobs*

2009 SS New York DKNY*

2009 SS New York Doo.Ri*

2009 SS New York Marc by Marc Jacobs*

2009 SS New York Rodarte

2009 FW New York Marc Jacobs*

2009 FW New York Marc by Marc Jacobs

2009 FW New York Michael Kors

2009 FW New York Narciso Rodriguez

2010 SS Paris Louis Vuitton*

2010 FW London Matthew Williamson

2010 FW Paris Balenciaga

2010 SS Millan DSquared²

2010 SS Paris Louis Vuitton*

2011 SS London Christopher Kane*

2011 SS London Jonathan Saunders*

2011 SS Paris Balenciaga

2011 FW New York Proenza Schouler

2011 FW New York Rag & Bone*

2011 SS London Christopher Kane*

2011 SS London Jonathan Saunders*

2011 SS Millan Prada

2011 SS Paris Cacharel

2011 SS Paris Lanvin

2011 SS Paris Loewe

2011 SS Paris Miu Miu

2011 SS Paris Yohji Yamamoto

2011 FW London Christopher Kane

2011 FW New York Rag & Bone*

2012 SS New York Alexander Wang

2012 SS New York Rag & Bone

2012 FW London Matthew Williamson

2012 FW Milan Prada

2012 SS Millan Blumarine

2012 SS Millan Jil Sander

2012 FW Millan Blumarine

2012 FW Millan Giorgio Armani

2013 SS New York Proenza Schouler

2013 FW Lonon Richard Nicoll

2013 FW Lonon Tom Ford

2013 SS New York Alexander Wang

2013 SS New York Rag & Bone

2013 SS Millan Prada

2013 FW London Jonathan Saunders

2013 FW Millan Iceberg

2014 SS New York J. Crew

2014 SS New York Theyskens Theory

* indicates repetition from both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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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네온 컬러의 패션 이미지에 대해서 분

석하였다 패션 이미지는 의상을 통해 나타나는 분.

위기나 연상이라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의 요소인 선,

색채 재질 등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섬유에 투영, .

되어 나타나는 패션 색채는 색상만으로 그 이미지를

드러내기 어려우며 재질 면적 등의 요소와 더불어,

무드를 결정한다 이러한 특(J. Lee & Jung, 2004).

성으로 인해 컬러로 표현되는 패션 이미지는 단순

인쇄용 색상들과 비교하면 복잡다단한 요소들에 의

해 차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네온 컬러의 배색이 어

떠한 이미지로 연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대패

션디자인(H. Park, Lee, Yum, Choi, & Park, 2006)

에서 제시한 패션이미지 분류에 의거하여 클래식,

엘레강스 모던 매니시 스포티브 아방가르드 에, , , , ,

스닉 페미닌의 개 기본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물, 8 .

론 패션이미지는 색상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 요소

의 조합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네온 컬러가 어떤 이미지의 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사

용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네온 컬러에 대한 이론적 고찰.Ⅲ

네온 컬러의 개념 및 일반적 특성1.

네온 컬러는 색의 명칭 자체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네온 자체는 빛깔도 냄새도 없는 가. (Neon)

스 상태의 원소를 지칭하나 방전관에 넣어 화려한

빛을 내게 만드는 물질이며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온이라 하면 발광성이 포함된 색채라고 인식하‘ ’ ‘ ’

게 된다 즉 네온 컬러라는 명칭 자체가 빛을 지. , ‘ ’

칭하는 용어가 포함된 것이다 네온 컬러는 다수의.

문헌에서 형광색 으로 옮( , fluorescent color)螢光色

겨지기도 하는데 영어 사전상의 형광성을 뜻하는

는 네온사인의 특성과 동일시되므로‘fluorescent’ ,

네온 컬러는 형광색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형.

광색은 그 자체에 발광성이 있거나 혹은 그와 같이

보이는 인공적으로 선명한 색을 말한다 빨강 오렌. ,

지 노랑 초록 등 난색계 중간색계의 색에 많으며, , ,

그곳만 뜬 것 같이 보이는 효과를 갖는다(Fashion

specialty materials Compilation Committee

특히 네온 컬러 효과[FSMCC], 1997). (neon

는 선의 일부가 다른 색이나 밝기로 바뀔 때effect)

그 색이나 밝기가 주위로 새어나오는 것처럼 지각되

는 착시로 이 색의 지각상태가 네온관의 빛을 연상

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바 네온 컬(Y. Park, 2007),

러는 대상의 색과 빛이 주변으로 번지는 것처럼 느

껴지는 화려한 색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컬러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네온 컬러를 의미하는 용어로 데이글로

컬러 가 있는데 이를 두고 색채용어(day-glo color) ,

사전에서는 인쇄용 형광잉크의 상품명으로 네온풍의

인공적인 형광색을 의미 선명하고 화려하며 눈에.

