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우리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자극을 받게 되

는데, 그 중에서 75%는 시각에 의한 것이다1). 그만큼 시각은

우리 생활에 많은 향을 주는 감각이며, 시각 자극의 감정

효과는 색(色)과 형(形)에 의해 향을 받지만 형보다는 색

쪽이 더 크게 작용한다. 색채에 따라 받는 감정은 개인차가

있으나 어느 정도 보편성을 지니며2), 이같은 감정은 시각적

심리적 체험과 더불어 나타나게 된다. 

인체에 가장 가까이 접하는 의복은 비언어적인 전달매체

로서, 시각적인 모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

히 인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얼굴이나 체격과 함께 의복은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의 단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의복을 통해 자신을 최대한으로 매력적이거

나 효과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한다.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인

의복은 색채와 형태가 공존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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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personal color - preferred color, well-matched color and the relations between
preferred color and the well-matched color. Focus is also placed on how sexual difference influences color
temperature preference. For data collection, a questionnaire including color stimulus was employ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ho lived in Pusa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

In view of preferred color, male subjects preferred KEY2 color(warm) in red, pink, and yellow, and preferred
KEY1(cool) in green and blue. While most subjects showed the same signal, in green, male preferred KEY1
color and female preferred KEY2 color. Concerning preferred personal color type, KEY1 type person liked KEY1
color except red, and KEY2 type person liked KEY2 color except blue. 

This shows that people prefer the focused color presenting its own traits. 
In view of well-matched color, most subjects liked KEY2 color in red, yellow, pink, and they selected KEY1

color in blue as the well-matched color. However, in green, each sex showed different preferences; 
while male subjects selected KEY1 color as the well-matched color, female ones selected KEY2 color. In

each personal color type, KEY1 type male evaluated KEY1 color as the well-matched color, KEY2 type male
evaluated KEY2 color except blue. KEY1 type female chose all the KEY1 color as well-matched colors, and
KEY2 type female chose KEY2 color. The well-matched colors are similar between male and female subjects. 

In over 80 percentage of the answers, the preferred colors coincided with well-matched colors. KEY1 type
persons chose KEY1 color, and KEY2 type person chose KEY2 color as the well-matched color.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meaningful relationship between the preferred color and well-matched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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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건의 자체 기능에 의해 향을 받지만, 색채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시각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인간은 사회집단에 속해 있지만 각자의 개성을 지니고 있

다. 이같은 개인이 갖는 선호도, 성격, 감성, 미의식 등 다양

한 요인은 색채에 대한 태도에 복합적인 향을 미친다. 따

라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색,

즉 퍼스널 컬러가 형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컬러진단에 활용되고 있는 컬러 키

프로그램(color key program)을 이용하여 퍼스널 컬러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의복색으로서의 선호색,

조화색 그리고 선호색과 조화색과의 관련을 명확히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자한다.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부산지역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실험을 실시하 다. 

II.

今井 生은 장기간에 걸친 연구3)4)5)에서 복장의 색채연

출에는 객관적인 특징과 함께 그 사람의 주관적인 특징이

존재하므로 그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 다.

따라서 사람마다 각자의 특유한 색채연출의 방법이 있고 그

것을 퍼스널 컬러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호색이 감성적인 측

면을 갖는 방면, 퍼스널 컬러는 개성적인 복장연출을 가능케

하고 선호색의 배후에 있는 구조를 파악하므로써 규명될 수

있다. 今井 生은 1965년에서 1972년까지 7년간에 걸쳐 청소

년기(중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여자의 퍼스널 컬

러를 종단적으로 추적해서 발달 단계별로 분석하여 그 규칙

성을 입증하 다. 

磯井佳子(1995)6)은 조화여부에 향을 미치는 색의 요인이

톤(tone)인지 색상인지를 밝히는 연구에서 의복과 착용자와

의 관계(시각판정구조)을 규명하 다. 이 연구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평가한 의복에 대한 것으로써 자신이 어울린다

고 생각하는 의복과의 관련성은 여기서 명확히 규명되지 못

하고 있다.

