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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emotional imagery

from Obanggansaek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emotional imagery

and the preference for Obanggansaek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rveyed the responses of 320 participants to a questionnaire. The

subjects consisted of men and women in their 20s-50s living in Gyeongnam

and Busan region. The data were processed with SPSS 20.0 and were analyzed

using factor analysis, t-tests,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Five emotional imagery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Obanggansaek: modernity, attractiveness, conspicuousness,

soft/hard feeling, and newness. The analysis of emotional imagery for

Obanggansaek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odernity, attractiveness, conspicuousness, and newness with

respect to gender; in attractiveness with respect to marital status; in modernity,

conspicuousness, soft/hard feeling, and newness with respect to age; in

attractiveness and conspicuousness with respect to monthly income; and in

attractiveness, soft/hard feeling, and newness with respect to occupation. The

analysis of preference for Obangganasek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that women, married people, people in their 50s, and

specialists preferred Obanggansaek the mos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preference for Obanggansaek and the demographic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ender and age, gender and occupation, marital status

and monthly income, age and occupation, and monthly income and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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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세기 마케팅의 화두로 등장한 감성은 오감을 통해 물리적21

정보를 얻고 자극을 느끼고 감성적 판단을 하게 되므로 기

술이 첨단화된 세기에 제품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21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오감 중 시각.

적 정보가 감성에 가장 중요한 자극을 주는데 이러한 시각

적 감성은 색에 의해 이루어진다 색은(Yi & Choi, 2009).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정서에도 크게 영향을 미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인류가 색을 사용한 것은 약 만 년 전으로 추측하고 있는15

데 유구한 역사와 함께 각 민족의 사상이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색채가 나타내는 감성이 어떤

언어보다도 감동적이고 빠르며 정확하게 인식되고 있어 색

채감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Lee, 2003).

일반적으로 색은 나라 민족 지역 문화 역사적 배경 하, , , ,

에 고유한 특징과 그 시대를 대변하는 공통적 감성을 지니

고 있어 전통적인 색에는 그 민족 고유의 믿음이나 신앙 또

는 민족 특유의 정서와 사상이 잘 녹아 있다 특히 동양에.

서 색은 여러 철학사상이 결합되어 관념적으로 사용되어 왔

으며 그 중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색, ,

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음양오행 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

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색을 해석하거나 활(Song, 2018).

용할 때 기본 관념은 음양오행사상이 바탕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 정립된 색채가 오방색이다(K.

오방색은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Kim, 2010). , ,

되어왔으나 각 민족의 생활과 문화를 바탕으로 각기 다르게

형성되어 왔으며 우리 전통 색으로서의 오방색에는 색채 속

에 내포되어 있는 미감과 함께 한민족의 색채 기호 상징성, ,

의미가 존재 한다(Yun, Kim, Park & Goh, 2011).

이와 같이 오방색은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성

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우리나라의 전통적 색채로 꼽히고 있

는데 오방색의 기본 색에는 오방정색과 오방간색이 있다 이.

중 오방정색은 남쪽의 적 동쪽의 청 중앙의 황 서쪽의 백, , , ,

북쪽의 흑과 같은 색으로 구성되어지며 각 색별로 의미와5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오방정색 사이에는 오방(Jang, 2016).

간색이 존재하는데 오방간색은 오방색 중 두 색이 결합된

색으로 녹 벽 유황 자 홍의 색으로 구성된다 즉 녹색은, , , , 5 .

동방 청색과 중앙 황색의 간색이며 벽색은 동방 청색과 서,

방 배색의 간색이며 유황은 북방의 흑색과 중앙의 황색의,

간색 자색은 북방 흑색과 남방 적색의 간색 홍색은 북방의, ,

흑색과 중앙 황색의 간색이다 이러한 전통 색(Yoo, 2003).

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전

통 색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미약하며 특히 오방간색에 대

한 인식은 더욱 희박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색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오방색을 디자인에 활용된 사례(Choi, Bang & Kim, 2008;

오방색을 중심으로Joo, 2012; Kang, 2008; Kyung, 2014),

한 전통색의 원리 구조 상징성 등에 관한 연구, , (Chung,

그 외 오방색을 중심으로2014; Chung, 2015; Kim, 2003,

한 색채배색의 시각적 감성 오방간색을(Kim & Son, 2014),

중심으로 한 조시선대 의복에 대한 연구 등이(Yean, 2015)

이루어져 있다 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은. 21

더욱 커지고 그에 따른 우리 고유의 차별화된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우리 전통의 색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

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의 색에 대한 학.