띄는 강렬한 이미지로 도시의 냉정한 감성을 불러일

으키는 색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Y. Park, 2007).

한 패션전문자료사전에서는 네온풍의 인공적인 촉광

색으로 단순히 네온 컬러 촉광 컬러라고도 하며 단,

지 선명한 것뿐만 아니라 빛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 도회적이며 멋있는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색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FSMCC, 1997).

네온 컬러는 일반적인 색체계로 규명할 수 없는

색채로서 발광성을 띤 듯한 독특한 특성 때문에 주,

목성이 매우 크다 때문에 중후하고 차분한 색들과.

는 달리 주로 가볍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야

하는 디자인에 쓰여져 왔다.

패션에서의 네온 컬러의 활용 배경2.

네온 컬러는 다른 색상들에 비해 일반적이지 않다

는 인식이 강하므로 패션 및 일상생활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색채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계기가 필요

하다 이 계기가 되었다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년대에 나타난 사이키델릭 아트1960 (Psychedelic

이다art) .

사이키델릭이란 와 를 합성한‘psycho’ ‘delicious’

일종의 심리적 황홀 상태를 가리키는 신조어로서,

이러한 상태를 연출하는 것이 사이키델릭 아트이다

사이키델릭 아트는(World Art Glossary, 1999).

아트라고도 불리는데 환각제인 의 복용으LSD , 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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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극채색의 선명한 무늬가 시각적으로 체험되는데

서 비롯되었다 사이키델릭 아트 작품들은 그 색상.

이 눈부신 원색과 형광색이 섞인 자극적인 배색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독특한 컬러의 작품들이 대두됨.

에 따라 다양한 시각디자인 분야와 패션 음악 영, ,

상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사이키델릭 색채.

는 기성 가치관의 붕괴와 더불어 반항과 저항의 반

사회적인 수단으로서 밝고 선명한 색채를 사용하여

색채혁명과 더불어 색채의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계

기가 되었다 또한 사이키델릭은 패(Y. Kim, 2006).

션에서는 일상적인 감각 영역을 확대시킨 색다른 무

늬나 형광성이 강렬한 색 사용 등을 중심을 하는 풍

Table 2. 'Color of the Year' by the Pantone since 2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Radiant Orchid
18-3224

- http://www.pantone.com

속을 말한다 갑자기 눈을 자극하는 느낌의 형광색.

이나 극채색 등 무지개와 같은 사이키 컬러를 사용

하여 선명한 프린트 무늬를 넣어 구성하는 옷이 사

이키 스타일이다(Doopedia, 1996).

이처럼 사이키델릭 색채 중 하나인 네온컬러는

년대 일어난 이러한 사이키델릭 운동을 배경으1960

로 탄생하였고 오늘날의 눈부신 형광색채를 사용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등의 장식적인 요소와 화려

한 사이키델릭 패션에 이르기까지 시대적으로 새롭

고 획기적인 것과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을 추구하는

대중들의 선호도에 따라 감각적으로 사용되어진 것

을 알 수 있다(N. Le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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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유행색으로서의 네온 컬러 동향3.

년대에는 개별적인 스타일을 표현하는 컬러2000

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컬러 역시도 개인적

개성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선명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색채 사용의 일환으

로 네온 컬러가 유용하게 쓰임으로써 사용빈도가 증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팬톤.

에서 공개한 년 이후의(Pantone) 2000 ‘Color of the

를 살펴보면 최근까지 더 밝고 선명한 색채가Year’

유행색으로 소개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Table

2).

