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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텍스타일 제품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일차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제품의 속성은 전반적인 디자인, 색채, 패

턴, 텍스쳐 등을 포함한 외관(Appearance)이다. 그 중 색

채(Color)는 명도(Lightness), 채도(Chroma), 색상(Hue)

을 포괄하는 속성으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감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 하나

이다(Chae, 2018; Fairchild, 2013). 텍스타일 제품의 최

종 용도와 의도하는 디자인에 따라 섬유, 실, 직물 등 다

양한 단계에서 사염(Yarn dyeing), 침염(Piece dyeing), 

날염(Printing)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색채를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염색된 실을 사용하여 제직되는 사염직물은 

제한된 수의 색실을 여러 비율 및 조직으로 조합하여 

수많은 색채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Grosicki, 

1975). 여러 색실로 구성된 사염직물의 전반적인 색채

가 우리에게 지각되는 원리는 세 가지 색채 혼합 법칙 

중 하나인 시각적 혼색을 따른다(Chae et al., 2016).

색채 혼합 법칙은 가법혼색(Additive color mixing), 

감법혼색(Subtractive color mixing), 시각적 혼색(Visual 

color mixing)으로 크게 분류된다(Berns, 2000; Koenig, 

2012). 그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법혼색과 감법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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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색광들의 혼합과 색료들의 혼합으로, 가법원색

인 빨강(Red: R), 초록(Green: G), 파랑(Blue: B) 색광을 

같은 비율로 혼합하면 흰색(White) 광이 되는 반면, 감

법원색인 사이언(Cyan: C), 마젠타(Magenta: M), 노랑

(Yellow: Y) 색료를 같은 비율로 혼합하면 검정(Black)

이 된다. 물리적인 색채 혼합 현상으로서의 가법혼색과 

감법혼색과 달리 시각적 혼색은 우리의 눈과 뇌에서 발

생하는 주관적인 색채 혼합 현상이다. 나란히 위치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색들을 멀리서 바라볼 때 그 색

들은 우리의 눈 안에서 시각적으로 혼합되어 뇌에서 하

나의 새로운 색으로 지각된다. <Fig. 1>은 교대로 배열

된 노랑, 파랑 조각들을 멀리서 볼 때 점차 초록색을 생

성하는 시각적 혼색의 원리를 보여준다. 사염직물의 경

우, 아무리 다양한 색의 실로 구성되어 있어도 직물 표

면에 나란히 배열된 서로 다른 색의 실들이 시각적으로 

혼합되어 전반적으로 하나의 색, 즉 순색(Solid color)처

럼 인식된다. 이러한 시각적 혼색 현상은 우븐직물뿐만 

아니라 니트직물, 펠트직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색채는 그 물체의 물리적 색채 특성(기계로 측

정되는 명도, 채도, 색상 등의 객관적 수치)뿐만 아니라, 

모양, 크기, 표면 텍스쳐, 이웃색, 조명, 관찰자 등에 따

라 다르게 지각되는 주관적 특성이다(Fairchild, 2013). 

이러한 주관적 특성으로서의 색채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는 텍스

쳐가 없는 순색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텍스쳐를 포함

해 다양한 삼차원적 구조변수들을 지닌 직물의 주관적 색

채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았다(Chae et al., 2017). 

직물을 사용한 연구들은 주로 텍스쳐 효과에 초점을 맞

춰 텍스쳐의 종류 및 강도가 단색 실로 구성된 직물의 

색채를 지각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Kandi 

et al., 2008; Shao et al., 2006; Tsang, 2016; Xin et al., 

2005). 하지만 두 가지 색 이상의 실로 구성된 직물의 경

우, 텍스쳐 효과뿐만 아니라 실의 시각적 혼색 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직물 표면에 나란히 

