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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조형과 마주하게 된다. 그 속에서 관심을 끄는 어떠

한 요소로 인해 무엇인가에 대한 형태를 떠올리거나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상상력이 자극받게 된

다. 다양하고 수많은 제품 중 조형요소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 시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디

자인에 있어서 조형요소는 소비자 심리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1]. 하지만 어떤 형태가 더 아름다운

지? 어떤 색상이 더 예쁜지? 제품의 크기는 적당한

지? 제품의 재질은 어떠한지? 제품의 조형성을 객관

적인 방법으로 정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감대를 바탕으

로 좋은 색상과 형태를 구별해 내는 것은 가능한 일

이다. 조형요소들은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눈으로 전

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브랜드를 전달하고 이해시

키며, 그것을 통하여 구매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 욕구와 생활 패

턴의 변화에 따른 조형요소에 대한 소비자 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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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이며, 소비자 태도와 감성은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주관적으

로 해석되기 쉬운 디자인 조형요소를 소비자들의 시

지각을 통해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다면 소비자들의 연령, 취향,

성향 등을 고려한 초개인화 서비스까지 구축 가능할 

수 있다. 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조형요소가 소비자

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시지각 측면에서 기호도를 

분석하고 디자인에 있어 좀 더 정량적 평가방법에 

근간을 둔 디자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를 하

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제품 이미지의 올바른 조형적 

해석을 이끌어내어 다양한 이미지 문화의 초석이 되

는 효과를 기대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인간의 시지각 반응

시각 심리학자인 솔소(Robert L. Solso, 1933-2005)

는 인간이 시각 인지를 더욱 잘 이해하려면, 모양,

형태, 색채, 윤곽, 대비 그리고 움직임의 기본적인 분

석과 기본 형태의 체계화 세상 지식과의 연합을 통한 

장기 기억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국의 미술사학자로 서양미술사의 저자이기도 한 

곰브리치(Ernst Gombrich, 1909-2001)는 사물을 지

각할 때 우린 오로지 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知)의 도식’을 적용하여 

‘보이는 대로’가 아닌 ‘아는 대로’ 묘사하게 된다고 

한다.

인간의 인지 과정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및 후각 

의 5가지의 감각기관으로부터 수용 가능한 여러 가

지 정보에 의해서 진행된다. 뮈르(Robert Muir)의 통

계에 따르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인지하는 정보 중에

서 83%가 시각, 10%가 청각, 4%가 후각, 2%가 촉각,

1%가 미각으로 시각정보는 다른 감각보다 가장 널

리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2]. 이와 같이 인지 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

각정보는 시각 전달계를 통하여 우리는 사물 그 자체

를 보기보다는 그 사물의 이미지를 보는 것이다. 이

것은 우리의 의식(마음)에 비쳐진 대상이므로 시지

각의 심리 또는 조형심리라고 할 수 있다. 시지각에 

의해 전달된 내용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여 행동으

로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조형요소는 소비자의 심리

적 반응에 관한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시각에 의한 외부자극은 대상물의 모양, 형태, 윤

곽, 대비, 움직임에 대하여 기본적인 분석을 한다. 즉 

외부의 자극이 눈의 말초 신경계에 감지되면 물리적 

에너지 형태의 전자기 신호가 전기화학적 신호로 변

환되어 후속처리를 위해 뇌로 전달된다. 우리는 뇌를 

통해 들어온 자극을 기본적인 형태로 체계화하며 이

전의 학습이나 경험과는 관계없이 지각한다. 지각된 

대상물은 후천적으로 획득된 장기기억장치에 저장

된 지식과 연합을 통하여 의미를 부여 받고 두뇌에서 

시각 장면의 특정한 부분에 주위를 기울이도록 하여 

현저한 세부 특징이나 개인적인 흥미를 끄는 대상을 

포착하게 만든다. 뇌는 눈을 통해 유입된 시각적 정

보를 표상으로 만들어 의미를 풍부하게 부여한다. 이

러한 시각의 정보처리 단계는 빠른 속도와 연속성을 

가지므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형상인 것으로 판

단하게 된다[3].

2.2 조형의 개념과 조형요소

조형이란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여 어떤 관념에

서의 형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2․3차원 또는 다차

원의 시․공간에서의 가시적 표시라고 할 수 있다

[4].