술적 연구가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색에 대한 정

보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색의.

현대화의 일환으로 활용도가 높으나 학술적 연구가 미흡한

오방간색에 대한 선호도와 감성이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오방간색의 선호도 차이.

그리고 감성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시대에 적합하

게 활용할 뿐 아니라 전통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II.

전통색과 오방간색1.

색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 문화, ,

역사 그리고 구성 집단들의 정서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전통색은 그 민족이 속.

해 있는 자연환경의 영향과 더불어 각 민족 고유의 사상이

나 기질 등이 반영되어 형성 된다 우리의 전(Mun, 2006).

통색은 한민족의 생활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음양오행사

상에 근간을 두고 있어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색채를 생

활에 활용하였다(Chung, 2014).

음양오행이란 중국 주나라 초기에 형성되어 시대의 흐름

에 따라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민족의 생활

바탕 속 깊이 영향을 미치며 한민족 사상의 원형이 되어 왔

다 음양설은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지며 이것이 확대 발.

전되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성장 발전과 소멸이라

는 법칙에 의해 운영되고 이러한 음양의 조화 및 활동에 의

해 오행 즉 금 목 화 수 토가 만들어진다, , , , , (Cho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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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양오행설을 근간으로 하여 오2008; Song, 2018).

방색이 나타나는데 오방색은 동양 고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우리의 민족성과 잘 어우러져 전해 내려옴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색채로 일컬어지고 있다 오방(Cho, 2006).

색은 오방정색이라고도 하며 양의 색으로 다섯 방향의 정색

을 기본색으로 하고 기본색인 오방정색 사이에 다섯 간색을

두고 있는데 이를 오방간색이라 한다.

오방간색은 각각의 정색과 정색 사이에서 혼합하여 생기

는 색으로 벽색 녹색 홍색 자색 유황색의 다섯 색으로 구, , , ,

성된다 이러한 오방 간색은 음의(Lee, 2001; Yoo, 2003).

색으로 두 가지의 정색이 배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색

에 비해 채도가 낮으며 천연염료를 사용하여 궁중 및 서민,

들의 의복에 많이 사용된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색으로 표현

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색채에 대(Lee, 2001; Yean, 2015).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은 조선시대 의복에 나Yean(2015)

타난 오방간색의 미적 특성을 천연염료의 사용으로 자연친

화적인 순수성 길조의 상징인 오방정색에 대한 동경의 표,

현 음양오행과 유교사상에 의한 성에 대한 내재적 의미 내,

포 그리고 원색과 배색되어 색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화합과 중재와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는. Joo(2012)

오방색을 활용한 색채 디자인의 시기별 특징에 대해 연구한

결과 오방색은 한국 전통색으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

며 한국 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며 색채디자인 컨텐츠

산업의 발전체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혔다.

은 오방색의 상징적 의미와 내재되어 있는 미Moon(2006)

의식을 살펴본 결과 오방색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윤택하

게 하였을 뿐 아니라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긍정적 이상향

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의 전통사상과 정서에 알맞은 색채

문화에 대한 전통을 이끌어왔음을 밝혔다. Choi et

은 전통색에 관한 연구결과 우리나라 전통색인 오al.(2008)

방색은 자연이 반영된 색감으로 화려하고 순순한 원색으로

상징성 및 길상의 의미가 내포되며 주로 사찰의 단청 한복, ,

의 색동 복주머니 불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 .

우리의 전통색 관련 선행 연구에는 주로 오방색이 중심이

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색채의 미적 감성을 현대적으로 계,

승할 가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색채 선호도 및 감성이미지2.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은 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색

은 물리적 현상과 심리적 현상을 포함하는데 인간의 심리,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원이 됨으로써 우리의 정서에 많은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 색채를 통해 떠(Chung & Kim, 2017).

올리는 이미지나 연상은 심리적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넓게는 지역이나 풍토 또는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에 좁게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 연령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

색채 선호는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적 또는 인성적 요인과

연계되어 주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품의 기획과

개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패션제품이나 디자인.

제품과 같이 시각적인 특성이 두드러지고 감성적인 측면이

요구되는 제품에서 마케팅 전략을 위해 색채 선호도에 대한

파악은 필수적이다 시각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이 두드러지는.

