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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브랜드는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브랜드는 사람들의 지위
와 힘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컬러는 감정의 표현
이며 브랜드 이미지 중요한 요소로 브랜드 이미지의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다. 본 연구
는 인터브랜드에서 2019년 한중 TOP 50 브랜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브랜드의 홈페이지에서 브랜
드 CI를 다운로드하여 Adobe Photoshop 프로그램과 HSB 시스템을 통해 이미지를 데이터화 한 후 브랜드
의 컬러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 기업 브랜드의 컬러 특성을 분석 할 때 큰 차이가 없고 I.R.I 컬러 이미지 
스케일을 분석 결과 한국 브랜드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활기차고 고상하며 따뜻한 감성 형용사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 브랜드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엄숙하고 현대적이며 세련된 감성 형용
사를 볼 수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이 자체 브랜드 런칭과 제품 개발시 컬러와 형태를 선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중심어 :∣브랜드 이미지∣컬러특성∣비교분석∣인터브랜드∣ 
Abstract

In a fiercely competitive market, brands have becom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people to choose 
their products, and brands are also symbols of people's status and strength. Therefore, the importance 
of brand image design is growing. And color is an expression of emotion and can improve the 
communication and marketing environment of brand image as an important element of brand image. 
In this study, Interbrand selected Korea-China TOP 50 brand as a survey target in 2019 and downloaded 
brand CI from each brand's homepage to data images through Adobe Photoshop program and HSB 
system, and analyzed the color of the brand. There is no big difference in analyzing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Chinese brands, and the I.R.I color image scale analysis shows that the 
overall design of Korean brands is vibrant, elegant and warm to consumers. On the other hand, the 
overall design of the Chinese brand offers consumers a solemn, modern and sophisticated emotional 
adjectiv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can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to select 
colors and forms when launching their own brands and develop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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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기술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기

업이 품질로 제품을 구별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1]. 
최근 사람들은 브랜드 이미지의 전략적 역할에 주목하
기 시작했고, 강한 인지도와 자신의 브랜드와의 강한 
연관성을 통해 확립된 브랜드 자산은 경쟁 우위를 확보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2]. 따라서 브랜드의 
중요성은 단순한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를 잘 전달하면 브랜드의 위치를 확립
하고 다른 경쟁 업체와 격리시키며 브랜드의 시장 영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3][4]. 브랜드의 장기적인 성공
은 마케팅 담당자가 브랜드 의미를 선택하고, 이미지의 
형태를 조작하고,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이
미지를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5]. 또한 브랜드 이
미지는 매출, 시장 점유율, 수익 등의 실제 자산과 연관
되어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에게 노출된 브랜드 이미지
가 강하고 좋은지, 고유 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무
형의 고객 자산을 가져온다[6][7].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은 제품 품질 특성에 대한 충
분한 식별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를 위해 
구매 동기와 관련된 제품 결정 기준을 제공하며 기업의 
광고 활동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로부터 기술
적으로 동일한 두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기
초로, 서로 다른 소비자로부터 구매하는 다른 이유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이미지를 강조하여 효과적인 광고
를 수행할 수 있다[8].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아이덴티티의 중요한 요
소로서의 컬러는 독특한 감성표현과 문화상징의 의미
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 전반에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면, 기업 및 브랜드의 고유한 표식
의 일부가 될 수 있다[9]. 컬러의 올바른 사용과 컬러 
감성의 합리적인 표현은 제품의 상업적 가치를 높일 뿐
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재구축 할 수 있
다[10]. 

심벌과 컬러는 브랜드를 구별하고 인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컬러는 브랜드의 선호도를 결정하
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11]. 컬러는 브랜드 이미
지를 확립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와 커뮤니케
이션 과정에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12].