이러한 경향은 네온 컬러의 유행에도 그대로 반영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에 맞춰 년 팬톤에서는2012

기존의 파스텔 컬러에 색의 네온 컬러를 추가하여56

컬러 가이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Table 3. Increase in Keyword ‘Neon’

samsungdesign net
vogue

Korea
Total

Report
Industry

Watch
Style Collection Trend Fair Market Collection

2014 12 8 14 11 9 8 - - 62

2013 14 13 23 11 13 13 2 11 100

2012 13 10 20 17 30 8 6 5 109

2011 14 11 8 14 7 9 1 9 73

2010 6 8 2 13 3 3 1 2 38

2009 6 7 1 9 6 3 - 6 38

2008 4 7 - 8 15 2 1 3 40

2007 2 2 1 9 2 1 1 3 21

2006 1 4 - - 1 - 1 - 7

2005 1 - - - - 1 - 1 3

2004 3 - 2 1 6 3 - 1 16

2003 3 4 - - - 3 - - 10

2002 1 4 - - 1 1 - - 7

2001 - - - - 1 - - - 1

또한 패션에서는 년대 후반 이후 네온 컬러2000

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서론에,

서도 언급한 바 있는 자료에서 네온 키워드가 출현

하는 양상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Table

3).

여성 의류 및 신발은 전체적으로 밝고 화려하며

눈부시게 선명한 컬러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서도 단연 돋보이는 컬러는 네온 컬러이다 활동성.

과 세련됨을 강조할 수 있는 네온 컬러를 포인트로

하여 배색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며 더불어 네,

온 컬러와 배색하기 좋은 무채색 계열이 강세를 띄

고 있다 네온 컬러는 패턴에까지 영(N. Lee, 2012).

향을 미쳐 플라워 패턴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카무플

라주와 레오파드 패턴에까지 응용되고 있다 네온.

컬러는 매년 시즌에 크게 주목되어 소개되고S/S

있으며 최근에는 언더웨어 브랜드에서의 활용이 두,

드러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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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에 나타난 네온 컬러의 배색.Ⅳ

특성

배색이란 목적과 기능에 합치된 미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복수의 색채를 의식적으로 짜서 맞추는 것,

으로 정의된다 패션 디자인(Psychedelic Art, 1996).

에서의 색채는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단일색으,

로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

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색채의 이미지는 단색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의

배색으로 사용할 때 다양한 이미지가 더욱 효과적으

Table 4. Example of Color Scheme

Use of

Color Scheme

Types of

Color Scheme
Photo

Solid Color

2011 S/S

Christopher Kane

-www.style.com

2011 S/S

Prada

-www.style.com

2011 S/S

Cacharel

-www.style.com

Color Scheme N/N

2011 S/S

Cacharel

-www.style.com

2011 S/S

Loewe

-www.style.com

2012 S/S

Blumarine

-www.style.com

로 발현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색이라 할지라도 어,

떠한 색과 배색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

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네온 컬러의 컬렉션 작품

중에서 네온 컬러와 배색된 색상을 살펴보았다 먼.

저 단일 네온 컬러로 사용된 경우와 배색으로 사용

된 작품의 비율을 알아보고 배색으로 사용되었을,

시에 다른 컬러의 네온 컬러와 배색된 경우 네온,

컬러가 아닌 유채색과 배색된 경우 무채색과 배색,

된 경우 유채색과 무채색이 함께 배색된 경우의, 4

가지 배색 유형의 비율을 정리해보았다 이에 따른.

실제 사진자료를 에 예시로 제시하였다Tabl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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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Use of

Color Scheme

Types of

Color Scheme
Photo

Color Scheme

N/A

2011 S/S

Lanvin

- www.style.com

2012 S/S

Blumarine

- www.style.com

2012 S/S

Blumarine

- www.style.com

N/C

2011 S/S

Cacharel

- www.style.com

2013 F/W

Jonathan Saunders

- www.firtstview.com

2013 F/W

Richard Nicoll

- www.firstview.com

N/A/C

2012 F/W

Matthew Williamson

- www.style.com

2013 F/W

Jonathan Saunders

- www.firtstview.com

2013 F/W

Iceburg

- www.first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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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Use of

Color Scheme

Types of

Color Scheme
Photo

Color Scheme N/M

2012 S/S

Blumarine

- www.style.com

2011 S/S

Loewe

- www.style.com

2012 S/S

Blumarine

- www.style.com

Key to abbreviations : N - neon color / A - achromatic color / C - chromatic color / M - metalic color

Table 5. Analysis on Frequence of Neon Colors

Neon color
Solid Color Color Scheme Total

N % N % N %

Blue 5 8.3 46 13.7 51 12.9

Green 3 5.0 17 5.1 20 5.1

Orange 14 23.3 81 24.2 95 24.1

Purple 2 3.3 12 3.6 14 3.5

Pink 13 21.7 54 16.1 67 17.0

Red 6 10.0 29 8.7 35 8.9

Sky Blue - - 31 9.3 31 7.8

Yellow 4 6.7 37 11.0 41 10.4

Yellow Green 13 21.7 28 8.4 41 10.4

sum 60 100.0 335 100.0 395 100.0

네온 컬러의 빈도 분석1.