패션 및 디자인 분야에서의 색채 선호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 의복 이미지 선호에 따른Kim, Koh, and Hong(2000)

대 여성의 색채 선호도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각 이미지 선20

호 집단 별로 선호하는 정장의 색상은 다르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즉 지적 이미지 선호 집단은 중명도 및 중채도의.

색채 이미지의 옷을 더 선호하였고 섹시한 이미지 선호집단,

은 자극적인 색채 이미지의 옷을 더 선호하였으며 낭만적,

이미지 선호 집단은 밝으면서 차분한 색채 이미지의 옷을

더 선호한 것으로 밝혔다 은 의. Kim, Oh, and Jeon(2013)

복쇼핑성향에 따른 아웃도어재킷 색채 선호도를 연구한 결

과 의복쇼핑성향과 성별에 따라 아웃도어 재킷 색채 선호도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노랑은 여,

자 파랑과 검정은 남자가 더 선호하였다 색조에 있어서는, .

는 여자가 는 남자vivid , pale, very pale, light grayish, dark

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Park and Lim(2019)

골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배색 선호도를 연구한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배색은 다르게 나타

났음을 밝혔다 즉 대와 대는 클리어 시크 모던 배색. 20 30 , ,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는 모던과 같은 딱딱한,

배색을 여자 는 엘강스 로맨틱 같은 부드러운 배색을 더, ,

선호하였다 일반회사원과 주부는 로맨틱 배색을 학생은 컴. ,

포터블 배색을 미혼은 클리어 배색을 기혼은 고스 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색채 선호도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 에서 나(Kim et al., 2013)

타난 바와 같이 색채 선호도는 주관적인 감성을 가지며 개

인의 성향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영향, ,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의 자기표현.

이나 자아실현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감성적 소비가 일반화되고 가고 있음에 따라(Kim &

패션 제품을 비롯한 각종 디자인 제품에 대한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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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감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색채 감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는 황색과 적색계열 천연염색 직물에Yi and Choi(2009)

대한 사십대 중년층 소비자의 색채감성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색채 감성용어에 대해 활동성 독특성 그리고 편안성의,

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중 활동성이 가장 중요한 색채3 ,

감성요인으로 평가하였다 는 백색. Na, Suk, and Lee(2012)

제품 디자인을 위한 감성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 백색 제품

은 화려한 우아한 맑은 부드러운의 감성으로 나타났‘ ’, ‘ ’, ‘ ’, ‘ ’

으며 흰색은 우아한 감성이 강하게 표현된 것으로 밝혔다, .

는 블랙컬러 패션 소재의 색채감성을Kim and Choi(2010)

연구한 결과 블랙컬러소재의 색채감성은 심플 클래식 우‘ / ’, ‘

아함 현대적 위엄성 등 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 ’, ‘ ’ 4 ,

러한 색채감성 요인은 소재의 종류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는 한국과 중. Pan and Choi(2012)

국 대학생의 빨간색 셔츠에 대한 시각적 감성을 비교한 결

과 빨간색 셔츠의 시각적 감성은 스포티 로맨틱 클래‘ ’, ‘ ’, ‘

식 등 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톤 성별’ 3 . ,

그리고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J.

은 톤인톤 배색과 톤온톤 배색의 감성을 평가한Kim(2010)

결과 좋다 싫다 어린이답다 어른답다 강하다 약하다‘ - ’, ‘ - ’, ‘ - ’,

따뜻하다 차갑다의 개 감성 이미지를 도출하였으며 이러‘ - ’ 4

한 이미지에는 색상과 색조의 영향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연구문제 및 방법III.

연구문제1.

본 연구를 통해 전통색의 현대화를 위해 오방간색을 중심으

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선호도와 감성이미지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방간색의 감성이미지 요인을 분석한다, .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오방간색의 감성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오방간색의 선호도 차이,

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2.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1)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경남과 부산에 거주하는 대에서20

대까지의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시기는50 .

년 월에서 월까지 약 개월에 걸쳐 조사되었으며2018 9 12 3 ,

설문 조사 결과 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그 중310 . 응답

이 누락이 되었거나 연구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고 판단되

는 4부를 제외한 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최종적으로 활306

용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과 같다 분석방법에. Table 1 .

는 요인분석 검정 및 사후 검증을 위한 던컨의, t , ANOVA

다중 검증 다변량분석 등이 이용되었다, .

설문 구성 및 자극물2)

본 연구는 오방간색에 대한 선호도 및 감성이미지에 대한

조사 연구로 주요 설문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오방간색,

에 대한 감성이미지 그리고 오방간색에 대한 선호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오방간색에 대한 감성이미지에.

