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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100 여종의 남성용 헬멧 제품을 상으로 색채표 에 한 고찰을 

해 구매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상으로 색채의 이미지 스 일, PCCS 색체계를 용한 색채분석, 그리고 

제품 구매결정시 색채의 향력을 고찰하 다. 

연구 상이 되는 헬멧 제품은 자 거 탑승시에 사용되고 있는 남성용 헬멧으로 헬멧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 설정하 다. 국내에서 유통 인 남성용 헬멧에 하여 일 으

로 색채에 따라 이미지 스 일을 4 역(Soft, Hard, Dynamic, Static)으로 고찰하 으며, 한 설문조사 

결과 구매 빈도수가 상  10 내의 제품이 갖는 색채의 이미지 스 일을 분석하 다. 그리고 이들 제품에 

하여 각각 PCCS 색체계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으로 헬멧 제품 구입시 색채가 

구매결정에 미치는 향력을 분석하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서울지역 S 리 에 소속

된 18개 자 거 동호회에 가입된 20~50  남성을 상으로 실시하 고, 수집된 설문의 총 자료수는 422개 

악되었으나 내용이 불충분한 8개를 제외한 414개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 다. 결론을 크게 3부문으로 나

 수 있다.

 ■ 중심어 :∣헬멧∣색채표현∣PCCS 색체계∣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color expression of 100 male bike helmet products examining color image 

scale with high preference, PCCS color system applied color analysis and influence of color in 

decision making.

The targets are all domestically distributed male bike helmets. The image scale was divided 

into 4 sections (Soft, Hard, Dynamic and Static) by color, and color image scale was analyzed 

to top 10 priority products. And analysis according to PCCS color system was made. Finally,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olor on purchase decision 

making.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o male in 20s～50s who were the member 

of 18 bike clubs in S agent in Seoul. 414 out of 422 sheets except for 8 insufficient ones were 

used. The results can be divided int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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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디자인은 신, 개선된 기능성, 시각의 차별화(visual 

differentiation), 랜드 강화, 그리고 정 인 고객 경

험을 통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 내에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 여기에서 시각의 차별화는 바

로 제품의 색채마 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색채

야 말로 지극히 유행과 환경에 향을 받는 심리 , 생

리 , 물리  성질을 갖는다. 을 통하여 나타나는 색

채는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색채의 명도와 채도에 따

라 구매욕구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감성화 시 인 

오늘날에 제품 색채에 해 심도있는 연구와 리가 어

느 때 보다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2]. 

이러한 시  환경에서 국내 제품시장에서의 디자

인 경쟁력에 응하기 해 다양하고 폭 넓은 색 이미

지에 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으며[3], 격하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시 에 향후 제품디자인에 한 컬러 동향

도 보고되고 있다[4]. 이러한 선행연구의 근간에는 무엇

보다도 “특정제품에 하여 고객은 어떤 색채에 기호를 

가질까”가 심이 집 되고 있는 증거이다. 이를 한 

출발 은 바로 디자인의 출발 인 것으로 마  활동

의 일환인 시장조사에서 시작된다. 즉, 재의 고객인 

최종소비자가 특정제품에 하여 가지고 있는 색채표

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색채의 선정이 제품의 실제 구매 수요자와 그 

표 시장(Target Markets)의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

이다[5]. 

최근에 웰빙 문화와 방건강을 한 운동의 활성화

로 자 가 타기가 국을 휩쓸고 있다. 그 추세에 힘입

어 운동 장비인 헬멧이 해당 기업에서 다양한 색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헬멧은 소비성 내구제인 특성으

로 인해 그 색상기 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만 무려 100여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 

에서 색상측면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악하는 것만

으로도 바로 제조기업의 해당 제품에 한 시 유율

과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헬멧 제품을 상으로 소비자의 구매 

호감도에 근거로 한 색채의 요성에 을 두고 구매 

선호도가 큰 제품에 하여 색채분석을 실시하는 데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 다. 

첫째, 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100여 종의 헬멧 

제품을 일 하여 색채 이미지 스 일을 분석하 다.

둘째, 제품의 색채 선정은 실수요자를 배제할 수 없

으므로 실수요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구매 선호도가 높은 상  10  내에 해당되는 

제품들에 하여 색채의 이미지 스 일을 분석하고, 나

아가 개별제품에 하여 PCCS(Practical Color Coordin

ate System) 색체계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헬멧 제품디자인에서 색채로 인한 남성 실수요

자의 구매경험과 색채가 구매결정에 미치는 향력을 

연령별로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헬멧 제품의 색채 마  략 

수립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동일 제품디자인 기획시에 컬러 동향을 측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진행은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그리고 실증

분석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  문헌연구로 헬멧 제품

의 일반  고찰과 PCCS 색체계의 이론  고찰을 실시

하 고, 사례분석으로 분석 상 제품에 한 일 인 

색체의 이미지 스 일 분석, PCCS 색체계에 의한 분석, 

마지막으로 설문지에 의한 실증분석으로 진행하 다. 