기존 연구 대부분은 기업 브랜드의 태도에 대해 연구
하였다. 그러지만 한국과 중국 브랜드의 컬러 비교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기업 브랜드의 컬러 특성을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브랜드 컬러에 대한 응용분석
을 통하여 브랜드를 개발할때 컬러의 중요한 의미를 더
욱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브랜드와 컬러의 상관성과 브랜드 마크 유

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브랜드 컬러 특성을 분석했으
며 연구 대상으로 영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브랜드 
조사 기관 인터브랜드1가 선정한 인터브랜드 선정 
2019년도 세계 한국과 중국의 TOP 50 기업 브랜드
[표 1]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00개 브랜드 디자인 중 나타나는 컬러·로고타입·브
랜드 이미지 형태 등 세분화된 이미지를 조사하고 기업
은 브랜드 컬러와 이미지를 중요한 핵심 요소로 고려해
야 한다는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한국과 중국 브랜드 TOP 50

1 Interbrand: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인 인터브랜드가 
매년 발표하는 100대 글로벌 브랜드의 가치 순위로, 2000년부
터 평가가 시작되었고, 인터브랜드의 브랜드 가치 평가는 브랜드
가 향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나타낸다.

2019 Best Brands: Top50
브랜드(한국) 순위 브랜드(중국)

삼성 1 텐센트
현대 2 알리바바
기아 3 중국건설은행

네이버 4 중국핑안
삼성생명 5 중국공상은행

SK telecom 6 차이나모바일
LG 7 중국은행

KB국민은행 8 중국농업은행
신한은행 9 차이나생명보험
SK hynix 10 초상은행

AMORE PACIFIC 11 화웨이
삼성생명 12 마오타이
신한은행 13 바이두

KT 14 샤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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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1. 브랜드 이미지
Aaker와 안길상 등은 브랜드 이미지를 의미를 지닌 

조직화된 연상들의 집합으로서 단순한 여러 연상들의 
집합이 아닌 그 연상들이 갖는 의미들의 그룹들로 조직
화된 브랜드 연상들의 유기적 집합이라는 것을 제시하
였다[13][14]. Keller[15]는 소비자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드에 의미를 부
여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
다.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연의 호감, 강도, 독성으로 
구성된 브랜드 연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16].

기업은 브랜드를 이용하여 제품의 개성과 아이덴티
티(identity)를 창조하고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자기 회사의 제품을 식별한다[17]. 기
술의 발달로 제품의 품질이 평준화되었고, 경쟁이 치열
한 현대 사회에서 브랜드 이미지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
으로 강조되어왔다[18].

2. 브랜드 이미지와 컬러
브랜드 컬러는 단순한 컬러가 아니라 소비자가 인지

하고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컬러를 의미
하며, 기업이나 제품에 고유한 컬러가 있다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브랜드 요소이다[19]. 브랜드에 있어 
시각적 요소 자체는 로고, 심벌 등과 같은 컬러의 상징
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컬러를 통한 전달하며 이 컬
러의 영향력이 크다[20]. 브랜드 이미지는 창의나 구체
적인 전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어떤 의의와 
소통을 전달하는 것이다[8]. 예들 들어 우리가 초록색을 
보면 대숲을 떠올리고, 붉은색을 보면 사랑을 떠올리며, 
푸른색을 보면 푸른 하늘을 떠올리듯 상징 이미지를 연
상시키는 작용을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브랜드 컬러를 올바른 사용은 소비자의 브랜드 연관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브랜드 아이
덴티티 구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21].

컬러는 브랜드 홍보의 중요한 부분 일뿐만 아니라 기
업의 발전에 따른 제품을 차별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컬
러는 하나의 경영 전략이며, 기업의 경영 철학과 브랜
드 목적을 결합하는 의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이다[22].

또한 컬러는 브랜드의 첫인상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브랜드 고
유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브랜드와 기업의 이미지를 상
승시켜 준다[23]. 이것은 컬러마다 의미와 특징이 다르
기 때문에 강렬한 감정을 만들 수 있고 소비자들의 마
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3. 브랜드 이미지 개성 
브랜드 개성의 개념을 정리하며 브랜드 개성은 인간

의 특성을 지닌 브랜드 속성의 표현이고 성별, 연령, 사

LG 15 태평양보험
우리은행 16 레노보그룹
교보생명 17 교통은행

HYUNDAI MOBIS 18 푸파은행
LG 19 우랑예

POSCO 20 중국민생은행
KT&G 21 흥업은행

KAKAO 22 징둥
현대그룹 23 하이얼

LOTTE SHOPPING 24 안타
삼성생명 25 메이투안 
CJ ENM 26 중국인민재산보험

HYUNDAI CARD 27 중신은행
CJ 제일베당 28 주대복

EMART 29 청도맥주
NCSOFT 30 순풍택배
COWAY 31 양하남색경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32 거리
SK hynix 33 메이디
LG U＋ 34 운남백약
삼성증권 35 루저우라오쟈오