대한 문항은 문항으로 양극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17 ,

점 리커트형 척도로 제작되었다 형용사 쌍은 명의 패션7 . 30

및 의류 전공자를 중심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선행

연구들(Choi & Eun, 2004; Choi & Eun, 2005; Kang &

Kwon, 에서 제시된 감성이미지 문항들을2003; Sung, 2016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선호도 문항.

은 점 리커트형 척도로 점은 아주 싫어 한다 점은 매5 1 ‘ ’, 5 ‘

우 선호 한다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선호하는 것으로 구성’

되었다.

오방간색의 색 속성 분석표는 Hwang(2012), Kwak

의 선행연구에 준하여 와(2010), Yun et al.(2011) Table 2

같이 정리하였다 오방간색의 자극물 은 의. (Figure 1) Table 2

오방간색의 속성을 바탕으로 포토샵 를 이용하여 제작CS6

하였다 즉 오방간색의 색채는 표현은 포토샵 프로그램. CS6

을 이용하여 제작한 개 색을5 color reader CR-11 Munsell

로 검증한 후 의 속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완Table 2

성하였다 오방간색은 색으로 구성되며 어느 한 색에 치우. 5

지지 않고 모든 색상이 균형 있게 어우러져 상생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오방간색에 대한 자극물은

과 같이 색이 동시에 제시되었다Figure 1 5 .

결과 및 논의IV.

오방간색의 감성이미지 요인1.

대에서 대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오방간색의 감성이미20 50

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감성 이미지 문항을 중심으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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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33 43.5

Female 173 56.5

Marital Status
Unmarried 165 53.9

Married 141 46.1

Age

20-29 95 31.0

30-39 82 26.8

40-49 80 26.1

50-59 49 16.0

Monthly Incomes

(KRW)

1,000,001-2,000,000 32 10.5

2,000,001-3,000,000 83 27.1

3,000,001-4,000,000 68 22.2

4,000,001-5,000,000 47 15.4

5,000,001-6,000,000 29 9.5

6,000,001-7,000,000 47 15.4

Occupation

Self-employed 33 10.8

Specialized 49 16.0

Sales and service 32 10.5

Office 36 11.8

Production 32 10.5

University student 92 30.1

Housework 32 10.5

Total 306 100.0

Table 2. Color Properties of Obanggansaek

Obanggansaek

Color property

Color Brightness Chroma

Red 0.2R 5.2 15.0

Beoksaek 2.7PB 5.7 10.7

Green 0.1G 5.2 6.2

Sulfurous

Yellow
1.2Y 7.7 7.3

Purple 6.7RP 3.3 8.2

(Kwak, 2010, p.10)
Figure 1. Obanggans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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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직교회전의 주성분분석으Varimax

로 고유값 이상의 요인만을 추출한 결과 개의 요인이 도1 5

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약 를 보였다66.7% (Table 3).

요인 은 전원적인 도시적인 동양적인 서양적인 전통1 ‘ - ’, ‘ - ’, ‘

적인 현대적인 그리고 수수한 화려한과 같은 개의 형용- ’ - ’ 4

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구성 문항의 의미상 현대성이,

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요인 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약. 1

로 나타났다 요인 는 추한 아름다운 저급한 고급17.0% . 2 ‘ - ’, ‘ -

스러운 평범한 개성 있는 밋밋한 멋스러운 촌스러운’, ‘ - ’, ‘ - ’, ‘ -

세련된의 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구성 문’ 5 ,

항의 의미상 매력성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요인 의 설명. 2

력은 총 분산의 약 로 나타났다 요인 은 어두운 밝15.5% . 3 ‘ -

은 정적인 활발한 흐릿한 선명한의 개의 형용사 쌍으’, ‘ - ’, ‘ - ’ 3

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구성 문항의 의미상 현시성이라고 명,

명하였다 이러한 요인 의 설명력은 총 분산은 약 로. 3 12.9%

나타났다 요인 는 은은한 강렬한 부드러운 딱딱한 내. 4 ‘ - ’, ‘ - ’, ‘

추럴한 인공적인과 같은 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 ’ 3

며 이들 구성 문항의 의미상 경연감으로 명명하였다 이러, .