분석 대상이 된 점의 작품 중 가지 네온 컬304 1

러가 단일색으로 나타난 경우는 점이었으며 나머60 ,

지 점의 작품은 단일색이 아니라 배색으로 표현244

되었다 에서 보다시피 전체 분석 대상에 나. Table 5

타난 네온 컬러의 사용 빈도는 가Orange 24.1%(95

건 로 위를 차지했고 건) 1 , Pink 17%(67 ), Blue

건 와 이 각각12.9%(51 ), Yellow Yellow green

건 가 건10.4%(41 ), Red 8.9%(35 ), Sky blue 7.8%

건 건 이 건(31 ), Green 5.1%(20 ), Purple 3.5%(14 )

순으로 나타났다 배색으로 사용된 네온컬러의 빈도.

에는 배색으로 인해 작품의 수가 중복되었음을 밝혀

둔다 이를 통해 네온 컬러로서 선호되는 컬러군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Figure 1).

또한 네온 컬러가 중요한 이슈가 된 개 컬렉션53

중 컬렉션이 개 컬렉션이 개로 네온SS 31 , FW 22 ,

컬러의 출현 자체는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즌에 따라 네온 컬러.

의 출현 빈도와 사용되는 색상은 큰 차이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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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lue

G - Green

O - Orange

P - Purple

Pk - Pink

R - Red

Sb - Sky Blue

Y - Yellow

YG - Yellow Green

Figure 1. Frequency of Use of Neon Colors

B - Blue

G - Green

O - Orange

P - Purple

Pk - Pink

R - Red

Y - Yellow

YG - Yellow Green

Figure 2. Frequency of Use of Neon Colors in Solid Colors by Season

으로 드러났다 먼저 가지 색의 네온 컬러가 단일. , 1

색으로 사용된 경우는 시즌에 집중되어 있어 더SS

화사하고 밝은 계절적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인

다 계열의 네온 컬러. Orange, Pink, Yellow Green

가 시즌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이러한 경SS

향을 뒷받침하였다(Figure 2).

네온 컬러가 배색으로 사용된 경우는 사용빈도에

있어 시즌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계열의 네. Orange

온 컬러가 많이 나타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오히

려 시즌에 더 많이 나타났고FW , Blue, Pink,

계열의 네온 컬러들도 시즌에Yellow, Purple FW

사용빈도가 높았다 특히 계열은 시즌에. Blue SS 7

건 시즌에 건이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FW 16 .

이는 네온 컬러 중 비교적 차분한 느낌을 주는 Blue

계열이 시즌의 색상들과 배색이 용이하기 때문FW

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계열의. Yellow Green

네온 컬러는 시즌 건 시즌 건으로 단일SS 12 , FW 2

색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색에서도 SS

시즌 컬러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것이다 그.

밖에도 계열이 단일색으로 시즌에 사용Yellow FW

되지 않은 것은 단일색으로는 의Neon Yellow S/S

계절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Sky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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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lue

G - Green

O - Orange

P - Purple

Pk - Pink

R Red–

Sb - Sky Blue

Y Yellow–

YG - Yellow Green

Figure 3. Frequency of Use of Neon Colors in Color Scheme by Season

Table 6. Current State of Neon Colors

Use of Neon Colors N %
Types of Color

Scheme
N %

1 color 155 63.5 N/N 20 8.2

1 color two-tone 6 2.5 N/A 154 63.1

2 color 75 30.7 N/C 18 7.4

3 color 7 2.9 N/A/C 47 19.3

4 color 1 0.4 N/M 5 2.0

sum 244 100.0 sum 244 100.0

Key to abbreviations : N - neon color / A - achromatic color / C - chromatic color / M - metalic color

계열이 시즌을 막론하고 단일색으로는 나타나지 않

은 이유는 에 비해 톤에서 나타나는 네온 컬러Blue

로서의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Figure 3).

네온 컬러 패션의 배색 분석2.

네온 컬러는 다른 컬러들과 마찬가지로 단일색으

로 사용되기 보다는 배색으로 사용되어 더욱 다채로

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네온 컬러가 배색으로 사.

용된 개의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 네온 컬러들끼244 ,

리만 배색된 경우가 점 네온 컬러와 무채8.2%(20 ),

색 배색이 점 네온 컬러와 유채색 배색63.1%(154 ),

점 네온 컬러와 무채색 유채색이 함께 배7.4%(18 ), ,

색된 경우 점 네온 컬러와 메탈 컬러가19.3%(47 ),

배색된 경우 점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2.0%(5 ) .

