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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자동차를 사러 매장에 갔을 때 우리는 자동차의 색상에 따른 교통사고의 발생 확률과 무관하게 자동차의 성능이나 디자인과 또

는 자동차의 가격이나 안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꼽고 자동차를 선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색인 파랑, 녹색, 흰색, 빨강, 
검정, 황색의 차량을 대상으로 색상별로 사고 내역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색부터 가장 낮은 색까지를 차

례로 제시한다. 사고가 많고 적음은 색에서 진출색과 후퇴색의 차이로서, 사고가 많이 나는 색이나 사고 나기 쉬운 색은 실제보

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후퇴색이고, 사고가 적은 색은 실제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진출색임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자동차 사고, 진출색, 후퇴색, 안정성

I. 소개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의 색상과 무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

우 관계가 깊다. 자동차의 색상에는 다양한 색상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색상은 7~8가지 정도로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동차의 색상 선택에 있어서도 흰색 자동차를 좋아하는 운전

자들은 온순하고 솔직 담백해 명확한 것을 좋아한다. 차선 변경도 

자주하지 않고, 다른 차들과 시비  는 경우가 적다. 반대로 검정색 

자동차를 좋아하는 운전자들은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하는 성격이

라 운전 중에 상황판단이 필요할 시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다. 실제

로 검정색 자동차를 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이오너들이 많

고, 자기중심적이며, 주로 운전을 남에게 맡기는 타입이라 한다.
관련 연구로는, [1]에서는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수량화하기 위해 설계된 사례 제어 연구에 기반을 둔 인구를 사용

하여 충돌에서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주는 자동차 컬러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II. 색의 진출과 후퇴

 같은 위치에서 배경색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을 주는 색을 진출색이라 하고 반대로 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색을 후퇴색이라고 한다.
같은 장소라도 난색계통으로 밝은 색은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이

며 이를 진출색이라 한다. 한색 계통으로 어두운 색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를 후퇴색이라 한다. 가장 가까이 보이는 순으로 

적(赤), 적등(赤橙), 오렌지(橙), 황(黃), 황록(黃錄)이며, 녹색부터 

멀어 보이기 시작하여 청록(靑錄), 청(靑), 청자(靑紫)가 가장 멀리 

보인다. 
이외에 배경(background)과 배색도 관계가 깊어서 배경보다 밝

은 색은 튀어나와 보이고 배경 보다 어두운 색은 들어가 보인다. 
그림 1에서 보면, 따뜻한 컬러 빨강색이 차가운 컬러인 파란색

보다 더 가까이 보인다. 

     

   

     

   
그림 1. 진출색과 후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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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진출/후퇴와 색수차

색수차의 사전적 의미로는 다양한 색의 광선이 서로 다른 각도

로 굴절되기 때문에, 동일한 면에 초점을 맺지 못하는 렌즈의 결점 

이라고 되어 있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역광 촬영 시나 명암 차

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장면을 촬영할 때 그 경계 부분에서 보통 

보라색이나 푸른색으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색

수차 현상이라고 말한다. 자주 볼 수 있는 예로 실외 촬영 시 태양

의 강한 빛에 의해 물체의 가장자리에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

고, 실내 촬영 시에는 인위적인 강한 빛, 즉 형광등이나 조명 등으

로 인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색수차와 진출색 후퇴색을 같은 개념으로 보도

록 한다. 따라서 색상에는 진출색과 후퇴색이 있으며, 진출색은 멀

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듯 한 색으로 흰 색을 필두로 노란색, 빨간 

색으로 이어지며, 후퇴색은 가까이 있어도 멀리 보이는 듯 한 색상

으로 검정색, 짙은 청색, 회색 순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IV. 자동차 색과 사고

X세대라고 표현되고 있는 자기주장이 강한 세대를 대상으로 곡

선이 강조된 스타일과 과감한 색상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차종들

이 등장하면서 주로 주홍색이나 보라색, 연녹색 등 원색에 가깝거

나 파스텔 톤이 강조된 색상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

고 금속성 도료가 많이 섞인 메탈릭 색상을 청색이나 보라색, 자주

색에 입혀서 젊은 감각을 일깨우고 있다. 
다음은 표 1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차들을 컬러

에 의해 분류해 본 것이다. 즉, 사고의 순위 별로 각 컬러 정렬해 

놓은 표이다.

순위 컬러

1 파랑

2 녹색

3 흰색

4 빨강

5 검정

6 황금

표 1. 자동차 색과 사고 순위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고 순위 1위인 파랑은 후퇴색이

기 때문이다. 황금색은 순위 6위로서 사고 날 확률이 가장 적다. 
노란색은 색수차가 없기 때문에 눈에 들어왔을 때 망막위에 정확

히 초점이 맞습니다. 또, 노란색은 망막 위에서 스며드는 잉크처럼 

넓어지는 성질이 있고, 색채 중에서는 가장 크게 보이는 성질이 있

습니다. 

색상은 자동차 구입의 또 다른 선택 기준이 된다. 중국인들은 

차를 구입할 때 가격이나 브랜드보다 색상을 더 중시할 정도라고 

한다. 최초의 자동차 색깔은 검정색이었지만 현재 운전자들이 가

장 선호하는 색은 은색으로 35%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흰색이 인기를 얻고 있다. 대륙이나 나라별로도 좋아하는 차 색상

이 다르다. 
최근 미국 듀폰사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은 검은색, 북미는 흰색

을 가장 좋아했다. 중국은 은색, 일본은 흰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녹색계열이다. 영국산 재규어의 기

본 컬러가 녹색인 것은 그 때문이다. 
이탈리아인들은 붉은색 자동차를 선호한다. 다혈질적이고 정열

적인 국민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탈리아산 페라리의 붉은색을 특

별히 ‘이탈리안 레드’라고 부른다. 
프랑스인들은 청색을 좋아한다. 문화국민이라고 자부하는 프랑

스인들은 냉정하고 이지적인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서 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컬러는 은색, 흰색, 검정색, 

파란색, 회색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색상별 판매비율을 봐도 

은색과 흰색이 가장 많다고 한다. 

V. 결론

우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의 색상과 무관하게 자동차

의 성능, 디자인, 가격, 안정성 등을 보고 구입하게 된다. 특히 가

격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색상부터 선택하고 나서 나머지 조건들을 따져야 한다. 우리는 자

동차의 색상과 사고의 관계에서 색상별로 사고가 많은 차들을 나

열하였다. 차의 색상 선택에 있어 어두운 색 계열의 후퇴색 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팽창색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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