Table 3. Factor Analysis of the Emotional Image of Obanggansaek

Factor’s Name Items of the Emotional Image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Explained
(Cumulative
Variance)%

Cronbach’α

Modernity

Country - Urban .846

2.895
17.028

(17.028)
.838

Oriental - Western .804

Traditional - Modern .659

Unfancy - Showy .559

Attractiveness

Ugly - Beautiful .794

2.634
15.496

(32.524)
.794

Low-grade - High-grade .738

Common - Characterful .630

Flat - Gorgeous .553

Unsophisticated - Sophisticated .553

Conspicuousness

Dark - Bright .800

2.186
12.865

(45.384)
.722Static - Active .733

Ambiguous - Clear .544

Soft/hard Feeling

Delicate - Strong .804

2.111
12.417

(57.801)
.717Soft - Hard .742

Natural - Artificial .640

Newness
Familiar - Unfamiliar .812

1.154
8.908

(66.709)
.681

Comfortable - Tense .471

한 요인 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약 로 나타났다 요4 12.4% .

인 는 친숙한 낯선 편안한 긴장된의 개의 형용사 쌍5 ‘ - ’, ‘ - ’ 2

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구성 문항의 의미상 생소함으로 명,

명하였다 이러한 요인 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약 로. 5 8.9%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오방간색의 감성이미지 차이2.

오방간색에 대한 감성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현대성 매력성, ,

현시성 경연감 그리고 생소함의 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5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오방간색의 감성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에서 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에Table 4 Table 7 .

따른 오방간색의 감성이미지 차이 결과 현대성 매력성 현, ,

시성 그리고 생소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연감에

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오방간색에 대해 여.

성이 남성 보다 현대적 매력적 현시적 그리고 생소한 것으, ,

로 지각하였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매력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의 감성 이미지 요인에서는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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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the Emotional Image of Obanggansaek with Respect to Gender and Marital Status

Gender and
Marital Status

Emotional
Image

Gender Marital status

Male
(n=133)

Female
(n=173)

t
Unmarried
(n=165)

Married
(n=141)

t

Modernity 3.754 4.112 -2.662
**

3.912 4.005 -0.667

Attractiveness 4.167 4.461 -2.209
*

4.175 4.395 -2.138
*

Conspicuousness 3.798 4.258 -3.979
***

3.996 4.127 -1.102

Soft/hard Feeling 4.064 4.031 0.293 4.091 3.993 0.831

Newness 4.071 4.401 -2.447
*

4.188 4.337 -1.071

*p<0.05, **p<0.01, ***p<0.001

Table 5. Analysis Results of Emotional Image of Obanggansaek with Respect to Age

Age
Emotional Image

20s
(n=95)

30s
(n=82)

40s
(n=80)

50s
(n=49)

F

Modernity 3.905ab 3.769a 4.326b 3.857ab 2.601*

Attractiveness 4.328 4.102 4.312 4.406 1.502

Conspicuousness 4.112ab 3.926a 4.000a 4.462b 2.807*

Soft/hard Feeling 4.178b 3.943ab 4.237b 3.638a 4.397**

Newness 4.210ab 4.286ab 4.500b 3.898a 2.702*

*p<0.05, **p<0.01, ***p<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a < b < c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오방간색에 대해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와 같이 현대성 현시성Table 5 , ,

경연감 그리고 생소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매력성,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오방간색에 대해.

가장 현대적이라고 지각한 연령대는 대였으며 가장 현시40 ,

적이라고 지각한 연령대는 대였다 경연감 즉 가장 부드50 . ,

럽다고 인지한 연령대는 대와 대로 나타났으며 가장 생20 40

소한 것으로 인지한 연령대는 대로 나타났다 반면 오방40 .

간색의 감성이미지의 차이분석에 따른 평균값을 고려할 때

현대성의 경우 대를 제외한 연령대의 평균값은 점 미만40 4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의 평균값은 약 로써 현대성, 30 3.7

과 상반되는 감성인 전통적이라고 지각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경연감의 경우에도 평균값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대였으며 평균값은 으로 중간 값인 점 미만으로 나50 , 3.6 4

타나남으로써 대는 오방간색에 대해 딱딱하다고 지각하기50

보다는 부드럽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소득에 따른 오방간색의 감성이미지 차이 결과 매력성

과 현시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현대성 경연감 생, ,

소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방간색에 대해.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현시적이라고 지각한 월 소득 집단은

고소득 집단인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600 700

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 소득이 가장 낮은 만원 이상. 100

만원미만의 집단이 가장 현시적이지 않으며 정적인 것으200

로 지각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른 오방간색의.