보면 네온 컬러는 그 강렬한 특성으로 인해 무채색

과의 배색이 선호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배.

색 작품 중 네온 컬러만의 사용 양상을 보면 가지, 1

네온 컬러가 다른 색과 배색된 경우가 63.5%(155

점 로 가장 많았고 가지 네온 컬러 사용이) , 2

점 가지 네온 컬러 점 가지30.7%(75 ), 3 2.9%(7 ), 4

네온 컬러 점 가지 계열의 네온 컬러가 투0.4(1 ), 1

톤으로 배색에 이용된 경우는 점이었다2.5%(6 )

(Table 6).

다음 는 네온 컬러만으로 이루어진 작품Figure 4

의 배색을 분석한 것이다 배색 작품 전체 중. 8.2%

에 불과한 배색 형태이지만 범주화된 네온 컬러들

사이의 배색이 대부분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와 의. Neon Orange Neon Pink

사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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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O/Pk/B 5%(1)

O two-tone 15%(3)

YG two-tone 5%(1)

Total : 100%(20)

B - Blue

G - Green

O - Orange

P - Purple

Pk - Pink

R Red–

Sb - Sky Blue

Y Yellow–

YG - Yellow Green

Figure 4. Color Scheme Analysis on Type of Neon Color/Neon Color

Table 7. Color Scheme Analysis on Type of Neon Color/Achromatic Color

Neon color
Achromatic

color
N % Neon Color

Achromatic

color
N %

B

Bk 3 1.9
Sb

Bk 4 2.6

Gy/Bk 4 2.6 Wh/Bk 5 3.2

Wh/Bk 3 1.9 Y Bk 5 3.2

G Wh/Bk 5 3.2 YG Bk 4 2.6

O
Bk 12 7.8 G/B Bk 4 2.6

Gy 3 1.9 O/B Bk 3 1.9

Pk
Bk 6 3.9 O/Pk Bk 3 1.9

Gy 4 2.6 YG/B Bk 4 2.6

R

Bk 5 3.2 others 69 44.8
Gy 3 1.9

sum 53 34.4Wh/Bk 5 3.2

Key to abbreviations : B Blue / G Green / O Orange / P Purple / Pk Pink / R Red / Sb - Sky– – – – – –

Blue / Y Yellow / YG - Yellow Green / Bk Black / Gy Gray / Wh - White– – –

네온 컬러와 무채색 간의 배색은 배색 작품 전체

중 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빈도분석63.1% .

결과 배색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여 대부분의

배색조합의 종류가 가지씩 나타나 빈도분석 전1~2

체를 언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때문에 의 빈도분석에서는 빈도 이. Table 7 2

하의 배색조합은 통합표기하였다 가장 많은 배색조.

합은 의 조합으로 건를Neon Orange/Black 7.8%(12 )

차지하였고 두 번째는 의 조합으로Neon Pink/Black

건 였다3.9%(6 ) (Table 7).

네온 컬러와 유채색 간의 배색은 배색 작품 전체

의 를 차지하며 배색조합은 과 같다7.4% Table 8 .

각 네온 컬러 당 가지의 경우만 나타나고 있어1~2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 않으나 Neon Orange, Neon

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Pink, Neon Red .

네온 컬러와 배색된 무채색과 유채색만의 경향은

와 에서 볼 수 있다 의 결Table 9 Table 10 . Table 9

과를 보면 이 배색된 경우가 건, Black 44.2%(68 ),

와 이 같이 배색된 경우가 건White Black 26.0%(40 )

로 나타났다 전체 배색방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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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lor Scheme Analysis on Type of Neon Color/Chromatic Color

Neon color
Chromatic

color
N % Neon color

Chromatic

color
N %

G bV/G 2 11.1

R

Be 1 5.6

O

Be 2 11.1 Be/Br 1 5.6

Be/Br 1 5.6 Br two-tone 1 5.6

Br 1 5.6 Sb bV 1 5.6

Br two-tone 1 5.6
YG

Be 1 5.6

bV 1 5.6 B/Br 1 5.6

Sb/YG 1 5.6

sum 18 100.0
Pk/O

Be 1 5.6

Br 1 5.6

P/Sb 1 5.6

Key to abbreviations : G Green / O Orange / Pk Pink / R Red / Sb - Sky Blue / YG -– – – –