배열된 서로 다른 색의 실들이 시각적으로 혼합되어 직

물이 전반적으로 순색처럼 인식되기는 하지만, 일정 거

리 내에서 개별 실의 색 또한 우리의 눈에 뚜렷하게 인

식된다. 이러한 개별 실의 색은 직물로 하여금 동일한 

물리적 색채값을 지닌 실제 순색과 분명히 다른 색채 

외관을 갖게 한다. 따라서 개별 실의 색이 직물의 전반

적인 색채를 지각하는 데에 얼마나 큰 효과를 주는지 

순색과 비교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염직물을 구성하는 실의 시각적 

혼색 효과를 수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레이 스케일

을 사용하여 사염직물과 순색의 시각적 색채 차이(Vis-  

ual color difference)를 평가하였다. 우선 사염직물과 동

일한 물리적 색채값을 지닌 순색의 주관적 색채(지각

되는 색채)가 동일하지 않음을 입증하였고, 그 차이를 

계산하였다. 그 후, 직물을 구성하는 실의 색수와 직물

의 전반적인 명도, 채도, 색상이 이러한 차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염직물의 

주관적 색채에 관한 기존 연구들(Kandi et al., 2008; Shao 

et al., 2006; Tsang, 2016)이 제시하지 않은 사염직물의 물

리적 색채와 주관적 색채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직물 시료

Arahne CAD(Computer-Aided Design) 시스템과 Staubli 

LX 3202 자카드직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색채를 갖는 

21종의 사염직물 시료가 제작되었다. 경사로 흰색 실이 

모든 시료에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위사로 삼원색인 사

이언, 마젠타, 노랑색 실이 여러 비율로 조합되어 사용

되었다. 사용된 모든 실은 0.125mm 굵기의 동일한 폴리

에스터 필라멘트사였다. 직물 조직으로는 경⋅위사 밀

도가 47⨯40/cm2인 1/4 위수자직이 사용되었다. 수자직은 

Fig. 1. Visual color mixing phenomenon (Two or more colors that are placed near one another can create an 
illusion of a new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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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표면에 다양한 색의 경사(경수자직) 또는 주로 위

사(위수자직, 경사보다 다양한 색의 위사를 직기에 투입

시키는 것이 수월함)가 길게 부사를 형성하여 다른 조

직보다 채도 높은 직물을 만들 수 있고(Grosicki, 1975), 

경사와 위사가 교차하는 조직점이 분산되어 상대적으

로 텍스쳐 없이 평평한 표면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변

수의 영향을 배제한 개별 실색의 혼합 효과를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Table 1>은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직물 시료의 디자인적 특성을 요약하고 있다. 

2. 물리적 색채 측정

Datacolor 650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를 사용

하여 400∼700nm의 가시광 스펙트럼 영역에서 10nm 

간격으로 21종 직물 시료의 반사율 R%가 측정되었다. 

측정된 R%로부터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 

erials([ASTM], 2017)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CIE(Com-  

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국제조명위원회) 

표준광 D65와 10o 표준관측자에 기초하여 명도 L*, 적

색도-녹색도 a*, 황색도-청색도 b*, 채도 C*, 색상 ho 값

이 산출되었다. <Fig. 2>는 색채 측정치를 바탕으로 21종 

직물 시료와 시료를 제작하는 위사로 사용된 3종 색실

의 CIE L*C*ho 공간에서의 분포를 보여준다. 직물 시료

는 높은 채도를 지닌 삼원색(사이언, 마젠타, 노랑색)의 

위사가 혼합되어 상대적으로 채도가 낮아졌으며, 명도

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넓게 분산된 위사의 명도 범위 

안쪽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색상에 있어

서 직물 시료는 위사의 색상 범위 바깥쪽으로 넓게 분포

하여 제한된 수의 색실을 다양한 비율로 조합하여 수많

은 색의 직물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시각적 색채 차이 평가

사염직물 안에서 실들의 시각적 혼색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해 1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그레이 스케일 비교 

방법(Gray Scale Comparison Method)을 이용한 직물과 

순색의 시각적 색채 차이 평가 실험이 진행되었다. 본 

실험은 전문적으로 칼리브레이션(Calibration)된 CRT 

(Cathode ray tube) 모니터 상에서 진행되었다. 

