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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케이스에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패턴 디자인 활용사례를 알아보고 주조색 분석을 통해 패턴디자인 트렌

드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조색 추출에 사용된 스마트폰 케이스는 +D프로젝트에 출시된 자료를 활용해 9명 디자이너

별 대표제품 2개를 분석했으며, 분석은 한국 표준색 색채분석, KSCA (Korea Standard Color Analysis) 프로그램을사용하여 

각각의 이미지에서 5%이상 쓰인 주조색을 추출 하였고, Hue&Tone 분포를 통해 스마트폰케이스 패턴디자인에 사용된 색채 트

렌드를 알아보고자 한다.
스마트폰케이스에 사용된 전체 주조색들을 살펴보면 색상에 있어서는 붉은색(R) 과 보라색-파랑색(PB) 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색조에 있어서는 밝은(B), 옅은(P) 톤이 가장 많이 사용 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색채를 통한 감

성분석을 연구해 스마트폰 케이스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와 감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키워드: 스마트폰 케이스(Smart Phone Case), 한국표준색 색채분석(KSCA), 

I. 서 론

최근 들어 1년에도 몇 개씩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돼 많은 사

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2년 

내외의 주기로 스마트폰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스마트폰 액세서리들이 출시되며 액세서리의 디자

인 요소가 중요해 지고 있다. 이중 스마트폰 케이스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로서 일부 한정된 형태 내에서 다양한 패

턴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케이스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패턴디자인의 활용사례를 알아보고 주조색 분석

을 통해 패턴디자인 트렌드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국내 스마트폰 액세

서리 기업 LAB.C의 글로벌 프로젝트 +D프로젝트에 출시된 디자

이너 9명의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을 수집하고 주조색을 추출해 

그 색채 특성을정리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주조색 추출에 사용된 스마트폰 케이스는 +D프로젝트에 출시

된 자료를 활용해 9명 디자이너별 대표제품 2개를 분석했으며, 분
석은 한국 표준색 색채분석, KSCA (Korea Standard Color 
Analysis) 프로그램을사용하여 각각의 이미지에서 5%이상 쓰인 

주조색을 추출 하였고, 배경 등 패턴디자인에 있어서 유효성이 부

족하다고 판단되는 색을 삭제하는 등 추출된 주조색을 토대로 후

보정을 하고 Hue&Tone 분포를 통해 스마트폰케이스 패턴디자인

에 사용된 색채 트렌드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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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체 주조색 색상, 명도, 채도 분류

[그림 52] 데이터 정리 및 분석방법 흐름도 

III. 본 론

1. 주조색 분석

   

[그림 2] 분석 이미지

본 연구는 1차적으로 디자이너9명의 대표작을 2개씩 추출해 

[그림2]의 총 18개의 패턴이미지를 추출 하였고 색채 경향과 주조

색 분석을 위하여 우선 한국표준색채분석(KSCA)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사용된 컬러 정보값을 토대로 주조색 추출을 한 뒤, 후보정

을 통해 패턴디자인에 사용된 주조색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2. Hue&Tone 분석

총 18개의 이미지에 사용된 주조색을 색상, 명도, 채도에 의해 

분류한 값은 [그림3]과 같다.

Hue&Tone 분석이란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 3
속성에 의한 색채표현을 색상(Hue)과 색조(Tone)로 단순화 시켜 

색채 분포 분석을 보다 용이하게 한 색표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케이스 디자인에 사용된 컬러의 체계적 

분류를 위해 I.R.I색채연구소에서 개발한 ‘Hue&Tone 120분류법’
을 이용하였다. 

스마트폰 케이스에 사용된 전체 주조색들을 살펴보면 색상에 

있어서는 붉은색(R) 과 보라색-파랑색(PB) 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색조에 있어서는 밝은(B), 옅은(P) 톤이 가장 많이 

사용 된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의 색채분석을 통해 색

채 경향을 알아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색채를 통한 감성분석을 

연구해 스마트폰 케이스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와 감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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