감성이미지 차이 결과 매력성 경연감 그리고 생소함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현대성과 현시성에서는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즉 오방간색을 가장 매력적이라고 지각한.

직업 집단은 전문가로 나타났다 가장 딱딱하다고 인지한 집.

단은 자영업 대학생 그리고 생산직으로 나타났다 가장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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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alysis Results of Emotional Image of Obanggansaek with Respect to Income

Income(KRW)

Emotional Image

1,000,001
-

2,000,000
(n=32)

2,000,001
-

3,000,000
(n=83)

3,000,001
-

4,000,000
(n=68)

4,000,001
-

5,000,000
(n=47)

5,000,001
-

6,000,000
(n=29)

6,000,001
-

7,000,000
(n=47)

F

Modernity 4.117 4.159 3.891 3.803 3.569 3.968 1.376

Attractiveness 4.193a 4.197a 4.117a 4.200a 4.421ab 4.687b 2.836*

Conspicuousness 3.739a 4.116ab 4.000a 3.929a 4.114ab 4.553b 2.790*

Soft/hard Feeling 4.062 4.156 4.122 4.148 3.940 3.687 1.584

Newness 4.093 4.481 4.375 4.053 4.015 4.127 1.361

*p<0.05, **p<0.01, ***p<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a < b < c

Table 7. Analysis Results of Emotional Image of Obanggansaek with Respect to Occupation

Occupation

Emotional
Image

Office
(n=36)

Specialized
(n=49)

Sales and
Service
(n=32)

Self
-employed
(n=33)

University
Student
(n=92)

Production
(n=32)

Housework
(n=32)

F

Modernity 3.715 4.032 4.132 3.715 3.967 3.664 3.937 0.914

Attractiveness 4.022a 4.549b 4.437ab 4.245ab 4.339ab 4.062a 4.037a 2.182*

Conspicuousness 3.981 4.259 4.125 4.374 4.098 3.573 4.115 1.898

Soft/hard Feeling 3.611a 4.093ab 4.083ab 4.222b 4.196b 4.146b 3.719ab 2.235*

Newness 4.056ab 4.316bc 4.203abc 4.591bc 4.261bc 3.656a 4.688c 2.676
*

*p<0.05, **p<0.01, ***p<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a < b < c

소한 것으로 지각한 집단은 주부들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

에 따른 오방간색의 경연감 차이 결과 가장 낮은 평균점수

를 보인 집단은 사무직이며 평균값 을 보임으로써 사무3.6

직은 자영업 대학생 생산직들과 달리 오방간색에 대해 부, ,

드럽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소함의 오방간색.

에 대해 주부 집단이 가장 생소한 것으로 지각한 반면 가장

점수가 낮은 생산직은 평균점수가 점 미만으로 친숙한 것4

으로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오방간색의 감성

이미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즉 성별에,

따라서는 현대성 매력성 현시성 생소함에서 유의한 차이, , ,

를 보였으며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매력성 연령에 따라서는,

현대성 현시성 경연감 생소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 .

월 소득에 따라서는 매력성과 현시성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는 매력성 경연감 생소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 , .

서 성별 결혼유무 연령 월 소득 그리고 직업과 같은 인구, , ,

통계학적 특성은 오방간색의 감성 이미지 차이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ark

의 골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배색and Lim(2019)

선호도를 연구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즉 연령 성별, , ,

직업 결혼유무에 따라 선호하는 배색은 다르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배색의 선호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색채에 대한.

감성은 성별 연령 국가 및 지역 민족 및 문화 등과 같은, , ,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는 것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색채(Yi & Choi, 2009) .

감성이미지는 소비자들의 패션을 비롯한 시각적 디자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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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reference for Obangsaek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Gender Marital Status

Male
(n=133)

Female
(n=173)

t
Unmarried
(n=165)

Married
(n=141)

t

Preference

2.970 3.169 -2.097
*

2.970 3.189 -2.197
*

Age

20s(n=95) 30s(n=82) 40s(n=80) 50s(n=49) F

2.905a 3.134ab 3.100ab 3.306b 2.705*

Incomes(KRW)

1,000,000-
2,000,000
(n=32)

2,000,000-
2,999,999
(n=83)

3,000,000-
3,999,999
(n=68)

4,000,000-
4,999,999
(n=47)

5,000,000-
5,999,999
(n=29)

6,000,000-
6,999,999
(n=47)

F

3.094 3.096 3.000 3.106 3.172 3.085 0.270

Occupation

Office
(n=36)

Specialized
(n=49)