연구 상이 되는 헬멧 제품은 자 거 탑승시에 사용

되고 있는 남성용 헬멧으로 헬멧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으로 설정하 다. 먼  재 국내에서 유통 

인 남성용 헬멧은 약 100여 종에 달하는 데, 이들 제

품들을 일 으로 색채에 따라 이미지 스 일을 4

역(Soft, Hard, Dynamic, Static)으로 분류하여 특징을 

고찰하 으며, 한 설문조사 결과 구매 빈도수가 높은 

제품이 갖는 색채의 이미지 스 일을 분석하 다. 그리

고 PCCS 색체계에 의한 사례분석은 구매 선호도가 상

 10  제품만을 상으로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PCCS 색체계를 분석기법으로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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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73 인몰드헬멧 레드(Feelmorys), F-373 인몰드헬멧 블루(F
eelmorys), F-373 인몰드헬멧 블랙(Feelmorys), F-575CIRR
US인몰드블랙(Feelmorys),F-575CIRRUS인몰드블랙(Feelmor
ys),F-575CIRRUS인몰드레드(Feelmorys), VOLCAN 인몰드 
블랙(Feelmorys), VOLCAN 인몰드 레드(Feelmorys), F-579 
제브라 인몰드 블랙(Feelmorys), F-579 제브라 인몰드 화이트(F
eelmorys), R4-맷블랙(HJC), R4-무광블랙(HJC), R4-화이트
(HJC), Arirang Plus-레드퍼플(HOAI-VTEC), Arirang Plus-
블루퍼플(HOAI-VTEC), Arirang Plus-지브라 블랙투톤(HOAI-
VTEC), RIO-블랙(HOAI-VTEC),ZeroMulti-블랙(HOAI-VTE
C),ZeroMulti-블루(HOAI-VTEC),ZeroMulti-오렌지(HOAI-VT
EC),ZeroMulti-화이트(HOAI-VTEC),ArirangPlus-레드블랙(H
OAI-VTEC), Arirang Plus-블루블랙(HOAI-VTEC), Arirang P
lus-실버블랙(HOAI-VTEC), Arirang Plus-카본블랙(HOAI-VT
EC), Cameleon-ACC 실버(HOAI-VTEC), Cameleon-ACC 
레드(HOAI-VTEC), Cameleon-ACC 블루(HOAI-VTEC), Cam
eleon 레드(HOAI-VTEC), Cameleon 레드화이트투톤(HOAI-V
TEC), Cameleon 블랙화이트투톤(HOAI-VTEC), Cameleon 블
루화이트투톤(HOAI-VTEC), Road Star-그린(HOAI-VTEC), R
oad Star-블랙(HOAI-VTEC), Road Star-블랙(HOAI-VTEC), 
패트롤 헬멧 레드(KSP), 패트롤 헬멧 블루(KSP), 니르바나 레드(L
AZER), 니르바나 핑크(LAZER), 니르바나 화이트(LAZER), 니르바
나 블랙(LAZER), 어바나이즈 레이싱헬멧(LAZER), 헬륨 레드화이
트(LAZER), 헬륨 맷화이트(LAZER), 헬륨 블랙핑크(LAZER), 칼레
토 인몰드 헬멧(MACBAC) ,쿨헤드 헬멧 레드(MACBAC), 쿨헤드 
헬멧 블루(MACBAC), F-55R 여성용 헬멧(MERIDA), X-7 FRIZ

이유는 톤 개념의 도입과 색조와 색상으로 색을 체계화

시킨 PCCS 고유의 특징 때문이었다. 색표시는 색상번

호-명도-채도로 나타내는 방법( , 2R-4.5-9s)을 사용

하 으며, 색채 분포의 크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

시하 다. 마지막 단계는 실증분석으로 헬멧 제품에서 

색채가 구매결정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기 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서울지역 S 리

에 소속된 18개 자 거 동호회에 가입된 20 ~50  남

성을 상으로 실시하 고, 자료의 수집기간은 2012년 

7월 2일～2012년 7월 20일까지 19일간이었다. 수집된 

설문의 총 자료수는 422개 악되었으나 내용이 불충

분한 8개를 제외한 414개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 다. 