조형요소를 나누는 방법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조형요소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들을 통해 Table 1 조형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하였다. 형태를 구성하는 점, 선, 면, 부피 등과 같은 

개념요소, 이에 의해 구성된 형태를 지각할 수 있는 

크기, 색채, 질감 등의 시각요소, 시각요소들의 내적

인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위치, 방향, 공간감, 중량감 

등의 상관요소 등으로 구분하였다[5]. 이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상관관

계에 의해 관계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는 

명확하게 분리하여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6].

조형은 점⋅선⋅면이 모여 형을 이루고 이는 공간

에 따라 2D, 3D의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에 크기, 색

상, 질감 등이 그 어떠한 방법으로 조합되었나에 따

라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디

자인의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과 같은 시각적 조형

요소는 조형으로부터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의 변화요인이 된다. 여기서 조형은 분야에 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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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작품으로, 건축으로, 제품으로, 공간으로, 영상으

로 등 다양한 장르로 나타날 수 있다.

2.2.1 색상에 관한 특성

색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구별과 소통을 위해서 기

호 또는 신호의 표시로 만들어져 사용되었고, 의사 

전달이나 주장을 할 때 언어보다 더 강조되는 역할로 

사용되었다. 색은 상징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이 경험

한 것, 지각한 것, 생각한 것, 느낀 것을 상징으로 표

현하는 것이며 의식하지 않더라도 기분이나 기질, 의

욕과 활력에 영향을 주어 감정과 태도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소비자에게 시각적 자극을 가장 빠르게 전

달하는 요소는 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에 따르

는 충격(Impact)효과가 가장 강력한 시각적 자극요

소 가운데 하나도 색상일 것이다. 형태는 어느 정도

의 윤곽을 보아야만 인지가 되지만, 색상은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으로도 그 특성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7].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색을 보았을 때 그 색과 관

련하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또 연결시켜 여러 가지를 

연상한다. 즉, 이전에 경험한 여러 가지 것을 되살려 

주관적으로 느낌이나 기분을 연상시키고, 또 어떠한 

구체적 물체를 연상하기도 한다. 어떤 색상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연상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 그 

색상은 하나의 상징이나 기호로서의 역할을 한다. 스

위스 심리학자 칼 융에 의하면, 인간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매우 제한적인 정보들로 의식세계

를 이뤄내지만, 이러한 의식 세계보다 훨씬 방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색채의 상징적 

의미는 인식의 작용이라기보다 본능적인 심신의 반

응으로 정신적 동요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우리가 색을 응시할 때 느끼는 것과 관련된 작용

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개인의 심리적 반응이다. 그

러나 그 색에 반응하는 심리는 강하고 직접적이므로 

경험적 관계뿐만 아니라 연상되는 작용을 통하여 감

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컬러 심리는 소비자 

감성에 근거하며, 마케팅에 많은 영향을 주며 마케팅

의 세계에서 컬러심리란 상품의 색감, 재질감, 형태

감 등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즉, 상품의 좋은 이미지

는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되므로 조형요소에서의 색

상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감

성과 심리반응을 연구하고 있다. 특정색에 대한 반응

은 사람의 처한 환경이나 문화 등에 따라 다르다. 어

떤 색은 창의성을 고양시키기도 하고, 어떤 색은 식

욕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열정을 불어넣기도 한다.

각각의 색은 특정 효과를 일으켜 인간의 감정을 좌우

하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요인 등으로 형태와 더불

어 그 기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Table 1. Formative category.

Scholar Formative category

Cornelius Light, Color, Shape

Lauer, David A.
unity, emphasis, balance, proportion, rhythm, line, shape, texture, space,

movement, brightness, color

Martine Joly color, shape, composition, texture

Mondrian shape(line, color), space

Wucius Wong
Visual elements: shape, size, color, texture / Correlation factors: shape, direction,

repetition, structure, similarity, gradation, radiation, anomalies, contrast,
concentration, texture, space

Jacques Aumont element(color, texture), structure(form), structured(movement)

Paul Martin Lester color, shape, depth, movement

W. Kandinsky movement, shape(dot, line, face), color

Choon Il Kim shape, brightness, color, texture

Ji Won Hong dot, line, face, 3D, color, texture, direction

In Hye Kim dot, line, face, shape, size, color, texture, direction, space, direction, weight