Sales and
service
(n=32)

Self
-employed
(n=33)

University
student
(n=92)

Production
(n=32)

Housework
(n=32)

3.222bc 3.408c 3.250bc 3.242bc 2.891a 3.938ab 3.950
*

*p<0.05, **p<0.01, ***p<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a < b < c

소가 강조되는 제품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이나 연령 월 소득 직업과. , ,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지각하는 감성이 다르게 나

타났으므로 오방간색의 색채기획 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

여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소비자들의 감성을 충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오방간색 선호도 차이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오방간색의 선호도차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과 같이 성별 결혼유무 연령 그리고Table 8 , ,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월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그리,

고 연령에 따라서는 대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50

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성인 남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의복배색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한 결과 연령 결혼유,

무 월 소득 직업 등에 따라 의복 배색 선호도에 차이를 보, ,

였다고 밝힌 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인구통계학적Lim(2012)

특성에 따라 색채 선호도 차이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

구 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선호도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와 에서 과 같이 나타났다Table 9 Figure 2 Figure 7 .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결과 과. Figure 2

같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즉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

아질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

는 대를 기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선호도는 낮아지고30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의 경우 여성은 선호도가. 50

가장 높은 집단인 반면 남성은 선호도가 가장 낮은 집단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오방간색을 가강 선호한 연령대는.

대였으나 성별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대50 . 50

의 오방간색에 대한 감성 이미지는 현시적이었으나 선호도

에 있어서는 여성은 선호도가 높았으나 남성은 낮게 나타남

으로써 패션제품과 같은 디자인이 중요시 되는 제품 기획

시 대의 경우에는 오방간색의 활용방법이 다른 연령대와50

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과 직업 간의 상호작용 결과 과 같이 유의한Figure 3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사무직과 대학생을 제외한 모든.

직업 집단에서 여성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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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Interaction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reference

Interaction Variables F

Gender × Marital status 0.018

Gender × Age 2.846
*

Gender × Income 1.162

Gender × Occupation 3.108
**

Marital status × Age 0.619

Marital status × Income 2.509
*

Marital status × Occupation 2.462
*

Age × Income 1.279

Age × Occupation 2.491
**

Income × Occupation 2.826***

`*p<0.05, **p<0.01, ***p<0.001

Figure 2.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Age

우에는 전문직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생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사무직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반면 생산직 집단의 선호도가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오방간색에 대하 선호도는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색,

채감성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맥락 속

에 존재하며 이러한 다차원의 색 경험이 주관적인 색채 선

호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Whang & Kwon,

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2005) .

결혼유무와 월 소득 간의 상호작용 결과 와 같이Figure 4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월 소득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의 집단을 제외한 모든 월 소득 집단에서 미혼400

자보다 기혼자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에는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집단은 월 소득 만원 이600

상 만원 미만의 집단이었으며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700

집단은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으로 나300 400

타났다 미혼자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낮게 나타.

났으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집단은 월 소득 만원이300

상 만원 미만의 집단이었으며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400 ,

집단은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으로 나600 700

타났다.

결혼유무와 직업 간의 상호작용 결과 와 같이 유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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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Occupation

Figure 4. Interaction between Martial Status and Monthly Income

Figure 5. Interaction between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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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teraction between Age and Occupation

Figure 7. Interaction between Monthly Income and Occupation

의한 효과를 보였다 즉 사무직과 판매 및 서비스직을 제외.

한 모든 직업집단에서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선호도가 더 높

게 나타났다 기혼자의 경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집단.

은 생산직과 자영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

인 집단은 생산직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집단은 판매 및 서비스직이었으며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집단은 자영업으로 기혼자와 상반되는 결과

를 보였다.

연령과 직업 간의 상호작용 결과 과 같이 유의한Figure 6

효과를 보였다 즉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집단은 대의. 20

사무직과 대의 대학생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선호도30

를 보인 집단은 대 주부와 대의 생산직으로 나타났다20 50 .

월 소득과 직업 간의 상호작용 결과 과 같이 유의Figure 7

한 효과를 보였다 즉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집단은 월.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 집단의 자영업으로 나타600 700

난 반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집단은 월 소득 만원100

이상 만원 미만의 생산직으로 나타났다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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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V.