설문의 자료처리는 MINITAB Ver. 14를 사용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헬멧제품의 일반적 고찰과 브랜드의 종류
1.1 헬멧제품의 역사적 고찰
헬멧(helmet)은 머리를 보호하려고 쓰는 철이나 알루

미늄, 스티로폼, 라스틱 등으로 만든 모자이다. 건설 

장용·운동 선수용·모터사이클용·우주비행사용 등이 

있다. 헬멧의 기원은 11세기경 기사(騎士)가 속제의 

과 가죽이나 천으로 머리·입·귀·코를 덮는 방호구(防

護具)를 사용한 것에서 시작된다[6]. 일반 으로는 건

축작업·갱내작업이나 오토바이를 탈 때의 사고방지를 

하여,  열 지방에서 방서용으로 사용된다. 기능성 

헬멧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총 491건으로 1990년  

후반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으며[7], 최근에는 합성수

지로 만든 것도 보 되어 자 거메니아, 소방수나 경

·스포츠 선수 등이 사용한다. 오늘날 일반 인 헬멧

은 충격을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외피와 충격을 흡수해 

주는 충격 흡수식과 가장치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헬멧 제품이다[8]. 

1.2 자전거헬멧의 종류
자 거헬멧은 XC용 헬멧DH용 헬멧, 어반용 헬멧으

로 크게 3가지로 나 어진다[9].

① XC용 헬멧 : 가장 일반 인 자 거헬멧으로 가볍

고 착용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고 통풍이 잘 되어 땀

이 차지 않아 착용감이 좋다. 한 가볍고 바람의 항

을 덜 받는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라이딩을 할 때 바람

의 항을 최소한으로 일 수 있는 장 이 있습니다. 

② DH용 헬멧 : DH용 헬멧은 풀페이스 헬멧을 말하

는 것으로 과격한 라이딩을 할 때 얼굴 체를 보호하

기 한 헬멧이다. 여기서 얼굴 체란 머리부터 안면, 

목 쪽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게나 통풍보다는 안

도에 집 한 자 거헬멧에 해당된다. 일반 으로 무

게가 있고 덥기 때문에 자주 착용할 수 있는 평상용 헬

멧은 아니지만 극한 환경에서 라이딩을 할 때는 필수

인 자 거헬멧으로 분류된다. 

③ 어반용 헬멧 : 어반용 헬멧은 무게나 통풍보다는 

안 에 을 둔 헬멧이다. 형체가 귀여운 모양 때문

에 특히 어린이와 여성분들에게 사랑받는 자 거헬멧

이다. 어반용 헬멧의 기능은 머리의 안 은 물론 특히 

뒤로 넘어졌을 때를 비해서 목 뒷부분을 보호하는 헬

멧에 해당된다. 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헬멧의 종류

는 [표 1]과 같이 약 100여 종 제품이 있다. 

표 1. 국내 유통되고 있는 헬멧의 종류 
*제품명(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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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MERIDA), 벨레노 헬멧(MET), 벨레노D(MET),스트라디바리
우스 UL(MET), 프레테터((MET), 맥시티 헬멧 화이트(OGK), 맥시
티 헬멧 블랙(OGK), 맥시티 헬멧 베이지(OGK), 레프 액티브 레드
(OGK), 레프 액티브 블루(OGK), 레프 액티브 블랙(OGK), 리가스
(OGK), PO인몰드 헬멧 화이트(PRIMAL), PO인몰드 헬멧 레드블
랙(PRIMAL),DINO헬멧(STAR HELMET),인몰드 헬멧 블랙화이트
(WINGGARD), 인몰드 헬멧 화이트(WINGGARD), 인몰드 헬멧 블
랙(WINGGARD), ARIRANG 헬멧 블랙(HOAI-VTEC),ARIRANG
헬멧카본실버(HOAI-VTEC), NTG2-2021(넷케이스),NTG2-20
24M(넷케이스),NTG2-2049G(넷케이스), NTG2-2071M(넷케
이스), NTG2-2074(넷케이스), NTG2-2077(넷케이스), NTG2-
2084(넷케이스), NTG2-2099(넷케이스), NTG2-2100(넷케이
스), NTG2-2106(넷케이스), NTG2-2107(넷케이스), NTG2-2
109(넷케이스), NTG2-2110(넷케이스), NTG2-3000M(넷케이
스), NTG2-3002M(넷케이스), NTG2-3004M(넷케이스), NTG
2-3007M(넷케이스), NTG2-3009M(넷케이스), NTG2-3010
M(넷케이스), NTG2-3019M(넷케이스), NTG2-3021M(넷케이
스), 스털링 고급 헬멧 레드블랙(루디프로젝트), 스털링 헬멧 그린플
루올(루디프로젝트), 스털링 헬멧 리퀴가스 팀 에디션(루디프로젝
트), 스털링 헬멧 밀람 팀 에디션(루디프로젝트), 스털링 고급 헬멧 
실버(루디프로젝트), 스털링 고급 헬멧 그린(루디프로젝트), 스털링 
고급 헬멧 화이트블루(루디프로젝트), ML014성인용헬멧 화이트
(삼천리), REGAS-2 레이싱블루(OGK), REGAS-2 레이싱레드(O
GK), REGAS-2 펑건메탈(OGK), R2 다크화이트(HJC), R2 레드
(HJC), R2 블루(HJC), BO-2 레드(HJC), BO-2 실버(HJC), BO
-2 블루(HJC)