Kyung Woo Min shape(dot, line, face, 3D), color, texture, light, movement, spa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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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형태의 특성

형태란 구조를 가진 어떤 것을 말하는데 ‘전체적 

형상’ 혹은 ‘조립’이라는 뜻으로 그것은 도형일 수도 

있고 멜로디 또는 동작일 수도 있다. 형태는 영어로 

‘shape’,독어로 ‘gestalt', 불어로 ‘forme로’ ‘번역되는

데, 다른 자극을 받아 수용된 것이 우리 내부의 심리

적 메카니즘에 따라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말한다. 형태는 주로 인간의 감각 중에서 시각과 촉

각에 의해 지각되기 때문에 색과 함께 대상의 감각적 

경험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형태는 크기

와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에 의해 다양해지므로 디자

인이나 구성은 근본적으로 형의 배치라 할 수 있다

[8].

기본적으로 형태는 두 가지 단계를 통하여 표현된

다. 1차적으로 기본 조형요소인 점, 선, 면은 조합에 

따라 기본적인 형상(shape)을 이루게 되고 3차원 구

성요소인 볼륨(volume)과의 조합을 통해 형태를 구

성하게 된다. 2차적으로 여러 형태 구성요소의 힘의 

작용에 따라 조형 해석원리의 기본이 되는 조형원리

를 나타낸다. 이러한 조형 변수(원리)는 인간이 인지

하고 반응하게 되는 기본요소의 역할을 한다. 형태는 

조형을 이루는 요소들 중 하나로 제품의 외형을 이루

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며 형태의 구성요소 조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이루며 이는 곧 사용자의 인지반

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품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

인자에 의해 형성되고, 좋은 형태의 창출은 제품디자

인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게 얽

힌 형태라 하더라도 고차원적인 시지각에 입각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형태를 이루는 구성요소(점, 선,

면)의 조합과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복합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이를 2차원과 3차원의 결과물로서 도출 

될 수 있으며 인간은 시각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곧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반응은 감

성반응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감성어휘를 이끌어 내

고 이는 곧 소비자의 제품에 구매욕구 등의 반응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은 곧 제품의 

다자인, 즉 조형행위가 제품 시장에서 점차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9].

2.3 색상과 형태에 관한 선행연구

챔벌스와 뮬톤(Chambers, Moulton, 1978)은 색상

이란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디자인요소라고 하면서 심리적 현상으로 

빛에너지에 의한 눈의 생리적 반응현상과 더불어 여

러 가지 사고, 판단 작용과 감성, 심리반응을 일으키

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10]. 그림 지각에 있어서 

선이나 직물(texture) 같은 형태가 갖는 미적인 특성

들이 화남, 기쁨, 평온, 우울, 여성다움, 불쾌감 등과 

같은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1]. 또한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서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둥근 모양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에 각이 있고 딱딱한 형태는 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

으로 시각 디자인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각기 다른 

느낌을 준다는 내용들이 있다. 또한 표준 도형에서 

지역별 감성차이가 존재하고 비례나 방향성, 색채와 

같은 속성에서 감성차이가 지역별로 나타난다는 연

구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태와 색의 결

합이 어떻게 감성적인 형용사와 연결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몇 가지 색과 간단한 형태(삼각형, 사각

형, 타원)을 중심으로 행해졌다는 보고가 있다[12].

색과 맛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레드, 오

렌지, 옐로우는 단맛을, 옐로우, 그린은 신맛을, 핑크

는 달콤한 맛, 짙은 블루, 브라운, 퍼플은 쓴맛, 그린,

그레이, 블루는 짠맛 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되어 있지

만 실제로 색에 대한 이해와 감각은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13]. 또 컬러에서 냄새를 맡고,

음(音)을 느끼기도 하고, 촉감을 느끼기도 한다[14].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은 도형과 색채의 

연관성을 정서적이며 정신적인 것으로 사각형은 평

화와 죽음, 감정과 어둠, 빨강을 나타내며, 삼각형은 

열정이나 생명, 흰색과 노랑을 나타내고 원은 통일성

과 무한성, 평화와 파랑을 주황은 사다리꼴, 초록은 

원추삼각형, 보라는 타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에드윈 바빗트(Edwin Babbit)의 이론에 의하면 

각이 없는 원은 파랑색과 같이 편안함을 표현하며 

완강하고 예리한 각을 지닌 삼각형은 빨강색처럼 활

동적이며, 둥글지도 예리하게 모나지도 않은 육각형

은 편안함과 활동성을 표현하는 노랑색과 관련이 있

다고 하였다[15].