본 연구는 전통색의 현대화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라 유구한 역사를 지닌 오방간색의 감성이미지와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오방간색의 감성이미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현대성 매력,

성 현시성 경연감 생소함으로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 , 5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오방간색의 감성이미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현대성 매력성 현시성 생소, , ,

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오방간색에 대해 여성이 더

현대적이고 매력적이며 현시적이고 생소한 것으로 인지하였

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매력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오방간색에 대해 기혼자가 더 매력적으로 인지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현대성 현시성 경연감 생소함에서 유의, , ,

한 차이를 보였으며 오방간색의 감성 이미지에 대해 가장

현대적이면서 생소하게 여긴 연령대는 대 가장 현시적인40 ,

것으로 여긴 연령대는 대 그리고 가장 딱딱하게 여긴 연50

령대는 대와 대였다 월 소득에 따라서는 매력성과 현20 40 .

시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장 매력적이고 현시적

이라 여긴 집단은 고소득 집단인 월 소득 만원 이상600

만원 미만의 집단이었다 직업에 따라서는 매력성 경연700 . ,

감 생소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장 매력적이라고,

여긴 집단은 전문가 가장 딱딱한 것으로 여긴 집단은 자영,

업 대학생 생산직 그리고 가장 생소한 것으로 여긴 집단, ,

은 주부들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오방간색의 선호도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성별 결혼유무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

오방간색을 가장 선호하는 인구통계학적 집단을 요약하면

여성 기혼자 대 그리고 전문직으로 나타났다 오방간색, , 50 .

의 선호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

결과 성별과 연령 성별과 직업 결혼유무와 월 소득 결혼, , ,

유무와 직업 연령과 직업 그리고 월 소득과 직업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과 연령 간에는 여성은 대의 선. 50

호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남성의 선호도는 가장 낮았다 성.

별과 직업 간에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더 선호하

였다 특히 남녀 모든 집단 중 여성 자영업 집단의 선호도.

가 가장 높았으며 남성 생산직이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

다 결혼유무와 월 소득 간에는 월 소득 만원 이상. 600 700

만원 미만의 기혼자 집단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반면

미혼자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결혼유무와.

직업 간에는 기혼자 집단의 경우에는 자영업 집단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반면 미혼자의 경우에는 자영업 집단의 선호

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직업 간에는 대. 20

의 사무직과 대의 대학생 집단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30

인 반면 대의 주부와 대의 생산직 집단의 선호도가 가20 50

장 낮았다 월 소득과 직업 간에는 월 소득 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집단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월700

소득 만원 이상 만원 미만 집단의 생산직의 선호도100 200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오방간색에 대한 감성이미지는 성별 결혼유,

무 연령 월 소득 직업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 ,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선호도 또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인구통

계학적 특성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첨단기술이 일반화되면서 패션제품과 같은 디자인성이.

요구되는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

비자들의 감성에 대한 만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감성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니즈를 만족시

켜주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따라 오방간색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오방간색의 감성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상호간의 관계를 조합하여 시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오방.

간색의 선호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인구통계학적 특

성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같.

은 연령이라도 성별이나 직업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선호도

경향을 보임에 따라 오방간색을 디자인성이 중요시 되는 제

품에 활용할 때에는 성별과 연령 성별과 직업 결혼유무와, ,

월 소득 결혼유무와 직업 연령과 직업 그리고 월 소득과, ,

직업 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마케팅 전략을 세분화시켜야 한

다 즉 오방간색을 가장 선호하는 집단은 연령대가 높은. 50

대이며 고소득자인 기혼 여성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특

성을 고려하여 고가 제품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며 고관여,

여성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오방간색을 선호한 집단은 여성이며 기혼자이고

월 소득이 만원에서 만원인 저소득자들과 대의 사100 200 20

무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타겟으로 할 경우에는 중.

저가 제품 마케팅 수단이 요구되며 젊은 층의 여성들이 경,

제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저관여 제품

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오방간색은 우리 민족의 정서에 부합하여 일상생활에 널

리 활용되어온 색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오

방간색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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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인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방간색을 중.

심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를 현

대화하고 차별화된 디자인 제품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세기는 감성소비시대로. 21

감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색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전.

통의 색채를 현대인들의 감성에 맞는 제품 기획 및 개발을

위해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차별화된 제품 기획에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오방간색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성과 선호

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나타난

감성이미지와 선호도 차이를 문화상품에 적용한 후 국가 또

는 문화 환경 간의 선호도와 구매의도 차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자극물로 사용된 오방간색은 선행연

구에 준하여 색을 개별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색이5 5

동시에 제시되었음을 밝히며 본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조,

사연구로 조사지역과 대상자에 한계가 있어 본 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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