높다 
 ↑
 ↓
낮다

고
명
도 

9.5 흰색(w)
8.5 라이트

그레이
(ltGy)7.5

중
명
도

6.5 미디엄
그레이
(mGy)

5.5
4.5

저
명
도 

3.5 다크
그레이
(dkGy)2.5

1.5 검정
(BK)

무채색
1s 2s 3s 4s 5s 6s 7s 8s 9s

 저채도  중채도 고채도

2. PCCS 색체계의 개념과 색상환
2.1 PCCS 색체계의 개념 
PCCS는 일본 색채연구소가 1964년에 발표한 색체계

로서 정식 명칭은 ‘일본색연배색체계(Practical Color C

o-ordinate System)’로 색채조화를 주된 목 으로 만든 

색채시스템의 계통색명 조사용 색채코드이다[10]. 색명

을 단계 으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기본분류를 16구분, 

계통분류로 23구분, 색조(톤)의 형용사를 붙인 분류로 1

17구분, 더욱 세분하여 분류한 230구분까지 표시한 것

이다. 이 시스템은 통칭 ‘PCCS Hue Tone System’으로 

부르고 있으며, 톤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한 배색

조화를 얻기 쉽고, 계통색명과 응시킬 수 있어서 디

자인계와 교육계에 리 사용되고 있다.

2.2 PCCS 색상환 
PCCS 색상환은 오스트발트의 색상환과 마찬가지로 

24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먼셀 명도의 0.5단계에 응하

고 9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색상의 기 를 이루는 주요 

원색을 빨강, 노랑, 록, 랑의 4색으로 구분하고, 색

상환 에 이들 4색을 배치하고 있으며, 각각의 각선 

방향에 각 원색의 심리보색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 8가지 색상에 지각  등간격성을 유지하여 4색을 첨

가하고, 여기에 다시 간색을 배치하여 24색의 색상환

을 구성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각 색상별로 12

종의 톤이 있는데, 밝은 색은 에, 어두운 색은 아래에, 

그리고 색감이 약한 색, 즉 채도의 색일수록 무채색

을 축 가까이에 두고, 색감이 강한 채도가 높은 색일수

록 무채색 축으로부터 멀리 배치된다. 명도는 9.5~1.0 

사이를 수직으로 등간격성이 유지되도록 9단계(9.5~1.

5)로 구분되며, 채도는 수평으로 등간격성이 유지되도

록 채도 1s에서 고채도 9s로 분할하고 있다[그림 2]. 

그림 1. PCCS 색체계 명칭

그림 2. PCCS 색체계(톤에 의한 색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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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의 분류는 모든 색상을 톤과 색상(색상번호)으로 

표 할 수 있다. PCCS의 색표시는 색의 삼속성에 따라 

척도치를 나타내는 PCCS 기호에 의한 방법, 톤과 색상

번호를 조합한 톤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 , v2 : vivid 

톤을 나타내는 v와 색상번호 2), 색상번호-명도-채도

로 나타내는 방법( , 산명한 빨강은 2R-4.5-9S로 나타

낸다), 명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Gy를 붙여( , Gy-6.5) 

나타내는 방법 등이 있다.

PCCS의 색체계에 한 선행연구는 박규원∙홍주연

의 농산물 공동 랜드 패키지에 나타난 색채표 의 연

구에서 고찰되었다. 이 연구에서 국내외의 농산물 패키

지디자인의 색채를 분석하기 해 13개 랜드를 정하

여 이들 패키지에 하여 PCCS 색체계 용하고 있다. 

13개 패키지의 선정은 각 도의 표 인 랜드패키지

를 취 하 으며, 컬러가 많이 사용되고 여러 톤에 난

립 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을 지 하면서 소비자들

이 랜드를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농산물 공동 랜드에서 구체 으

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피력하

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선호도를 고려하지 못한 

을 차후의 과제라고 생각된다[11].