林知(1990)7) 등은 단색을 대상으로 선호색에 관해서 원피

스8)9)10), 슈트11), 코트12)13)14)15)16)17)18)로 한정하여 연구하 다. 오

스트발트 시스템을 기초로 한 컬러챠트를 이용해서 구입한

의복의 색을 선택하도록 하 다. 복장의 기호색은 계절에 따

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색과 계절의 향을 받지않고 선호

하는 색이 있다는 것과 장기간에 걸친 선호색이 변화하는

것 등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복종에 한해서 선호색에 관한

연구은 다수 보고되었다.

색채선호와 퍼스넬리티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격검사를 이

용한 宇野19)의 연구가 있다. 野本 등20)21)22)은 여대생의 색채

선호, 착용색 및 성격을 조사하고 이것의 상호관계를 사계로

나누어서 조사 해석하 다. 이 연구에서 유채색, 무채색, 좋

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에는 부의 상관이 있었으며, 계절에

따라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착용

색과 선호하는 색은 동일한 경향이 보여지지만, 착용색으로

싫어하는 색을 사용하는 경향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격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색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 다.

橋本(1984)23)은 착장상태에서의 선호색에 대해 연구하 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복장을 모델이 착장한 상태에

서 컬러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색으로 변화시키

고 SD법으로 판정하 다. 그 결과 평면상에서 선호색을 검토

한 경우와 복장을 실제 착용한 상태에서 조사한 결과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III.

1. 측정도구

조사에 사용된 색채 자극물은 5색(적, 핑크, 황, 녹, 청)에

대해 각각 KEY1 색(쿨)과 KEY2 색(웜)로 분류된 45×35cm의

목면포로, 각 색의 먼셀 기호(HV/C)는 다음과 같다.<표 1>

Robert Door가 개발한 Color Key Program(발행: Ameritone Paint

Coporation)은 총 860색이 KEY1과 KEY2에 각 430색으로 분류

된다. 

KEY1 색과 KEY2 색은 색상의 차는 크지 않으나 명도와

채도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KEY1은 찬색 느

낌을 주는 색으로 청색 기미가 있는 색이고, KEY2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으로 노란색 기미가 들어 있는 색이다.

A 제3권제2호

<표 1>  색 자극물의 먼셀기호

KEY분류KEY1 색(cool)KEY2 색(warm)

색상

적 2.2R 3.6/ 10.7 4.4R 4.3/ 14.1

핑크 5.6RP 6.4/ 7.8 9.1R 7.4/ 6.2

황 9.1Y 8.9/ 10.3 4.3Y 8.4/ 9.9

녹 3.8BG 3.3/ 3.5 8.5GY 4.6/ 4.8

청 6.5PB 4.1/ 7.3 3.0PB 3.3/ 6.0

설문지는 각 색상별 KEY1과 KET2에 대한 선호와 조화를 묻는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EY분류
KEY1 색(cool) KEY2 색(warm)색상



2. 자료수집

본 조사는 부산시내 거주하는 남자 대학생 95명과 여자

대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피험자는 쾌청한 날 오

전 10시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북창이 있는 자연광 아래

서 5색 각각에 해당하는 KEY1, KEY2 색을 동시에 제시한 자

극물을 보고, 선호색을 선택하 고, 조화색은 자극물을 얼굴

에 대어 다른 사람과 상담 후 평가하도록 하 다. 1998년 3

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185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

며 그 중에서 불완전하거나 무성의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9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조사 항목에 대해 빈도분석을 행한 후,

선호색과 조화색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색상과 퍼스널컬

러 타입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KEY1 색과 KEY2 색에

대한 선호색과 조화색의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KEY1 색을

KEY 2색보다 많이 선호한 피험자의 퍼스널 컬러를 KEY1 타

입으로, KEY2 색을 KEY1 색보다 많은 선호한 피험자를 KEY2

타입으로 분류하 다.

IV.

1. 선호색

남녀별 KEY1 색과 KEY2 색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KEY1 색의 선호가 51.4%, KEY2 색의 선호가

48.6%로, 선호색에 있어서 KEY1과 KEY2 간에 큰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선호색을 색상별로 살펴보면, 전체 피험자들의

좋아하는 색상 선택에 있어서는 난색계열(적, 황, 핑크색)에

서는 KEY2 색을, 한색계열(녹, 청색)에서는 KEY1 색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따뜻한 느낌이 강한 적색에서

68.7%로 KEY 2색을 가장 많이 선호하 고, 황색이 58.1%, 핑

크가 55.9%, 한색계열에서는 청색에서 오히려 81.6%가 KEY1

색을 선호했으며, 녹색에서는 52.5%가 KEY1 색을 선택했다.