1) 피험자

20∼30대 여성 피험자 12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험자들이 정상적인 색 지

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시하라 색각 

검사(Ishihara Pseudoisochromatic Plates Test)와 FM 100 

색상 검사(Farnsworth Munsell 100 Hue Color Vision Test)

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모든 피험자는 정상적인 색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본 실험결과 분석 시 

피험자의 모든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2) 실험방법 및 절차

그레이 스케일 비교 방법은 시각적, 즉 주관적인 색

채 차이 평가 실험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Montag 

& Berns, 2000; Qiao et al., 1998; Xin et al., 2001). 텍스타

일 분야에서는 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AATCC], 2007)의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 

for color change)과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 

dization([ISO], 1993)의 그레이 스케일(Grey scale for ass-  

essing change in colour)이 직물을 포함한 텍스타일 소재

의 색채 변화 및 차이를 평가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레이 스케일은 5∼1급의 5단계(G5, G4, G3, 

Weave Yarn colorsa

Design Structure Warp Weft arrangements

W

1. CCCCC 8. MCMCY 15. YYCYY

2. CCMCC 9. MCYCY 16. MMMMM

3. CCYCC 10. YCYCY 17. MMYMM

4. CMCMC 11. MMCMM 18. MYMYM

5. CMCYC 12. MCMYM 19. YMYMY

Weave: 1/4 sateen 6. CYCYC 13. MYCMY 20. YYMYY

Yarn density (warpweft): 47⨯40/cm2 7. MCMCM 14. YCYMY 21. YYYYY

a: W = white yarn; C = cyan yarn; M = magenta yarn; Y = yellow yarn
In weft arrangements, each letter C, M, or Y represents one pick of the color.

Table 1. Characteristics of yarn-dyed woven fabric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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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G1) 또는 9단계(G5, G4.5, G4, G3.5, G3, G2.5, G2, 

G1.5, G1)의 규정된 색 차이가 있는 회색 샘플 쌍으로 구

성된 단계적 스케일이다. 가장 높은 5급(G5)은 두 샘플

의 색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며, 가장 낮은 1급(G1)은 가

장 큰 색 차이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9단계로 구성된 

AATCC(2007) 그레이 스케일을 사용하였다. 그레이 스

케일의 각 단계 G는 <Eq. 1>을 사용하여 시각적 색채 차

이값인 ΔV로 변환할 수 있다. 이 ΔV는 CIELAB 색채 차

이값 ΔE*ab에 상응하는 값이다. <Eq. 1>은 AATCC 

(2007) 그레이 스케일의 각 단계에 있는 회색 샘플 쌍의 

색채를 측정하여 각 단계의 ΔE*ab를 계산하고, 이를 토

대로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여 도출

Fig. 2. Distribution of three weft yarns and 21 woven fabric samples on (a) the CIE L*C* plane and (b) the 
CIE C*ho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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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R2=0.99). 

ΔV = ‒0.2815G3 + 3.371G2 – 14.906G + 25.382

⋯⋯ Eq. 1.

where, ΔV refers to visual color difference corresponding 

to the CIELAB color difference, ΔE*ab, and G refers to 

a gray scale grade (a value between 1 and 5).

CRT 모니터 상에서 직물과 순색의 시각적 색채 차이

를  가하기 위해 21종의 직물 시료를 HP K209a-z color 

scanner로 스캔하였다. 스캔하는 과정에서 스캐너의 자

동 색채 조정 및 자동 이미지 개선 기능을 제거하였으

며, 스캔된 이미지와 실제 직물 시료가 50cm의 일반 관

찰 거리에서 동일한 외관을 갖도록 해상도를 1200ppi로 

높게 설정하였다. 직물 시료와 비교할 순색 시료는 각 직

물 시료의 물리적 색채 측정치를 Datacolor TOOLS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니터 상에 시각화하여 이미지

로 제작하였다. <Table 2>는 본 시각적 색채 차이 평가 

실험에서 사용된 21쌍의 직물 시료와 순색 시료를 보여

주며, <Fig. 3>은 모니터(Samsung SyncMaster, 21인치) 

상에서의 실험 디스플레이를 보여준다. <Table 2>에 제

시된 각 직물-순색 시료 쌍에서 순색 시료는 해당 직물 

시료의 색채 측정치를 그대로 시각화시킨 이미지이기 

때문에 두 시료의 물리적 색채값, 즉 CIE L*a*b*C*ho 값

은 동일하다. 