THE HYUNDAI 36 지리
BGF리테일 37  넷이즈닷컴
GS리테일 38 신동방

LG 디스플레이 39  씨트립
LOTTE CHEMICAL 40 중신증권

S-OIL 41 중국태평보험
신세계백화점 42 일리

한화생명 43 해천
THE SHILLA 44 멍뉴
HANSSEM 45  중국광대은행

NETMARBLE 46 광주자동차
GS SHOP 47 장유와인
DB손해보험 48 상하이기차
DAELIM 49 동풍자동차
오뚜기 50 쑤닝

(Interbran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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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집단, 개성 등 인간과 관련된 특성 변수가 포함되어 
있고 브랜드와 관련된 개성 집합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4]. Plummer[25]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브랜드 이
미지의 한 요소로 설명하였으며 Marks와 Oldon[26]
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하나의 브랜드 내면의 특징을 
묘사한 특별한 의미의 집합 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Keller[16]는 사용자와 이미지의 속성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의 한 범주로 정의했으며 브랜드의 개성은 소비
자에게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혜택의 근원으로 해석
되고 있다.

김수정 등[27]은 컬러는 각각이 지니는 컬러 이미지
로부터 감성적 이미지 표출이 유리한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체계화된 객관적 표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
드 개성 관점에서의 브랜딩의 전략적 관리 도구가 될 
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브랜드의 컬러에 대한 비
교를 통해 한중 양국의 브랜드 개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자 한다.

4. 브랜드 행태
브랜드마다 개념과 행태가 다르다. 기업은 브랜드의 

독특한 형태를 통해 브랜드의 개념이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민영[28]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시각이나 촉각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형태는 생물이나 무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적 모티브
와 사람이 만들어 만든 인공물 같은 인공적 모티브로 
나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연적 모티브와 인공적 
모티브를 분류하여 한중 양국의 브랜드 형태의 차이를 
탐구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 조사를 통해 현재 학술계와 업계는 뉴
미디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뉴미디어 환경
에서 국가 간의 브랜드 컬러 연구가 비교적 적다. 그래
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브랜드 컬러에 대한 
데이터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브랜드 개발 방식을 
더 잘 발견하고 미래의 발전 공간을 탐구하는데 이론적 
의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19 년에 발표 된 한국 및 중국 상위 50

개 브랜드의 컬러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HSB Color 

System과 I.R.I 컬러 이미지 스케일을 이용하여 각 브
랜드의 데이터화를 과학적으로 비교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 브랜드의 컬러 디자인 차이와 브랜드 컬러가 나타
내는 개성 차이를 분석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
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브랜드 컬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브랜드 컬러의 디자인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연구를 위한 추
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문제1: 한국과 중국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의 형

태가(자연적 모티브/인공적 모티브) 어떠
한가?

연구문제2: 한국과 중국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 사용
한 컬러 개수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한국과 중국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 컬러 
색상/채도/명도의 차이가 어떠한가?

연구문제4: 한국과 중국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 컬러 
개성의 차이가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기존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브랜드에 대한 소
비자의 태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디지털 방식을 통해 Adobe Photoshop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HSB Color System을 이용하여 각 브랜드의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Brightness)데이
터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I.R.I 감성척도(컬러 이
미지 스케일)를 통해 도출한 데이터를 감성적으로 분류
한다. 

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브랜드 이미지 개성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1. HSB color system 
본 연구에서는 컬러 데이터 도출을 위해 HSB Color 

System을 사용 하였다. [그림 1]과 같은 HSB Color컬
러 이미지의 System이 색의 3요소인 색상, 채도, 명도를 
나타내는 컬러 시스템으로서 사람이 컬러에 대해 느끼는 
감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용이한 컬러 시스템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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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 color system은  보통 이미지의 컬러교정을 할 
때 사용하기에 매우 적절하다[30]. 3요소 중에서 색상
(Hue)은 바로 순수한 색, 즉 가시스펙트르를 구성하고 
있는 단색으로서 0°에 RED, 60°에 YELLOW, 120°에 
GREEN, 180°에 CIAN, 240°에 BLUE, 300°에 
PURPLE이 위치하여 하나의 색환을 이룬다. 이건 기본
적으로 RGB 스타일의 풀 컬러이다. 채도(Saturation)
는 0에서 100 사이의 숫자이다. 따라서 어떤 색깔을 선
택하든 100%의 채도가 가장 풍부한 버전이 되고, 0%
의 채도가 회색 버전이 된다. 명도(Brightness)는 0에
서 100 사이의 숫자이다. 채도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백
분율로 표시되고 0% 밝기는 채도나 색조와 상관없이 
검은색이다. 100% 명도는 채도가 0% 인 경우에만 흰
색이다. 그렇지 않으면 100% 밝기는 매우 밝은 색이다.