칸딘스키(W. Kandinsky)는 노랑은 원심적 운동,

파랑은 구심적 운동으로 움직이며, 빨강은 안정되어 

있으며 수평선은 검정 또는 파랑, 수직선은 하양 또

는 노랑, 사선은 회색 또는 초록색이나 빨강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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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며 30° 각은 노랑, 60°각은 주황, 90°각은 빨강 

120°각은 보라, 150°각은 파랑, 180°각은 검정의 성격

을 가지며 평면의 삼각형은 노랑, 사각형은 빨강, 원

은 파랑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16].

색상 정보와 형태 정보를 결합하려는 방법으로는 

자인(Jain)에 의해 제안된 방법이 있다[17].

3. 연구방법 및 설계

3.1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소비자 시지각에 대

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형요소의 관련 이론 및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개념과 정의를 정리

하였다. 둘째, 자료조사를 토대로 얻어진 결과를 바

탕으로 조형요소 중 색상과 형태를 중심으로 설문내

용을 구성하여 온라인 설문을 통해 소비자 시지각 

반응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된 자료의 분석

방법은 SPSS의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시지각 

반응에 대한 대안 제시 및 결론을 내렸다.

연구대상자는 한국 거주자 98명에게 평소 이미지

의 조형요소 중 색상과 형태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구성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시지각 반응의 가외 변인으로 평소의 취향이나 느낌

이 시지각 반응과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설문을 구성하였다. 3명의 사전조사를 

통해 각 항목의 질문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로 사용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연령

별 98명을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4명을 제

외한 94명의 자료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색 추출은 1968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채용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인 먼셀(A. H. Munsell) 색상환 중 

빨강(5R), 노랑(5Y), 녹색(5G), 파랑(5B), 보라(5P) 5

색을 기본으로 그 사이사이에 중간색인 주황(5YR),

연두(5GY), 청록(5BG), 남색(5PB), 자주(5RP)를 고

른 간격에 배치한 먼셀 10색상환과 밝고 어두운 정도

인 먼셀의 명도를 무채색 기준, 11단계 중 3가지 단계 

검정색(0), 흰색(10), 회색(5)을 채택하였다. 형태는 

기본 형태인 정원, 정삼각형, 정사각형에 변형 형태

인 오각형과 별을 대상으로 하였다.

3.2 연구내용 및 분석지표

본 연구의 핵심내용은 조형요소 중 색상은 시각적 

특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색에서 냄새와 맛을 느끼고,

또 색으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다감각적 특성

Table 2. Respondent's Characteristics.

Division Result Division Result Division Result

Chromatic
color

Favorite color Blue 20(21.3%)

Taste
|

Color

Sweet Yellow 29(30.9%)

Form

Favorite form Circle 62(66.0%)

Hate color Purple 22(23.4%) Salty Blue 16(17.0%) Hate form Star 30(31.9%)

Achromatic
color

Favorite color White 49(52.1%) Sour Yellow 45(47.9%) Soft Circle 85(90.4%)

Hate color Gray 35(37.2%) Bitter Green 23(24.5%) Hard Triangle 90(95.0%)

Chromatic
color
|

A. H.
Munsell

Red Intense 42(44.7%) Umami Orange 27(28.7%) Light Star 81(85.2%)

Orange Rich 18(19.1%) Spicy Red 91(96.8%)
Heavy Rectangle 87(92.6%)

Yellow Hopeful 16(17.0%)

Season
|

Color

Spring Yellow 36(38.3%)
Stable Rectangle 88(93.6%)

Turquoise Vital 9(9.6%) Summer Blue 49(52.1%)
Unstable Star 66(70.2%)

Blue Pleasant 17(18.1%) Fall Orange 54(57.4%)
Static Rectangle 80(85.1%)

Navy Sedate 16(17.0%) Winter White 44(46.8%)
Dynamic Star 75(79.8%)

Light green Vital 15(16.0%)