실험은 모니터를 제외한 모든 빛이 차단된 어두운 

방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디스플레이는 <Fig. 3>과 같

이 회색 배경(L*=50) 위에서 우측 상단의 직물-순색 시

료 쌍, 좌측 상단의 그레이 스케일 쌍, 하단의 9단계의 

그레이 스케일로 구성되었다. 각 피험자는 제시된 직물

-순색 시료 쌍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색채 차이를 하단

에 제시된 9단계의 그레이 스케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하였다. 직물-순색 시료 쌍의 비교군으로서 그레이 

스케일 쌍에서 우측(표준)은 가장 어두운 5급(G5) 그레

이 스케일로 항상 고정되어 있었고, 좌측은 9단계의 그

레이 스케일 중 피험자가 클릭하는 단계로 바뀌도록 디

자인되었다. 그레이 스케일을 포함한 모든 시료는 7cm2 

사이즈로 테두리가 없도록 하였으며, 50cm 거리와 0o 

각도에서 관찰되었다. 평가 시 필요한 경우 제시된 9단

계의 그레이 스케일 외에 중간 단계를 주는 것이 허용

되었다. 예를 들어, 피험자가 느끼는 시각적 색채 차이가 

3.5급(G3.5)보다는 크고 3급(G3)보다는 작을 때 3.3급

(G3.3)을 줄 수 있다. 피험자의 반복성(데이터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피험자는 본 실험을 동일한 조건 

하에 다른 날에 한 번 더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이 끝난 

후, 각 직물-순색 시료 쌍에 대해 평가된 그레이 스케일 

값 G를 <Eq. 1>을 사용하여 시각적 색채 차이값인 ΔV

로 변환하였다. 

3) 피험자의 정확성과 반복성

직물과 순색의 시각적 색채 차이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피험자의 정확성(Accuracy)과 반복성(Repeatability)

을 검증하기 위해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

를 계산하였다. 변동계수는 두 데이터 세트 간에 상대

오차백분율을 나타내며, <Eq. 2>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Eq. 2>에서 두 데이터 세트를 나타내는 X와 Y는 정확

성 검증 시 각각 모든 피험자의 평가치 평균과 각 피험

자의 평가치를 나타내며, 반복성 검증 시 각 피험자의 

첫 번째 평가치와 두 번째 평가치를 나타낸다. 변동계

수 CV는 오류치이기 때문에 그 값이 낮을수록 높은 정

확성과 반복성을 의미하며, 두 세트의 평가치가 완벽히 

일치하면 CV 값은 0이 된다(Luo et al., 1991). 본 연구에서 

계산된 정확성과 반복성의 CV 값은 각각 20.81과 22.47

로, 시각적 색채 차이 평가 실험을 진행한 다른 연구들

(Shao et al., 2006; Tsang, 2016)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음이 확인되었다.

 






  

× ⋯⋯ Eq. 2.

where, N is the number of data pairs, and Xi and Yi are 

the values of the pair i.

4. 데이터 분석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사염직물과 순색의 시각적 색

채 차이의 크기를 계산된 ΔV를 토대로 수치적으로 분석

하였다. 그 후, 사염직물을 구성하는 실들의 시각적 혼

색 효과, 즉 혼합된 실의 색 수와 그 혼색 결과로서 사염

직물의 전반적인 명도, 채도, 색상이 그 직물의 색채 인

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직물

과 순색의 시각적 색채 차이 ΔV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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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후, 유의한 변수

들에 따른 ΔV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과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Mul-  

Sample pairs

No. Fabric a Solid color b No. Fabric Solid color No. Fabric Solid color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7 14 21

a: Woven fabric samples (each No. was assigned based on the weft arrangements presented in <Table 1>).
b: Instrumentally measured colors of woven fabric samples.
Note that the images presented here might not faithfully represent the real colors due to the journal format. 