Yellow Green / bV - Bluish Violet / Be Beige / Br Brown / P Purple / B Blue– – – –

Table 9. Frequency of Achromatic Colors in N/A

Color Scheme

Achromatic color N %

Bk 68 44.2

Gy 13 8.4

Gy/Bk 9 5.8

Wh 14 9.1

Wh/Bk 40 26.0

Wh/Gy 5 3.2

Wh/Gy/Bk 5 3.2

sum　 154 100.0

Table 10. Frequency of Chromatic Colors in N/C

Color Scheme

Chromatic color N %

B/Br 1 6.3

Be 4 25.0

Be/Br 2 12.5

Br 2 12.5

Br twe-tone 2 12.5

bV 2 12.5

bV/G 1 6.3

P/Sb 1 6.3

Sb/YG 1 6.3

sum 16 100.0

이 무채색 배색이 네온 컬러의 주목성으로 인한 특,

성을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데 유용하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반면 네온 컬러와 배색된 유채색의. ,

종류를 보면 Beige, Beige/Brown, Brown, Brown

투톤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네온 컬러와의 조화로움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 네온 컬러. /

유채색 무채색의 배색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네온 컬러와 유채색 무채색이 배색에 모두 사용,

된 경우의 컬러 조합은 과 같이 나타났다Table 11 .

번만 나타난 조합은 모두 기타로 통합하여 표시하1

였으며 전체 배색조합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숫자가

이에 해당되었다.

네온 컬러와 무채색만 배색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배색 방법에서도 주목할 만큼 현저한 횟수로 반

복되는 특정 컬러의 조합은 나타나지 않았다. Neon

의 조합과Blue / Beige / Brown / White / Black

Neon Sky Blue / Neon Yellow / Green / White

조합이 회씩 나타났을 뿐이다3 .

그러나 각 컬러의 빈도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결과

가 나타나고 있다 네온 컬러의 사용 빈도는 앞서.

설명한 전체의 빈도에 상응하나 배색에 사용된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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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lor Scheme Analysis on Type of N/C/A

Neon color Chromatic color Achromatic color N %

B Be/Br
Bk 2 4.3

Wh/Bk 3 6.4

O　
Be

Bk 2 4.3

Gy 2 4.3

Br Bk 2 4.3

Pk B Wh 2 4.3

Y Br Wh/Gy/Bk 2 4.3

O/Pk G Wh 3 6.4

O/P G Wh 2 4.3

Sb/Y G Wh 3 6.4

others 24 51.1

sum 47 100.0

Key to abbreviations : B Blue / O Orange / Pk Pink / Y Yellow / P Purple / Sb - Sky Blue / Be– – – – –

Beige / Br Brown / G Green / Bk Black / Gy Gray / Wh - White– – – – –

Table 12. Frequency of Chromatic and Achromatic Colors in N/C/A Color Scheme

Chromatic color N % Achromatic color N %

B 7 14.9 Bk 12 25.5

Be 9 19.1 Gy 3 6.4

Br 7 14.9 Wh 16 34.0

Be/Br 6 12.8 Wh/Bk 10 21.3

bV 2 4.3 Wh/Gy 2 4.3

G 12 25.5 Gy/Bk 1 2.1

O 1 2.1 Wh/Gy/Bk 3 6.4

Pk 1 2.1

R 1 2.1

Sb 1 2.1

sum 47 100.0 sum 47 100.0

Key to abbreviations : B Blue / Be Beige / Br Brown / bV Bluish Violet / G Green / O Orange– – – – – –

/ Pk Pink / R Red / Sb - Sky Blue / Bk Black / Gy Gray / Wh - White– – – –

색은 매우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는. Table 12

이 배색 형태에 나타난 유채색과 무채색을 따로 분

류해 분석한 것으로 이 건으로 위, Green 25.5%(12 ) 1

를 차지했으나 배색을 고려하면Beige/Brown

와 이 사용된 빈도에서 위를 차지하Beige Brown 1, 2

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에 나타난 것과 마. Table 10

찬가지이며 네온 컬러와 유채색이 배색될 때에는,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의 와 같은 뉴트럴 컬러Beige

가 선호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와. Blue

과 같은 중간톤의 내추럴 컬러도 네온 컬러와Green

의 배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

한 유채색을 배색 컬러로 가미함으로써 네온 컬러,

의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더욱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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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매우 드물게 네온 컬러와 메탈릭 컬러가

배색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네온 컬러의.