Emotion
|

Color

Pleasure Yellow 51(54.3%)
Simple Circle 88(93.6%)

Green Peaceful 10(10.6%) Angry Red 66(70.2%)
Complex Star 80(85.1%)

Purple Luxurious 25(26.6%) Sadness Black 20(21.3%)
Positive Circle 82(87.2%)Amethyst Exotic 13(13.8%) Joy Yellow 21(22.3%)
Negative Triangle 58(61.7%)

Achromatic
color

White Bright 8(8.5%)

Form

Circle Red 18(19.1%)

Balanced Rectangle 86(91.5%)Triangle Blue 20(21.3%)

Gray Sedate 14(14.9%) Unbalanced Star 47(50.0%)Rectangle Blue 27(28.7%)

Comfortable Circle 85(90.4%)Pentagon Purple 24(25.5%)
Black Luxurious 18(19.1%) Uncomfortable Star 60(63.8%)Star Yellow 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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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표현하는 요소를 토대로 분석지표를 설정하였

다(Table 2, Fig. 1). 분석지표의 내용으로 색의 미각,

색의 온도, 색의 계절, 색의 감정(부정적, 긍정적)과 

인식의 작용이라기보다 본능적인 심신의 반응으로 

정신적 동요를 표현하는 색의 상징, 어떤 특정한 색

을 보았을 때 그 색과 관련하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연결시켜 이전에 경험한 여러 가지 것을 되살려 주관

적으로 느낌이나 기분을 연상시키고, 또 어떠한 구체

적 물체를 연상하기도 하는 색의 연상(구체적 연상,

추상적 연상), 색과 형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느끼는 객관적인 감정을 조사하여 

IRI색채연구소의 형용사 이미지스케일 시스템을 통

해 형용사 어휘를 추출하였으며 색과 형태의 선호도 

조사, 제품구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형

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등 개인적인 선호도에 관련

된 설문들을 객관식⋅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여 색

과 형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심리 반응과 관련지

어 설문하였다. 이러한 반응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면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소비자의 시지각 

반응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색상과 형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면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이 

어떤 이미지를 느끼게 하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4. 분석 결과

조사대상은 총 94명으로 남성이 33명(35.1%), 여

성이 61명(64.9%)이였다. 20대 32명(34%), 30대 20명

(21.3%), 40대 26명(27.7%), 50대 16명(17%)으로 응

답자 중 20대의 여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분석결과, 5가지 형태 중 선호하는 형태는 정원 

62명(66%), 싫어하는 형태는 별 30명(31.9%)의 결과

로서 단순한 형태를 선호하며 복잡한 형태를 싫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드러운 형태는 정원이 

85명(90.4%)이며 가장 딱딱한 형태는 정삼각형이 90

명(95.7%)으로 나타났다. 가장 가벼운 형태는 정삼

각형 62명(66%), 가장 무거운 형태는 정사각형 87명

(92.6%)이며 안정적인 형태는 정사각형 88명(93.6%)

불안정적인 형태는 별 66명(70.2%), 정적인 형태는 

정사각형 80명(85.1%) 동적인 형태는 별 75명(79.8

%), 단순한 형태는 정원 88명(93.6%), 복잡한 형태는 

별 80명(85.1%), 균형적인 형태는 정원 82명(90.4%),

불균형적인 형태는 별 47명(50%), 편안한 형태는 정

원 85명(90.4%), 불편한 형태는 별 60명(63.8%)으로 

나타났다. 형태와 색상과의 연관성 분석에서는 정원

은 빨강 18명(19.1%)>녹색17명(18.1%)이며 정삼각

형은 파랑 20명(21.3%), 정사각형 파랑 27명(28.7%),

정오각형은 보라색으로 24명(25.5%)으로 분석되었

으며 별은 43명(45.7%)이 노란색이라 답변하였다.