Table 2. Twenty-one pairs of woven fabric samples and solid color samples for visual color difference eval- 
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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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사염직물의 실제 물리

적 색채와 주관적 색채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

을 개발하였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직물과 순색의 시각적 색채 차이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평가된 한 가지 이상

의 색실로 구성된 직물 시료와 순색 시료의 물리적 색

채값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물 시료와 순색 

시료가 다른 색채로 지각됨을 입증하고, 그 시각적 차

이를 수치화하기 위해 21쌍의 직물-순색 시료에 대해 

피험자들이 평가한 그레이 스케일 값 G를 <Eq. 1>을 사

용하여 CIELAB 색채 차이값 ΔE*ab에 상응하는 시각적 

색채 차이값인 ΔV로 계산하였다. <Table 3>은 각 직물-

순색 시료 쌍에 대해 계산된 ΔV와 그 평균값을 제시하

고 있다. 직물 시료와 순색 시료의 평균 시각적 색채 차

이는 4.81(최소값: 2.20; 최대값: 7.44) ΔV로 큰 수치를 

보였다. 직물의 지각색에 관한 기존 연구(Xin & Shen, 

2003)에서 단색 실로 이루어진 두 직물의 물리적 색채 

차이값이 0∼1.3 ΔE*ab일때 사람들은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없다(즉 ΔV=0)고 보고된 바 있다. 두 시료의 물리적 

색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색으로 지각된 본 연

구의 결과와 1 ΔE*ab 이상의 물리적 색채 차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같은 색으로 지각된 기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우리에게 지각되는 직물의 색은 전반적

인 물리적 색채뿐만 아니라 직물이 가지고 있는 다른 

Fig. 3. Schematic of display layout for visual color difference evaluation (viewing distance: 50cm; viewing 
angle: 0o; sample size: 7cm2). See <Table 2> for fabric-solid color pairs.

Sample
pair No.a

ΔV
Sample 

pair No.
ΔV

Sample 
pair No.

ΔV

1 3.39 8 5.41 15 7.44 

2 3.52 9 5.22 16 2.20 

3 5.35 10 6.09 17 3.48 

4 3.40 11 2.62 18 4.39 

5 5.20 12 3.81 19 6.50 

6 5.97 13 5.35 20 7.08 

7 3.52 14 6.21 21 4.97 

Mean 4.81

Minimum 2.20 

Maximum 7.44 

S.D. 1.47 

a: No. of woven fabric-solid color sample pairs presented in 

<Table 2>.

Table 3. Visual color differences ΔV between woven 
fabric samples and solid color sampl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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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즉 표면 텍스쳐와 개별 실색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2. 직물을 구성하는 실의 시각적 혼색 효과

물리적 색채가 서로 동일한 사염직물과 순색이 다른 

색으로 지각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직물의 변

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물 시료의 표면에 나타나는 실의 색수와 직물 시료

의 전반적인 명도 L*, 채도 C*, 색상 ho 값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고, 직물 시료와 순색 시료의 시각적 색채 차

이값인 ΔV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Table 4>는 변

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직물과 순색의 

시각적 색채 차이는 직물 표면에 나타나는 실의 색수

와 직물의 물리적 색채 특성 중 명도와 색상의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유의한 변수들에 따른 직물과 순색의 시각적 색채 

차이, 즉 ΔV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물 표면에 

나타나는 실의 색수에 따른 변화는 일원분산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고, 직물의 명도와 색상에 따른 변화는 단

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변수에 따라 다른 분석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실의 색수는 비연속성을 지닌 

변수이고, 명도와 채도는 연속성을 지닌 변수이기 때문

이다. 단순회귀분석에서 ΔV의 추세선을 얻기 위해 1차, 

2차, 3차 함수를 시도하였고, 그 중 데이터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3차 함수를 최종 추세선으로 선택하였다. 각 

분석결과로서 <Fig. 4>는 실의 색수에 따른 평균 ΔV를 

비교하고, <Fig. 5>는 직물의 명도와 색상에 따른 ΔV의 

추세를 보여준다.