주목성을 한층 높여주는 효과가 있었으나 Neon

Purple/Metalic Purple, Neon Sky Blue/Metalic Sky

의 조합처럼 같은 계통색의 유사조화를 이루거Blue

나 를 액센트로 사용하여 조화롭게 배색되었다Gold .

컬렉션에 나타난 네온 컬러의 패션 이미지3.

패션 이미지는 의상을 통해 나타나는 분위기나 연

상이라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의 요소인 선 색채 재, ,

질 등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섬유에 투영되어 나타.

나는 패션 색채는 색상만으로 그 이미지를 드러내기

어려우며 재질 면적 등의 요소와 더불어 무드를 결,

정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J. Lee & Jung, 2004).

해 컬러로 표현되는 패션 이미지는 단순 인쇄용 색

상들과 비교하면 복잡다단한 요소들에 의해 차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네온 컬러의 배색이 어

떠한 이미지로 연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대패

션디자인( 에서 제시한 패션이H. Park et. al., 2006)

미지 분류에 의거하여 클래식 엘레강스 모던 매니, , ,

시 스포티브 아방가르드 에스닉 페미닌의 개 기, , , , 8

본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물론 패션이미지는 색상뿐.

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 요소의 조합으로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네온 컬러가 어떤 이,

미지의 디자인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

Table 13. Image Frequency and Radar Chart on Neon Color Fashion

image N %

manish 28 9.2

modern 24 7.9

sportive 51 16.8

avant garde 39 12.8

ethnic 13 4.3

elegance 29 9.5

classic 17 5.6

feminine 103 33.9

sum 304 100.0

고자 하였다.

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페미닌 이미지가Table 13

건 으로 가장 많고 스포티브 이미지33.9%(103 ) ,

건 아방가르드 이미지 건이 그16.8%(51 ), 12.8%(39 )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복 컬렉션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데 따른 원인도 있겠지만 자료의 조

사 단계에서부터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네온 컬러에

대한 이슈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여성복,

컬렉션에서 나타난 네온 컬러의 매니시 이미지가 미

비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아직까지 네온 컬러는 여

성적인 느낌의 표현에 더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포티브 이미지가 다수.

나타나는 이유는 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웨어에서 네

온 컬러가 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이유

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덧붙여 미래적이고 혁신적. ,

인 아방가르드 이미지도 네온 컬러가 유용하게 쓰이

는 패션이미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네온 컬러 패션의 이미지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기본적으로 분류된 패션이미지에 네온 컬러

가 가미됨으로써 파워풀하고 퓨처리스틱한 이미지로

재탄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페미닌 이미.

지의 작품들은 소프트하고 로맨틱한 이미지보다는

파워풀한 여성미를 보여주며 아방가르드나 모던 이,

미지는 퓨처리스틱하게 심지어 에스닉 이미지의 작,

품들은 강렬한 트로피컬 무드가 덧씌워진 이중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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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lor Scheme by Images

Types of Color Scheme
classic modern mannish sportive

N % N % N % N %

Solid Color 3 17.6 9 37.5 1 3.6 2 3.9

Color

Scheme

N/N 2 11.8 1 4.2 - - 4 7.8

N/A 10 58.8 10 41.7 16 57.1 30 58.8

N/C 1 5.9 2 8.3 2 7.1 2 3.9

N/A/C 1 5.9 1 4.2 9 32.1 13 25.5

N/M - - 1 4.2 - - - -

sum 17 100.0 24 100.0 28 100.0 51 100.0

Types of Color Scheme
avant garde ethnic feminine elegance

N % N % N % N %

Solid Color - - 6 46.2 33 32.0 6 20.7

Color

Scheme

N/N - - - - 11 10.7 2 6.9

N/A 34 87.2 4 30.8 35 34.0 15 51.7

N/C - - 2 15.4 7 6.8 2 6.9

N/A/C 5 12.8 1 7.7 14 13.6 3 10.3

N/M - - - - 3 2.9 1 3.4

sum 39 100.0 13 100.0 103 100.0 29 100.0

는 이미지 분류에 따라 배색 방법의 차Table 14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구성한 표이다 옅은 색은 각.

이미지별로 가장 많이 나타난 배색 방법을 나타낸

것이며 짙은 색은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배색 방,

법을 표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이미지들에서 네온.