2. I.R.I 컬러 이미지 스케일
다양한 색깔의 색조 체계를 개발하면서 한국인의 감

각을 실행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범용되는 공통점을 고
려해 개발된 것으로 최근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단색, 배색, 형용사 이미지의 공간은 세로 방향으로 
부드러운(Soft), 단단한(Hard), 세로 방향 동태 
(Dynamic), 정태(정적)의 동일한 표준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내에서 단색, 배색, 형용사는 각각 고유의 
위치가 있다[31]. 따라서 추상적 이미지를 구체적인 색
상으로 바꾸고 구체적인 컬러를 추상적 개성으로 전환
시켜 해석 할 수 있다[그림 2][그림 3][그림 4].

그림 2. IRI 단색 IMAGE SCALE 

그림 3. IRI 배색 IMAGE SCALE

그림 4. IRI 형용사 IMAGE SCALE

그림 1. HSB col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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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과정의 타당성 검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브랜드 컬러 특징을 더 과

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순위 상황에 따라 업체별 홈페
이지에서 업체 브랜드의 CI(Corporate Identity 
System)[32]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 각 기업 브랜드 
수년간 일한 전문가와 중국 대학교의 교수를 초청 하였
다. 이 두 명 전문가는 15일 동안 Adobe Photoshop 
프로그램과 HSB Color System을 이용하여 브랜드별 
원시 데이터를 분석했다.

Ⅳ. 조사결과 및 분석

1. 브랜드 이미지 형태적 분석
연구문제1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의 

형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본 연구에서는 이민영(2017)
에 참고하여 분석기준은(자연적 모티브, 인공적 모티브)
을 인용하여 브랜드 이미지의 형태적 분류에 사용하였
다.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다[표 2].

표 2. 브랜드 이미지 형태적 분석

분류
한국 중국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자연적 
모티브 11 22 9 18

인공적 
모티브 39 78 41 82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자연모티브가 11개
(22%)로 나타났으나 인공모티브가 39개(78%)를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자연모티브가 9개
(18%)로 나타났으나 인공모티브가 41개(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결과는 거의 같으며 
2019 TOP50 브랜드 이미지는 모두 인공모티브를 가
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브랜드 이미지 사용 컬러 수 분석
연구문제2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 사

용한 컬러 개수가 어떠한가에 대한 본 연구는 브랜드 
이미지에서 사용되는 색상의 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

문에 앞서 수집한 분석 대상의 브랜드 이미지들을 컬러
의 수에 따라 분석하였다[표 3].

표 3. 브랜드 이미지 사용 컬러 수 분석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의 브랜드 이미지 컬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 수는 2가지(한국: 21개/42%; 중
국: 27개/54%) 이고, 두 번째는 1가지(한국: 18개
/36%; 중국: 16개/32%)가 많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한국과 중국의 브랜드 이미지 컬러 특성
연구문제3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 컬

러 특성의 차이가 어떠한가에 대한 한국과 중국 브랜드 
이미지의 심벌마크와 워드마크의 색상, 채도, 명도 그리
고 심벌마크와 워드마크의 채도차이, 명도차이를 HSB 
Color System으로 데이터화하였다. 다량의 분산된 데
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색상(H), 채도(S), 명도(B)의 변
량을 다음과 같은 폭의 계급으로 구분한 후 각 도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다[표 4][표 5].