이것은 그 색상의 특성에 따라 난색이나 한색의 특성이 더

욱더 강조되는 색상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별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분리 검토한

결과, 남자의 경우에는 난색계열(적, 황, 핑크색)에서는 KEY2

색을, 한색계열(녹, 청색)에서는 KEY2 색을 선호하 다. 특히,

따뜻한 느낌이 강한 KEY2 색의 적색이 75.3%, 핑크색이

60.2%, 황색 50.5% 순이 으며, 한색계열에서는 KEY1 색의 청

과 녹색을 86.0%, 61.3%로 선호하 다. 여자의 경우, 난색계열

인 적, 황, 핑크색과 한색계열인 녹색에서는 KEY2 색을, 한색

계열의 청색에서는 KEY1 색을 선호하 다. 

즉 남자는 적, 핑크, 황색은 KEY2 색을, 녹과 청색은 KEY1

색을 선호하 으며, KEY2 색의 청을 가장 선호하 다. 여자

의 경우, 남자와 동일한 선호를 보 으나, 녹색은 남자가

KEY1 색을 선호한 반면 여자는 KEY2를 선호하여 상반된 선

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은 퍼스널 컬러를 KEY1 타입과 KEY2 타입으로 분류

하여 색 선호를 조사한 결과, 유의차수준 0.01이하에서 각각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체 자료에서 차가운 느낌의 색을 선호

하는 KEY1 타입은 한색인 청색에서 두드러지게 KEY1 색을

많이 선호하고, 난색인 적색에서는 자신의 퍼스널 컬러와는

반대인 KEY2 색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 다. KEY2 타입의 경

우, 청색을 제외하고 모두 KEY2 색을 선호하 으나, 청색에

서는 자신의 퍼스널 컬러와는 반대인 KEY 1색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 다.

<표 4>는 남자의 퍼스널 컬러 타입에 따른 색상 선호를

조사한 결과, 유의수준 0.05이하에서 다른 색상 선호를 나타

내었다. KEY 1 타입은 한색(청색)에서 두드러지게 KEY 1을

많이 선택하고, 청색>녹색>황색>핑크>적색의 순으로, 난색(적

색)에서는 자신의 색과 반대인 KEY 2를 선택하는 특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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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KEY1과 KEY2의 색상별 선호색 분석

KEY 분류 전체남자 (79명)여자 (86명)

분류

색상 KEY1 KEY2KEY1KEY2 KEY1 KEY2

적 31.3 68.7 24.7 75.3 38.4 61.6

핑크 44.1 55.9 49.5 50.5 33.7 66.3

황 41.9 58.1 39.8 60.2 48.8 51.2

녹 52.5 47.5 61.3 38.7 43.0 57.0

청 81.6 18.4 86.0 14.0 76.7 23.3

합계 51.4 48.6 58.1 41.9 44.2 55.8

KEY   분류
전체 남자 (79명) 여자 (86명)

분류
색상 KEY1 KEY2 KEY1 KEY2 KEY1 KEY2

(%) <표 3>  전체 퍼스널 컬러 타입별 선호색 분석

KEY 퍼스널 KEY1 타입 KEY2 타입 χ2

분류 컬러 51.4% (92명)48.6% (87명)

색상 KEY1 KEY2 KEY1 KEY2

적 20.7 30.7 10.6 38.0 **

핑크 31.8 19.6 12.3 36.3 ***

황 31.3 20.1 10.6 38.0 ***

녹 37.4 14.0 15.1 33.5 ***

청 48.0 3.4 33.5 15.1 ***

유의수준 : ** p <.01, *** p < .001

KEY   퍼스널 KEY1 타입 KEY2 타입
분류 컬러 51.4% (92명) 48.6% (87명) c2

색상 KEY1 KEY2 KEY1 KEY2

(%)



다. 이것은 황색과 핑크색의 순서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

전체자료와 유사하다. KEY 2타입은 난색에서 두드러지게

KEY 2를 많이 선택하고, 적색>주황>핑크>녹색>청색의 순으로

선택을 하며, 한색에서는 자신의 색과 반대인 KEY 1을 선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황색과 핑크의 순서가 바뀌었다. 