3. 국내 헬멧 제품의 구매 선호도와 색채분석
3.1 조사설계와 구매 선호도 분석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헬멧 제품에 한 구매 선호

도와 색채분석을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

사는 서울지역 S 리 에 소속된 18개 자 거 동호회

에 가입된 20 ～50  남성을 상으로 실시하 고, 자

료의 수집기간은 2012년 7월 2일～2012년 7월 20일까지 

19일간이었다. 수집된 설문의 총 자료수는 422개 악

되었으나 내용이 불충분한 8개를 제외한 414개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 다. 설문의 자료처리는 MINITAB Ver.

14를 사용하 다. 설문의 핵심내용은 ‘국내에서 유통되

고 있는 헬멧 제품에서 색채로 인한 구매경험의 유무’

와 ‘헬멧 제품 구입시 색채가 구매결정에 미치는 향

력 정도’에 한 내용으로 측정 척도는 리커트 5  척도

를 이용하 다.

먼  설문 응답자의 기 자료로 연령별 분포에서 30

가 3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40  26.3%, 

20  20.0%, 50  19.6%의 순서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헬멧 제품구매시 ‘구매 선호도가 큰 제

품’에 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3]와 같이 총 23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에서 구매 빈도수의 

순 가 상  10  내의 제품을 가다다 순으로 나열하면 

 액티  블루(OGK), 스털링 고  헬멧 드 블랙

(루디 로젝트), BO-2 블루(HJC), F-373 인몰드 헬멧

(필모리스), F-575 CIRRUS 인몰드 드(필모리스), N

TG2-2077(넷 이스), ML014 성인용 헬멧 화이트(삼천

리), REGAS-2 이싱블루(OGK), R2-다크화이트(HJ

C), R4-화이트(HJC)로 나타났다[그림 3]. 이들 제품과 

구매빈도수를 시각 인 막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 20 30 40 50 합계
구분 83 141 109 81 414

빈도(%) 20.0 34.1 26.3 19.6 100

표 3. 설문 응답자의 헬멧 제품별 구매 빈도수(n=414)

제품명 빈도수

BO-2 블루(HJC) 23
F-373 인몰드 헬멧(필모리스) 31
F-373(모리스 레포츠) 12
F-575 CIRRUS 인몰드 레드(필모리스) 34
F-575(모리스레포츠) 20
LEFT(OGK 헬멧)-14 14
ML014 성인용 헬멧 화이트(삼천리) 26
NTG2-2077(넷케이스) 22
R2-다크화이트(HJC) 29
R4-화이트(HJC) 32
R-7 헬멧(HJC) 8
REGAS-2 레이싱블루(OGK) 24
X5(HJC) 1
레디모스(OGK 헬멧) 13
레프 액티브 블루(OGK) 35
모스트로 플레어(OGK 헬멧) 2
벤티(지로) 7
비바 인라인 성인 헬멧(비바스포츠) 10
스털링 고급 헬멧 레드 블랙(루디프로젝트) 28
스털링(루디프로젝트)-18 18
엔트라2(OGK 헬멧) 5
트렌스퍼 2011년형(지로) 4
휠러스 사이버 3(힐러스) 16



 제품디자인에서 PCCS 색체계를 적용한 색채표현 -남성용 자전거 헬멧 제품을 중심으로- 87

표 4. 상위 10위내의 제품이미지

제품명 빈도수

 레프 액티브 블루(OGK)

 스털링 고급 헬멧 레드 블랙(루디프로젝트)

 BO-2 블루(HJC)

 F-373 인몰드 헬멧(필모리스)

 F-575 CIRRUS 인몰드 레드(필모리스)

 NTG2-2077(넷케이스)

 ML014 성인용 헬멧 화이트(삼천리)

 REGAS-2 레이싱블루(OGK)

 R2-다크화이트(HJC)

 R4-화이트(HJC)

그림 4. 구매빈도수 10내의 제품(막대그래프)

3.2 색채분석
3.2.1 헬멧 제품의 색채 이미지 스 일

본 연구에서는 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100여 

종의 헬멧제품에서 나타난 색채에 하여 1차 으로 

색채 이미지 스 일을 악하 다. [그림 5]에서 나타나

듯이 헬멧 제품들은 4 역에 골고루 분포되고 있어, 일

단 랜드의 난립 상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다종의 

다양한 색상분포의 제품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

의 색상은 어떤 이미지 스 일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설문결과 구매도가 

높은 10개의 제품에 한 이미지 스 일을 별도로 분석

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있었는

데, 그 역은 4분면에서 두 역, 즉 Soft-Static과 Har

d-Dynamic 역으로 나타났다. 먼  Soft-Static 역

에서는 4개의 제품은 ‘내추럴’, ‘우아한’, ‘은은한’ 형용사 

이미지와 연결시킬 수 있으며, Hard-Dynamic 역에

서 4개의 제품은 ‘모던한’, ‘다이내믹하’ 형용사와 연결

시킬 수 있었다[표 7].