실의 색 수에 따른 ΔV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일원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Scheffé's HSD post-hoc test) 결

과, 단색 실로 이루어진 직물 시료는 두 가지 또는 세 가

지 색의 실로 이루어진 직물 시료보다 낮은 ΔV(평균: 

3.52; 표준편차: 2.36)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5.23, 

p<.01). 즉 두 가지 색 이상의 실로 구성된 직물은 표면

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색실의 시각적 혼색 효과에 의

해 순색과 다르게 지각되는 정도가 단색 실로 구성된 

직물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순색 시

료는 해당 직물 시료의 물리적 색채 측정치를 그대로 

시각화시킨 이미지이다. 따라서 직물이 단색 실보다 두 

가지 색 이상의 실로 구성된 경우 직물의 실제 물리적 

색채값으로부터 더 다르게 인식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

다. 한편 사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색의 실로 이

루어진 직물 시료와 세 가지 색의 실로 이루어진 직물 

시료 간에 ΔV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의 색수보다 다른 색의 실이 혼합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직물의 색을 지각하는 데에 더 큰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Fig. 5>는 개별 실의 색이 혼합되어 얻어진 직물의 

전반적인 물리적 색채 특성에 따른 ΔV의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로, 직물의 명도 L*과 색상 ho의 영향을 

나타내는 추세선(3차 방정식)을 각각 보여준다. 우선 직

물 명도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직물의 명도가 올라갈

수록 ΔV가 증가하는 것을 <Fig. 5(a)>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즉 밝은 직물이 어두운 직물보다 실제 물리적 색채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ΔVa

Number of yarn colors mixed in fabric: n ‒0.17**

Lightness of fabric: L* ‒0.40**

Chroma of fabric: C* ‒0.01**

Hue of fabric: ho ‒0.13**

Nb 252

*p<.05, **p<.01
a: Visual color difference between woven fabric samples 

and solid color samples.
b: Number of data (21 woven fabric-solid color sample 

pairs⨯12 observers = 252).

Table 4.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variables studied

Fig. 4. Visual color difference ΔV of woven fabric 
samples from solid color samples (instrum- 
entally measured colors of woven fabric sam- 
pl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yarn col- 
ors m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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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또는 순색과 다르게 지각되는 정도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예외적으로 L*이 80 이상인 아주 밝은 직물의 경

우, ΔV가 다시 감소한다. 아주 높은 명도의 색이 상대적

으로 일관된 지각색, 즉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색을 갖

는 사실(낮은 ΔV를 가짐)은 기존 색채 문헌(Chae et al., 

2017; Fairchild, 2013)에서 보고된바 있다. 즉 아주 밝은 

직물의 지각색은 표면 텍스쳐나 여러 실색의 존재 등 

다른 물리적 변수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 명확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높은 명도의 데

이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직물 

색상의 영향으로, <Fig. 5(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

물의 ho가 대략 90∼130일 때 가장 큰 ΔV를 가지며, 0 

(=360)과 270∼315일 때 낮은 ΔV를 갖는다. 즉 직물의 

색상이 노랑이나 연둣빛일 때 실제 물리적 색채값 및 

순색과 가장 다르게 인식되며, 빨강, 파랑, 보랏빛일 때 

가장 비슷하게 인식됨을 알 수 있다.

3. 시각적 색채 차이 예측모델의 개발 및 검증

사염직물의 물리적 색채와 주관적 색채(지각색)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물 시료와 직물 시료

의 물리적 색채에 상응하는 순색 시료의 시각적 색채 

차이값인 ΔV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고, 이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직물의 변수들로 실의 색 

수, 직물의 물리적 색채 특성 중 명도 L*과 색상 ho가 예

측변수로 사용되었다. <Eq. 3>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염직물의 시각적 색채 차이 예측모델이다. 개발된 모

델의 예측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21종 직물-순색 시

료 쌍의 시각적 색채 차이값을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하

였고, 그 후 예측된 차이값과 앞서 실험에서 피험자들

이 평가한 차이값 간의 차이(예측된 ΔV – 평가된 ΔV)를 

예측오류치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평균 오류치는 –0.09 

ΔV(0.32|ΔV|)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모델의 예측

성능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로 <Fig. 6>과 같이 21쌍의 

예측된 ΔV와 평가된 ΔV 간의 통계적 비교를 진행하였

다. 그 결과 두 데이터 세트 간에 0.92의 높은 R2 값을 보

여 모델의 뛰어난 예측정확성이 다시 한 번 검증되었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텍스타일 디자이너들