표 4. 데이터 분석 위한 단위
분석 항목 계급설정

색상(Hue) 유채색 6계급(60° 간격)과
무채색, 총 7계급으로 구분

채도(Saturation)
명도(Brightness)

1%~100%를 10%의 간격으로
10개의 계급으로 구분

심벌마크채도-워드마크채도 
심벌마크명도-워드마크명도 

1%~ 100%를 10%의 간격으로
10개의 계급으로 구분

3.1 한국 2019년 TOP50 브랜드 이미지 컬러특성
1) 색상(Hue)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의 경우 심벌마크는 무채색과 

BLUE의 사용이 많고 RED, YELLOW, GREEN 순으로 

분류
한국 중국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가지 18 36 16 32

2가지 21 42 27 54

3가지 5 10 5 10

4가지이상 6 1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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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브랜드 이미지 색상, 채도, 명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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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워드마크는 무채색의 사용이 많고 적은 유채
색의 경우 BLUE, RED 순으로 도수가 분포하였다.

2) 채도(Saturation)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의 채도분석결과 심벌마크는 

60%이상이 91∼100(%)에 분포하였다. 워드마크는 제
일 높은 채도(91∼100%)와 낮은 채도(1∼10%))의 컬
러가 70% 이상으로 사용하였다.

심벌마크와 워드마크의 채도차이에는 데이터가 양극
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은 가장 높은 채도와 
가장 낮은 채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명도(Brightness)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의 명도사용은 심벌마크의 경

우에는 중고명고(51∼100%)의 80% 이상으로 분포하
고, 워드마크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심벌마크와 워드마크의 명도차이에 있어서는 1-10%
와 31-40% 분포를 나타내며 나머지는 비슷하게 분포
를 볼 수 있다. 

3.2 중국 2019년 TOP50 브랜드 이미지 컬러특성
1) 색상(Hue)
중국의 브랜드 이미지의 경우 심벌마크는 무채색의 

사용이 적고 많은 유채색의 경우 BLUE, RED 순으로 
나타났다. 워드마크는 무채색의 사용이 많고 적은 유채
색의 경우 BLUE, RED 순으로 도수가 분포하였다.

2) 채도(Saturation)
중국의 브랜드 이미지의 채도분석결과 심벌마크는 

대부분 채도가 높은 컬러(81∼100%)  80% 이상에 분
포하였다. 워드마크는 제일 높은 채도(91∼100%)와 낮
은 채도(1∼10%))의 컬러가 75% 이상으로 사용하였다.

심벌마크와 워드마크의 채도차이에 있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채도차이(대비)는 데이터가 양극화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은 가장 높은 채도와 가장 낮은 
채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명도(Brightness)  

중국의 브랜드 이미지의 명도사용은 심벌마크의 경
우에는 중고명고(51∼100%)의 85% 이상으로 분포하
고, 워드마크의 경우 제일 높은 채도(91∼100%)와 낮
은 채도(1∼10%))의 컬러가 50% 이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벌마크와 워드마크의 명도차이에 있어서는 1-10% 
분포를 많이 사용하고 11-100% 구간이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3.3 한국과 중국의 브랜드 이미지 컬러 특성 비교
한국과 중국의 브랜드 이미지의 색상특성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심벌마크와 워드마크에서 주로 무채색을 
사용한 반면, 중국의 심벌마크는 무채색의 사용이 적고 
워드마크는 무채색을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채도의 특성 비교에서 한국과 중국은 모두 제일 높은 
채도와 제일 낮은 채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중국은 한국
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명도의 특성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심벌마크는 중고
명도를 많이 사용하였고, 워드마크는 한국이 상대적으
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양극화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4. 한국과 중국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 컬러로 개성
의 차이

연구문제4는 한국과 중국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 컬러
로 개성의 차이가 어떠한가에 대한 국가적 특성과 컬러
감성척도에 적용하여 나타난 컬러이미지 분석을 비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한국의 경우 한국 디자인은 아시아에서 매우 인기가 
있으며 광고나 제품 디자인에 사용되는 배색은 대중에
게 생기 있고 귀엽고 세련된 개성을 볼 수 있다. 그 결
과 ‘고귀여운’, ‘고상한’, ‘점잖은’ 국가적 특성을 지니게 
한다.