그림 5. 국내 시판중인 헬멧 제품의 이미지 스케일

그림 6. 구매 선호도가 높은 제품의 배색 이미지 스케일과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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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구매 선호도가 높은 제품의 색채이미지와 형용사 이미
지 스케일 

역 해당제품 형용사 이미지 스 일 

Soft-
Static

F-373 인몰드 헬멧(필모
리스), ML014 성인용 헬멧 
화이트(삼천리)

*내출럴
(자연적인, 편안한, 간편한 등)

BO-2 블루(HJC), 
R4-화이트(HJC)

*우아한
(멋진, 클래식한, 감각적인 등)
*은은한
(그윽한, 단순한, 정적인 등)

Hard-
Dynamic

레프 액티브 블루(OGK),
스털링 고급 헬멧 레드 블랙
(루디프로젝트),
REGAS-2 레이싱블루
(OGK)

*모던한
(활동적인, 진보적인, 견고한, 
실용적인 등)

R4-화이트(HJC) *다이나믹한(혁신적인, 와일드
한, 강한, 기운찬 등)

3.2.2 제품별 PCCS 색체계 분석

PCCS 색체계 분석 상제품은 설문실시로 나타난 

구매순  10  내의 제품이다. 

(1)  액티  블루(OGK)

메인컬러는 White이며, White 바탕에 Blue 계열의 1

8B-7.5-7s이 배색되어 있다. 톤은 Blight 톤으로 밝은 

이미지로 기품을 느끼게 한다. 한편, 작은 면 이지만 

Red 계열의 2R-5.5-8는 Vivid 톤으로 주목성을 나타내

고 있다[그림 7].

/ 기타
색표시 White 18B-7.5-7s 2R-5.5-8s Black
백분율 60 16 6 16 2

그림 7. 레프 액티브 블루(OGK) PCCS 분석

(2) 스털링 고  헬멧 드 블랙(루디 로젝트)

메인컬러는 Black으로 격조와 품 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제품의 간에 Red 계열(2R-5.5-8s)의 Vivid 톤

은 선명하고 역동 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8].

/
색표시 White 2R-5.5-8s Black
백분율 6 15 79

그림 8. 스털링 고급 헬멧 레드 블랙(루디프로젝트)PCCS 
분석

(3) BO-2 블루(HJC)

메인컬러는 Black 이며, Black 바탕에 Blue 계열의 1

8B-5.0-7s이 배색되어 있다. 톤은 Strong 톤으로 강렬

한 느낌을 갖게 한다[그림 9].

/
색표시 White 18B-5.0-7s Black
백분율 12 20 68

그림 9. BO-2 블루(HJC) PCCS 분석

(4) F-373 인몰드 헬멧(필모리스)

메인컬러는 White와 Blue(18B-7.5-7s)이며, 톤은 Blig

ht 톤이다. Blight 톤은 밝은 이미지를 느끼게 하며, 한 

격조있는 품 를 나타낼 수 있다. 한편, Red 계열의 2R-

5.5-8s는 랜드로고의 주목성을 갖게 한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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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표시 White 18B-7.5-7s 2R-5.5-8s Black
백분율 44 40 4 12

그림 10. F-373 인몰드 헬멧(필모리스) PCCS 분석

(5) F-575 CIRRUS 인몰드 드(필모리스)

메인컬러는 Red 계열(22R-5.5-5s)과 Black(8B-6.0-2

s)이며, 톤은 Strong 톤과 Grayish 톤이다. Strong 톤은 

강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Grayish 톤

은 다소 칙칙하나 구에게나 무난하게 어울리는 이미

지이다[그림 11].

그림 11. F-373 인몰드 헬멧(필모리스) PCCS 분석

(6) NTG2-2077(넷 이스)

메인컬러는 Yellow 계열의 8Y-7.5-2s이며, 톤은 Lig

ht Grayish이다. Light Grayish 톤은 소박한 느낌을 주

지만, 한편으로 다른 톤과 배색에 의해 상  톤을 돋보

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Light Grayish 톤을 배경으로 

하여 Blue 계열의 18B-8.5-5s는 Light 톤으로 우아함을 

나타내며, Yellow 계열의 10YG-6.5-9s와 6yO-6.5-8s

는 Vivid 톤으로 선명한 색으로 사람을 길을 끈다[그

림 12]. 