여자의 경우, 적색을 제외한 모든 색에서 유의수준 0.01이

하에서 선호색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KEY1 타입은 청, 녹,

핑크, 황색에서는 자신의 퍼스널 컬러와 동일한 KEY1 색을

선호한 반면, 적색에서는 자신의 퍼스널 컬러와는 반대인

KEY2 색을 선호하 다. KEY 2타입은 적, 핑크, 황, 녹색에서

는 KEY2 색을 선호하 으나, 청색에서는 자신의 퍼스널 컬

러와는 반대인 KEY1 색을 선호하 다. <표 5>

퍼스널 컬러 타입별 선호색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KEY1 타입의 사람은 적색을 제외하고는 모두 KEY1 색을 선

호하 으며, KEY2 타입의 사람은 청색을 제외하고 모두

KEY2 색을 선호하 다. 이것은 각 색상이 가지는 특성이 더

욱 강조되는 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려된다.

2. 조화색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조화색을 색상별로 분

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자료에서 KEY1 색이 36.9%,

KEY2 색이 63.1%로 KEY2 색이 더 조화되는 색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의 경우, 조화색으로 KEY1 색이 39.8%, KEY2 색이

60.2%로 KEY2 색을 더 조화색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조화색으로 KEY1 색을 33.7%, KEY2 색을 66.3%

로 선호하 다. 즉 남녀 모두 KEY2 색을 조화색으로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의 피부가 황색을

띄고 있어 황색 기미가 있는 KEY2 색이 잘 어울리는 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각 색상별로 전제적으로 살펴보면, 적, 황색, 핑크, 녹

색에서는 KEY2 색을, 청색에서는 66.5%가 KEY1 색을 조화색

으로 평가하 다. 남자의 경우, 청과 녹색은 KEY1 색을, 적,

황, 핑크색에서는 KEY2 색을 조화색으로 선택하 다. 여자의

경우, 청색을 제외한 모든 색에서 KEY2 색을 조화색으로 평

가하 다. 즉 남녀 모두 적, 황, 핑크색은 KEY2 색을, 청색은

KEY1 색을 조화색으로 선택하 다. 반면 녹색은 남자는

KEY1 색, 여자는 KEY2 색을 조화색으로 평가하여 남녀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퍼스널 컬러 타입별 조화색을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01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KEY1 타입은 모든 색에서

KEY1 색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평가하 다. KEY2 타입은

청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에서 KEY2 색을 조화색으로 하 으

나, 청색에서는 자신의 퍼스널 컬러와 상반되는 KEY1 색을

A 제3권제2호

<표 4>  남자의 퍼스널 컬러 타입별 선호색 분석

KEY 퍼스널 KEY1 타입 KEY2 타입 χ2

분류 컬러 51.4% (92명)48.6% (87명)

색상 KEY1 KEY2 KEY1 KEY2

적 20.4 37.6 4.3 37.6 **

핑크 33.3 24.7 6.5 35.5 ***

황 37.6 20.4 11.8 30.1 ***

녹 44.1 14.0 17.2 24.7 ***

청 53.8 4.3 32.3 9.7 *

※ *p < .05 ,   **p < .01 ,   ***p < .001

KEY   퍼스널 KEY1 타입 KEY2 타입
분류 컬러 (58.1%) (41.9%) c2

색상 KEY1 KEY2 KEY1 KEY2

(%) <표 5>  여자의 퍼스널 컬러 타입별 선호색 분석

KEY 퍼스널 KEY1 타입 KEY2 타입 χ2

분류 컬러 51.4% (92명)48.6% (87명)