컬러와 무채색 배색 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

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배색 방법이 가장,

많기 때문으로 주의할 만한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에스닉 이미지에서만큼은 네온 컬러의 단일색 배색

방법이 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에스닉 이미지1 ,

의 작품들이 문양을 중시하여 네온 컬러는 단일색으

로 사용하여 그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클래식 모던 페미닌 엘레강스 이미지. , , ,

들은 네온 컬러와 무채색 배색 방법 그리고 네온,

컬러의 단일색 배색 방법이 위로 나타나는 것이1, 2

공통점인데 이들 이미지의 해당하는 작품들은 실루,

엣과 디테일 면에서 이미지가 부각되어 네온 컬러의

배색 방법은 단순화된 경향이 있었다 즉 앞서 말. ,

한 바와 같이 본래의 이미지에 네온 컬러가 강렬하

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부가시키는 요소로 사용된 경

향을 볼 수 있었다 매니시 스포티브 아방가르드. , ,

이미지는 네온 컬러와 무채색 유채색 배색 방법이,

위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배색 방법 전체에서2 .

다수 나타난 유채색인 와 이 매니시 이Beige Brown

미지를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

었다 스포티브 이미지는 유채색이 좀 더 다채롭게.

사용되어 액티브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네온 컬러와 무채색.

배색 방법 이외에는 유채색이 미비하게 나타나거나

다른 배색 방법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다 특히 아방가르드 이미지에 사용된 무채색도.

는 매우 소수이며 와 이 압도적으로Gray White Black

많아 이러한 배색 형태가 네온 컬러로써 아방가르,

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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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Ⅴ

본 연구는 네온 컬러를 활용한 실질적인 패션 배

색 이론이 전무한 상황에서 패션 컬렉션에서 네온

컬러가 어떤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패션 유행색으로 네온 컬러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최근 여년간의 해외 주요 대 컬10 4

렉션이며 네온 컬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거친 후,

컬렉션에 나타난 네온 컬러를 수집하여 배색 유형과

이미지 분류에 대해 빈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

탕으로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네온 컬러의 배색

특성 및 이미지와 관련된 특성에 대해 논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네온 컬러의 배색 특성과 이미지 표

현의 특징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네온 컬러의 사용 빈도는, Orange

건 건 건24.1%(95 ), Pink 17%(67 ), Blue 12.9%(51 ),

및 각 건Yellow Yellow Green 10.4%(41 ), Red

건 건8.9%(35 ), Sky blue 7.8%(31 ), Green 5.1%(20

건 건 순으로 나타나 네온 컬러로), Purple 3.5%(14 )

서 선호되는 컬러군이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시즌.

에 따라 네온 컬러의 출현 빈도와 사용되는 색상은

큰 차이가 있어 계절적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둘째 네온 컬러와 무채색 간의 배색은 배색 작품,

전체 중 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네온 컬러는63.1% ,

그 강렬한 특성으로 인해 무채색과의 배색이 선호되

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네온 컬러와 유채색의.

배색에서는 뉴트럴 컬러와 중간톤의 내추럴 컬러가

선호되었다 이러한 유채색은 네온 컬러의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더욱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효과적인 배색 컬러로 활용되고 있었다.

셋째 네온 컬러 패션은 페미닌 이미지가,

건 스포티브 이미지 건 아방33.9%(103 ), 16.8%(51 ),

가르드 이미지 건 순으로 나타났다 네온12.8%(39 ) .

컬러 패션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분류된 패션이미

지에 네온 컬러가 가미됨으로써 파워풀하고 퓨처리

스틱한 이미지로 재탄생되고 있어 본래의 패션 이미

지에 네온 컬러 이미지가 덧씌워진 이중적인 이미지

로 표현되고 있었다 또한 각 패션 이미지마다 효과.

적인 배색 방법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년대 초반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네온 컬러2000

의 사용은 최근까지 그 사용빈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점차 사용범위도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 레저산업.

관련 복종이 네온 컬러의 인기를 견인해 왔다면 그,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는 다른 컬러들과의 다양한 결

합과 그에 따른 네온 컬러 이미지의 재발견에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차 자료에 의존하기 때2

문에 측색이 불가하여 연구자의 시감분류에 의존하

여야 하는 점이 아쉽다 또한 패션이미지의 배색 방.

법에서는 각 이미지별로 자세한 색상의 조합을 언급

하는 배색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것과 디자인의 요

소와 관련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본 연구

의 한계점으로 남았다 그러나 네온 컬러라는 새로.

운 컬러를 소재로 하여 구체적인 결과로 추출해 내

는 연구 방법론을 시도했다는 점과 앞으로 다양한

컬러 배색 모델을 내용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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