/

색표시 White 18B-8
.5-5s

8Y-7.5
-2s

6yO-6.5
-8s

10YG-
6.5-9s Black

백분율 3 23 41 13 18 2
그림 12. NTG2-2077(넷케이스) PCCS 분석

(7) ML014 성인용 헬멧 화이트(삼천리)

메인컬러는 White이며, White 바탕에 Blue 계열(18B

-6.0-2s)의 톤은 Light Grayish이다. Light Grayish 톤

은 다른 색과의 배색에 의해 상  톤을 돋보이는 역할

을 하고 있다. 한편, White 배경의 Black으로 주목성을 

높게 하며, 고 스런 카리스마를 담고 있다[그림 13]. 

/
색표시 White 18B-6.0-2s Black
백분율 69 19 12

그림 13. ML014 성인용 헬멧 화이트(삼천리) PCCS 분석

(8) REGAS-2 이싱블루(OGK)

메인컬러는 Blue 계열의 18B-6.0-2s이며, 톤은 Light 

Grayish이다. Light Grayish 톤은 다른 색과의 배색에 

의해 상  톤을 돋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Blue 

계열의 18B-7.5-7s는 Bright 톤으로 밝고 경쾌한 이미

지를 만들고 있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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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표시 White 18B-7.5-
7s

18B-6.0-
2s

2R-5.5-
8s Black

백분율 13 16 42 4 25
그림 14. REGAS-2 레이싱블루(OGK) PCCS 분석

(9) R2-다크화이트(HJC)

메인컬러는 White와 Black이다. White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 Black는 제된 미를 나타내며, 명시성이 높아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한다. 한편, White 배경에 Yellow와 

Red 계열의 8Y-6.5-9s와 4rO-6.0-8s은 Vivid 톤으로 

제품의 선명한 이미지와 활동성을 나타낸다[그림 15].

/

색표시 White 24RP-
8.5-3s

16gB-
8.5-5s

24RP-
7.5-6s

4rO-6
.0-8s

8Y-6.5
-9s Black

백분율 49 5 4 6 6 8 22
그림 15. R2-다크화이트(HJC) PCCS 분석 

(10) R4-화이트(HJC)

메인컬러는 White와 Black이다. White는 맑고 깨끗

한 이미지, Black는 제된 미를 나타내며, 이 두 색의 

배색으로 명시성을 높게 만든다. 한편 Red 계열의 4rO

-6.0-8s는 Vivid 톤으로 제품의 랜드로고를 돋보이게 

한다[그림 16].

/
색표시 White 4rO-6.0-8s Black
백분율 73 4 23

그림 16. R4-화이트(HJC) PCCS 분

이상에서 헬멧 제품 100여 종에서 구매 선호도가 높

은 10가지 제품에 하여 PCCS 색체계를 용하여 보

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인컬러는 주로 3가지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때 톤은 Blight 톤이거나 Strong 

톤이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첫째, 메인컬러가 Whit

e일 때, 톤은 Blight 톤이었다. Blight 톤은 밝은 이미지

를 느끼게 하며, 한 격조있는 품 를 나타낼 수 있다. 

둘째, 메인컬러가 Black일 경우, 바탕은 Blue 계열의 색

상이었으며, 톤은 Strong 톤이었다. 이때 Strong 톤은 

제품에 한 강렬한 이미지를 갖게 한다. 셋째, 메인컬

러가 White와 Black일 때 White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 

Black는 제된 미를 나타내며, 이 두 색의 배색으로 제

품의 명시성을 높게 한다.

3.3 색채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영향력 분석
헬멧 제품에서 색채가 구매에 미치는 향을 악하

기 해 헬멧 제품의 구입시에 색채가 구매결정에 미치

는 향력을 연령별로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먼  결과해석을 해 먼  분석기 을 정, 보통, 

부정으로 크게 3가지로 나 었는데, 즉 정인 경우는 

5 척도에서 “ 체로 그 다”와 “매우 그 다”의 수치

를 합한 결과로 보며, 부정의 경우는 “ 체로 그 지 않

다”와 “매우 그 지 않다”의 합한 수치로 보았다[표 7]. 