색상 KEY1 KEY2 KEY1 KEY2

적 20.9 23.3 17.4 38.4

핑크 30.2 14.0 18.6 37.2 **

황 24.4 19.8 9.3 46.5 ***

녹 30.2 14.0 12.8 43.0 ***

청 41.9 2.3 34.9 20.9 ***

※ *p < .05 ,   **p < .01 ,   ***p < .001

KEY   퍼스널 KEY1 타입 KEY2 타입
분류 컬러 (44.2%) (55.8%) c2

색상 KEY1 KEY2 KEY1 KEY2

(%)

<표 6>  KEY1과 KEY2의 색상별 조화색 분석

KEY 분류 전체남자 (79명)여자 (86명)

분류

색상 KEY1 KEY2KEY1KEY2 KEY1 KEY2

적 47.5 52.5 46.2 53.8 48.8 51.2

황 27.9 72.1 33.3 66.7 37.2 62.8

핑크 35.2 64.8 29.0 71.0 26.7 73.3

녹색 46.4 53.6 54.8 45.2 37.2 62.8

청색 66.5 33.5 69.9 30.1 62.8 37.2

합계 36.9 63.1 31.8 60.2 33.7 66.3

KEY   분류
전 체 남 자 여 자

분류
색상 KEY1 KEY2 KEY1 KEY2 KEY1 KEY2

(%) <표 7>  전체 퍼스널 컬러 타입별 조화색 분석

KEY 퍼스널 KEY1 타입 KEY2 타입 χ2

분류 컬러 51.4% (92명)48.6% (87명)

색상 KEY1 KEY2 KEY1 KEY2

적 25.1 11.7 22.3 40.8 ***

황 19.0 17.9 12.8 50.3 ***

핑크 22.3 14.5 8.9 54.2 ***

녹 27.9 8.9 18.4 44.7 ***

청 31.3 5.6 35.2 27.9 ***

※ ***p < .001

KEY   퍼스널 KEY1 타입 KEY2 타입
분류 컬러 (36.9%) (63.1%) c2

색상 KEY1 KEY2 KEY1 KEY2

(%)



조화색으로 선택하 다.

남자의 경우, 청색을 제외한 모든 색에서 0.01 이하의 유의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KEY 1타입은 모든 색에서

KEY1 색을, KEY2 타입은 청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에서 KEY

2색을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조화색으로 평가하 으며, 청색

의 경우에는 퍼스널 컬러와 상반되는 KEY1 색을 조화색으로

평가하 다.

여자의 경우, 적색을 제외한 모든 색에서 유의수준 0.001이

하에서 선호색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KEY 1타입은 모든

색에서 KEY1 색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조화색으로 평가하

고, 특히, 청>녹>적=핑크>황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KEY 2

타입도 모든 색에서 KEY 2색을 조화색으로 평가했고, 황>녹>

핑크>적>청색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퍼스널 컬러 타입별 조화색를 남녀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

의 경우 KEY1 타입의 사람은 KEY1 색을, KEY2 타입의 사람은

청색을 제외한 모든 색에서 KEY2 색을 조화색으로 평가하

다. 여자의 경우, KEY1 타입은 모두 KEY1 색을, KEY2 타입은

KEY2 색을 조화색으로 평가하 다. 즉 자신에게 어울린다라

고 생각하는 조화색은 남녀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선호색과 조화색

선호색과 조화색의 일치도는 <표 10>과 같다. 각 색상에

따라 선호색과 조화색이 4개 이상 일치하는 사람이 전체

50.5%, 3개 이상 일치하는 사람은 81.6%이며, 1색만을 일치하

는 사람은 전체 4.5%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울

린다고 생각하는 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색상별로 퍼스널 컬러 타입과 조화색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KEY1 타입은 KEY1 색을, KEY2 타입은 KEY2

색을 조화색으로 선택하고 있어, 선호하는 퍼스널 컬러의 타

입과 조화색과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각 색상별 일

치 정도는 모두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퍼스

널 컬러와 일치하는 색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상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V.

본 연구에서는 컬러 키 프로그램(color key program)을 이용

하여 퍼스널 컬러 즉 의복색으로서의 선호색, 조화색 그리고

조화색과 선호색과의 관련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얻었다.