중국은 전통적인 색의 사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
고 있으며 두꺼운 색은 항상 중국인에게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중국 배색은 대중에게 ‘다이나믹
한’, ‘모던한’, ‘경쾌한’ 개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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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과 중국의 브랜드 이미지 컬러로 개성의 차이

한 국 중 국

이미지 
형용사 빈도 이미지 

형용사 빈도

귀여운 14 28% 경쾌한 17 34%

점잖은 13 26% 다이나믹한 13 26%

고상한 13 26% 모던한 11 22%

모던한 6 12% 귀여운 7 14%

경쾌한 3 6% 내츄럴한 1 2%

우아한 1 2% 화려한 1 2%

 합계 50 100
%  합계 50 100

%

Ⅴ. 결 론

본 연구는 2019년 한국과 중국 TOP50 브랜드의 브
랜드 이미지 컬러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한
국과 중국 기업이 브랜드 디자인에 컬러 특성을 사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브랜드의 컬러 뒤에 구현 된 
개성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와 향후 연구의 방안
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존의 시각적 방법과 달리 Adobe 
Photoshop 프로그램과 HSB 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
터화 후 각 브랜드 이미지의 컬러를 분석한다. 브랜드 
이미지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브랜드 이미지 형태의 비교를 통해 한국과 중국 기업
의 70% 이상이 브랜드 디자인에서 인공적인 모티브 유
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디자인 트렌
드는 창의적인 추상 이념을 알 수 있다. 

컬러 분석 결과 한국과 중국 브랜드의 색상, 채도, 명
도 3차원을 비교한다. 한국과 중국 브랜드는 모두 
BLUE, RED 계열의 색상 사용이 주를 이루지만 브랜드 
이미지의 워드마크는 한국이 무채색을 더 많이 사용하
고 중국은 무채색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채도 차원
에서 한국과 중국의 심벌마크가 다 높은 채도를 사용하
고 워드마크는 가장 높은 채도와 가장 낮은 채도를 많
이 사용하는 특성을 볼 수 있다. 명도 차원에서는 한국
과 중국의 브랜드 이미지 심벌마크가 80% 이상이 중고 

명도를 사용한다. 그러나 워드마크의 분포는 한국이 각
급 명도 상대적으로 고르게 사용한 반면 중국은 가장 
높은 명도고와 가장 낮은 명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특
성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R.I 컬러 이미지 스케일을 사용하여 
각 브랜드의 컬러에 대한 추상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양
국 브랜드 디자인의 개성을 파악하였다. 한국 브랜드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활기차고 고상하며 따
뜻한 개성을 볼 수 있고 중국 브랜드의 전체적인 디자
인은 소비자에게 엄숙하고 현대적이며 세련된 개성을 
알 수 있다. 

원은아(2014)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 브랜드 컬
러와 형용사를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의 컬러는 RED와 BLUE 계열을 많이 사용하였며 
중국의 경우 RED, GREEN, BIUE 계열의 컬러가 사용
되었고 일본의 경우 RED와 BLUE 계열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3개 국가 형용사 분석 결과는 한
국의 경우 ‘모던한’, ‘경쾌한’의 형용사가 도출되었고 중
국의 경우 ‘세련된’, ‘경쾌한’, ‘모던한’의 형용사가 도출
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모던한’, ‘다이내믹한’, ‘화려한’, 
‘경쾌한’의 형용사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본 연구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다[33]. 

본 연구는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디자인 할 
때 자체 제품의 특성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의 색상
이 가져 오는 소비자의 감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는 것을 알아냈다. 본 연구에서는 I.R.I 컬러 이미지 스
케일을 적용하여 한중 기업의 브랜드를 비교했으며 브
랜드 뒤에 있는 다른 개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I.R.I 
컬러 이미지 스케일은 현재 한국에서만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는 관련 개발 및 사용을 
수행하지 않았다.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 디자
인에 실무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 자체 
브랜드 런칭과 제품 개발 시 컬러 선택에 있어 I.R.I 컬
러 이미지 스케일을 기준으로 BLUE, RED 계열을 활용
하고 중간 및 높은 명도와 채도를 선택함이 필요하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를 1-2 가지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형태 디자인
에 창의적인 인공 모티브 디자인을 활용이 효과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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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브랜드 컬
러 디자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측정 방법을 찾아야 하며 브
랜드 컬러에 대한 연구는 더 깊이 있을 수 있다. 본 연
구의 대상은 인터브랜드가 기업 매출 등의 요인에 의해 
발표되는 연간 50대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별 브랜드 이미지의 디자인 이념과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의 범위를 확대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수준에서 더 많은 측정 
도구를 찾아내고 다양한 관점에서 브랜드 컬러를 분석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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