로 하여금 특히 명도에 있어(실험에서 사용된 그레이 

스케일 비교 방법 특성 상) 특정 색채의 직물이 소비자

들에게 어떻게 지각되는지 미리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직물의 색채를 디자인하는 과정

에서 단순히 물리적 색채를 넘어 원하는 주관적 색채

를 얻기 위한 반복적인 샘플링의 시행착오를 줄임으로

써 현 의류산업의 직물 디자인 프로세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ΔVfabric = 0.923n + 0.143L*fabric + 0.003ho
fabric – 6.998

⋯⋯ Eq. 3.

where, ΔVfabric refers to the visual color difference, which 

corresponds to the CIELAB color difference ΔE*ab, of 

the fabric from its measured color, n refers to the number 

of yarn colors mixed in the fabric, and L* and ho refer to 

the physical lightness and hue of the fabric, respectively.

Fig. 5. Visual color difference ΔV of woven fabric samples from solid color samples (instrumentally meas- 
ured colors of woven fabric samples) depending on their (a) lightness L* and (b) hu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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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염직물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색의 

실들의 시각적 혼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색 실로 구성된 사염직물과 순

색 이미지 21쌍의 시각적 색채 차이를 그레이 스케일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1. 각 쌍의 직물과 순색이 동일한 물리적 색채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각적 색채 차이는 

4.81 ΔV로 큰 수치를 보였다.

2. 직물과 순색의 시각적 색채 차이 ΔV는 직물 표면

에 나타나는 실의 색수와 직물의 물리적 색채 특성 중 

명도 L*과 색상 ho의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두 가지 색 이상의 실로 구성된 직물은 단색 실로 

구성된 직물보다 큰 ΔV를 보여 순색과 다르게 지각되

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평가된 

순색은 해당 직물의 물리적 색채 측정치를 그대로 시각

화시킨 이미지이다. 따라서 직물이 단색 실보다 두 가

지 색 이상의 실로 구성된 경우 직물의 실제 물리적 색

채값으로부터 더 다르게 인식된다고도 볼 수 있다. 

4. 한편 두 가지 색의 실로 구성된 직물과 세 가지 색

의 실로 구성된 직물 간에 ΔV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실의 색수보다 다른 색의 실이 혼합되어 있

는지의 여부가 직물의 색을 지각하는 데에 더 큰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다.

5. ΔV에 대한 직물 명도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밝

은 직물이 어두운 직물보다 큰 ΔV를 보여 실제 물리적 

색채값 또는 순색과 다르게 지각되는 정도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이 80 이상인 아주 밝은 직물

의 경우, ΔV가 다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아주 밝은 

직물의 전반적인 색채는 표면 텍스쳐나 여러 실색의 존

재 등 다른 물리적 변수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상

대적으로 일관되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6. ΔV에 대한 직물 색상의 영향으로, 직물이 노랑이

나 연둣빛일 때 실제 물리적 색채값 및 순색과 가장 다

르게 인식되며, 빨강, 파랑, 보랏빛일 때 가장 비슷하게 

인식된다. 

7. 사염직물의 물리적 색채와 주관적 색채(지각되는 

색채)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개

발되었다. 개발된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한 결과, ΔV의 

예측에 있어 0에 가까운 평균 오류치를 지녀 매우 뛰어

난 예측정확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특히 색채의 전반적인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명도에 있어 서로 다른 

색의 실들이 혼합된 사염직물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지각될지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직물의 

색채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물리적 색채를 넘

어 원하는 주관적 색채를 얻기 위한 반복적인 샘플링의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현 의류산업의 직물 디자인 프

로세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와 방법론은 모노컬러(Mono- 

colored) 직물과 멀티컬러(Multi-colored) 직물에 일괄적

으로 적용되는 기존의 텍스타일용 색차 예측모델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에 이론적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 하지만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명도뿐만 아니라 

채도와 색상도 색채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후속연

구로 직물과 순색의 시각적 색채 차이가 나머지 두 속

성에 대해서도 분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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