선호하는 유채색은 파랑색 20명(21.3%), 싫어하는 

유채색은 자주색으로 22명(23.4%)으로 나타났으며 

무채색에 있어서는 49명(52.1%)이 흰색을 선호하며 

싫어하는 무채색은 35명(37.2%)이 회색으로 나응답

하였다. 긍정적인 색은 노랑 27명(28.7%)>녹색 20명

(21.3%)>파랑 17명(18.1%)순으로 나타났으면 부정

적인 색은 검정 27명(28.7%)>빨강 21명(22.3%)>회

색 15명(16%) 순으로 분석되어졌다. 가장 따뜻한 색

과 차가운  색은 31명(33%)의 주황과 37명(39.4%)의 

파랑으로 나타났다. 색의 미각에 있어서는 단맛은 노

랑 29명(30.9%)>주황 28명(29.8%)순이며 짠맛은 파

랑 16명(17%), 신맛은 노랑 45명(47.9%), 쓴맛은 녹

색 23명(24.5%), 감칠맛은 주황 27명(28.7%), 매운맛

은 91명(96.8%)으로 나타났다. 색의 감정은 희(기쁨)

는 노랑 51명(54.3%-남19.2%, 여35.1%), 노(화남)는 

빨강 66명(70.2%-남24.5%, 여45.7%), 애(슬픔)는 검

Fig. 1. Color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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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명(21.3%-남7.4%, 13.8%), 락(즐거움)은 노랑 

21명(22.3%-남 6.4%, 여 24.6%)으로 노랑을 기쁘고 

즐거운 색으로 나타났다. 계절에 있어서의 색은 봄은 

노랑 36명(38.3%-남14.9%, 여23.4%), 여름은 파랑 

49명(52.1%-남16%, 여36.2%), 가을은 주황 54명

(57.4%-남16, 여41.5%), 겨울은 흰색 44명(46.8%-남

14.9%, 여31.9%)으로 나타났다.

제품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조형요소는 형태로 

27명(28.7%)>색상 19명(20.2%)>질감 10명(10.6)>

크기 3명(3.2%)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가 중요하

다는 답변도 20명(21.3%)로 나타났다.

색상의 연관 어휘형용사는 빨강-강렬한 42명

(44.7%)>자극적인 15명(16%), 주황-풍요로운 18명

(19.1%), 노랑-희망적인 16명(17%), 청록-생명력이 

있는 9명(9.6%), 파랑-쾌적한 17명(18.1%), 남색-차

분한 16명(17%), 연두-생명력이 있는 15명(16%), 신

선한 14명(14.9%), 녹색-평화로운 10명(10.6%), 보

라-고급스러운 25명(25.6%), 자주-이국적인 13명

(13.8%), 흰색-새로운 9(9.6%), 차분한 8명(8.5%), 산

뜻한 8명(8.5%), 회색-차분한 14명(14.9%), 불안한 

13명(13.8%), 불쾌한 12명(12.8%), 검정-고급스러운 

18명(19.1%), 세련된, 세련된, 불안한 각 10명(10.6%)

으로 나타났다.

Fig. 1과 같이 색의 연상을 추상적 연상과 구체적 

연상으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 빨강은 태양-열정, 주

황은 오렌지-따뜻함, 노랑은 개나리-귀여움, 연두는 

새싹-싱그러움, 녹색은 나무-안전함, 청록은 나무-

시원함, 파랑은 바다-시원함, 남색은 바다-어두움,

보라는 포도-신비로움, 자주는 자두-화려함으로 나

타났다(Table 2, Fig. 1).

5. 결  론

제품을 보다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시지각

적으로 소비자를 매료시키려 했던 20세기의 디자인

관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변해가고 있으며 인간의 

심리적 욕구와 물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의 조형 개념을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조형요소들을 정

리하고 그 중 색상과 형태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시지

각 반응을 분석하였다.

색의 상징, 색의 연상, 색의 미각, 색의 감정, 감성

이미지 어휘, 형용사 이미지스케일, 형태와 색과의 

연관성, 선호도, 제품 구입 시 우선순위, 형태에서 느

껴지는 이미지 등 개인적인 선호도의 분석지표를 통

해 색상과 형태는 지각자의 사회적⋅문화적 정보 경

험과 지금까지 학습되어진 지식 등이 결합되어 인지

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사물을 

지각할 때 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知)의 도식’을 적용하여 ‘보이는 대로’

가 아닌 ‘아는 대로’ 묘사하게 된다는 곰브리치의 이

론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제품의 색상과 형태 그리고 이

미지 속에서의 조형적 요소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연

구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조형요소에 대한 보다 복합

적이고 다양한 시지각 반응을 분석하여 제품과 이미

지의 상호 관계성 연구가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사료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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