우선 선호색에 있어서, 남자는 적, 핑크, 황색에서 KEY2 색

을, 녹색과 청색에서 KEY1 색을 선호하 으며, KEY2 색의 청

색을 가장 선호하 다. 여자의 경우, 남자와 동일한 선호를

보 으나, 녹색은 남자가 KEY1 색을 선호한 반면 여자는

KEY2 색을 선호하여 상반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 퍼스널

吳喜仙/퍼스널 컬러에 關한 硏究

<표 8>  남자의 퍼스널 컬러 타입별 선호색 분석

KEY 퍼스널 KEY1 타입 KEY2 타입 χ2

분류 컬러 51.4% (92명)48.6% (87명)

색상 KEY1 KEY2 KEY1 KEY2

적색 29.0 10.8 17.2 43.0 ***

핑크 23.7 16.1 9.7 50.5 ***

주황 20.4 19.4 8.6 51.6 ***

녹색 29.0 10.8 25.8 34.4 **

청색 31.2 8.6 38.7 21.5

※ **p < .01 ,   ***p < .001

KEY   퍼스널 KEY1 타입 KEY2 타입
분류 컬러 (39.8%) (60.2%) c2

색상 KEY1 KEY2 KEY1 KEY2

(%) <표 9>  여자의 퍼스널 컬러 타입별 선호색 분석

KEY 퍼스널 KEY1 타입 KEY2 타입 χ2

분류 컬러 51.4% (92명)48.6% (87명)

색상 KEY1 KEY2 KEY1 KEY2

적 20.9 12.8 27.9 38.4

핑크 20.9 12.8 16.3 50.0 ***

황 17.4 16.3 9.3 57.0 ***

녹 26.7 7.0 10.5 55.8 ***

청 31.4 2.3 31.4 34.9 ***

※ ***p < .001

KEY   퍼스널 KEY1 타입 KEY2 타입
분류 컬러 (33.7%) (66.3%) c2

색상 KEY1 KEY2 KEY1 KEY2

(%)

<표 10>  선호색과 조화색의 일치도

일치하는 색상수 명 %

1 8 4.5

2 25 14.0

3 56 31.3

4 48 26.8

5 42 23.5

일치하는 색상수 명 %

<표 11>  퍼스널 컬러별 선호색과 조화색의 분석

타입일치 색상불일치

= (KEY1 타입×KEY1)+= (KEY1 타입×KEY2)+

(KEY2 타입×KEY2) (KEY2 타입×KEY1)

적 67.0 33.0

핑크 63.7 36.3

황 65.9 34.1

녹 77.7 22.3

청 76.5 23.5

타입 일 치 불일치
(KEY1 타입×KEY1) (KEY1 타입×KEY2)

색상 +(KEY2 타입×KEY2) +(KEY2 타입×KEY1)



컬러 타입별 선호색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KEY1 타입의

사람은 적색을 제외하고는 모두 KEY1 색을 선호하 으며,

KEY2 타입의 사람은 청색을 제외하고 모두 KEY2 색을 선호

하 다. 이것은 각 색상의 특성이 더욱 강조되는 색상을 피

험자가 선호하는 데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화색을 색상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가

적, 황, 핑크색에서는 KEY2 색을, 청색은 KEY1 색을 조화색으

로 선택하 다. 반면 녹색에서 남자는 KEY1 색을, 여자는

KEY2 색을 조화색으로 평가하여 남녀간에 차이가 있음을 나

타내고 있다. 퍼스널 컬러 타입별 조화색를 분석한 결과, 남

자의 경우 KEY1 타입의 사람은 KEY1 색을, KEY2 타입의 사

람은 청색을 제외한 모든 색에서 KEY2 색을 조화색으로 평

가하 다. 여자의 경우, KEY1 타입은 모두 KEY1색을, KEY2

타입은 KEY2 색을 조화색으로 평가하 다. 즉, 자신에게 어

울린다고 생각하는 조화색은 남녀간에 서로 유사한 면을 나

타내고 있다. 

선호색과 조화색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면, 선호색과 조화

색은 대부분 일치하며, 일반적으로 피험자는 선호색이 자신

에게 잘 어울린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1

타입은 KEY1 색을, KEY2 타입은 KEY2 색을 조화색으로 선택

하고 있어, 선호하는 퍼스널 컬러의 타입과 조화색과도 일치

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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