체 설문 상자인 20~50 를 상으로 보면 색채의 

향력을 정인 경우 205명(49.5%), 부정인 경우 92명

(22.2%)으로 나타났다. 세 별 비교에서 정인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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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 50명(60.2%)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  5

3.9%, 40  48.6%, 50  32.1%로 나타남으로써 은 세

일수록 색채의 향력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리고 각 세 별 특징을 보면 20 와 30 는 정

인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으며, 특히 50 인 경우에는 

정보다(32.1%) 부정인 경우가(34.6%)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세 별 집단간 차이검정을 해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19.080, df=12, *p<0.1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표 6. 헬멧 제품 구매시 연령별 색채의 영향력 분석결과
                                            (  )는 %

구분
매우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계
χ2

(df) 
p 

연
령
별

20
대

7
(8.4)

8
(9.6)

18
(21.7)

26
(31.3)

24
(28.9)

83
(20.0)

19.
080
(12)

0.0
87*

30
대

10
(7.1)

17
(12.0)

38
(27.0)

41
(29.1)

35
(24.8)

141
(34.1)

40
대

8
(7.3)

14
(12.9)

34
(31.2)

31
(28.4)

22
(20.2)

109
(26.3)

50
대

8
(9.9)

20
(24.7)

27
(33.3)

16
(19.8)

10
(12.3)

81
(19.6)

계 33
(8.0)

59
(14.2)

117
(28.3)

114
(27.5)

91
(22.0)

414
(100)

표 7. 5점 척도의 해석(긍정과 부정) 
부정

보통

정

구분
매우 
그 지 
않다

체로 
그 지 
않다

부정의 
합계

체로 
그 다

매우 
그 다

정의 
합계

계 

연
령
별

20대 7
(8.4)

8
(9.7)

15
(18.1)

18
(21.7)

26
(31.3)

24
(28.9)

50
(60.2)

83
(20.0)

30대 10
(7.1)

17
(12.0)

27
(19.1)

38
(27.0)

41
(29.1)

35
(24.8)

76
(53.9)

141
(34.1)

40대 8(
7.3)

14
(12.9)

22
(20.2)

34
(31.2)

31
(28.4)

22
(20.2)

53
(48.6)

109
(26.3)

50대 8
(9.9)

20
(24.7)

28
(34.6)

27
(33.3)

16
(19.8)

10
(12.3)

26
(32.1)

81
(19.6)

계 33
(8.0)

59
(14.2)

92
(22.2)

117
(28.3)

114
(27.5)

91
(22.0)

205
(49.5)

414
(100)

Ⅳ. 결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100 여종의 헬멧 

제품을 상으로 색채표 에 한 고찰을 해 구매 선

호도가 높은 제품을 상으로 색채의 이미지 스 일, P

CCS 색체계를 용한 색채분석, 그리고 제품 구매결정

시 색채의 향력의 정도를 고찰하 다. 결론을 크게 3

부문으로 나  수 있다. 

(1) 헬멧 제품의 색채 이미지 스 일을 분석한 결과 구

매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Soft-Static 역(내추럴, 

우아한, 은은한)에 포함되거나, Hard-Dynamic 

역(모던한, 다이내믹한)에 포함되어 있었다.

(2) PCCS 색체계를 용한 색채분석의 결과 메인컬러

는 주로 3가지 나타났으며, 이때 톤은 Blight 톤이

거나 Strong 톤이었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메인

컬러가 White일 때, 톤은 Blight 톤이었다. Blight 

톤은 밝은 이미지를 느끼게 하며, 한 격조있는 품

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메인컬러가 Black일 

경우, 바탕은 Blue 계열의 색상이었으며, 톤은 Stro

ng 톤이었다. 이때 Strong 톤은 제품에 한 강렬한 

이미지를 갖게 한다. 한 메인컬러가 White와 Bla

ck일 때 White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 Black는 

제된 미를 나타내며, 이 두 색의 배색으로 제품의 

명시성을 높게 한다. 

(3) 헬멧 제품의 구매결정시 색채의 향력을 분석한 

결과 설문 상자(20~50 )  색채의 향력을 

정 으로 생각한 경우가 부정 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 별 비교에서 정인 경우 20 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 , 40 , 50  

순서로 나타남으로써 은 세 일수록 색채의 향

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세

별 비교에서 20 와 30 는 정인 경우가 과반수

를 넘었으나, 50 인 경우에는 정보다 부정인 경

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해 시사 과 한계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  구매 선호도가 높은 제품에 한 

PCCS 색채분석의 결과는 헬멧 제품의 색채 마  

략 수립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상 

표본수의 제약과 표본 상을 서울지역 남성으로 한정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모든 지역에  헬멧 제품으로 일

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PCCS 색 체계에

서 색상이 차지하는 면 의 비율은 수치에서 편차가 발

생할 수 있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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