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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mpare the harmony of tone on tone coloration according to trans-
formation of color area-ratio in shirt and necktie.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evaluate 48 stimuli of the shirt and neck-
tie with the coloration of the shirt/necktie, the necktie/shirt was separately compounded to be 4 tones such as vivid, light,
dull, dark. The subjects were 288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program. Anal-
ysis methods were ANOVA, LSD test and t-test. The results of each can be summerized as follows. As to the red, com-
bination of v-lt made a difference in the harmony of coloration according to the transformation of color area-ratio. As to
the blue, combination of v-lt, v-dk, lt-d made a difference in the harmony of coloration according to the transformation
of color area-ratio. As to the purple, v-lt, v-d was evaluated as harmonized coloration regardless of area-ratio by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s to the green, v-lt, lt-d was evaluated as harmonized coloration regardless of area-ratio by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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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남성복에서는 디자인상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로 셔츠와 타이의 코디를 통해서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표현은 문양이나 배색을 통해 가능하

다. 특히 배색은 기본적으로 2색의 배색에서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2색 배색도 색상의 배색방법에 따라 다양한 표현

이 가능해진다. 

셔츠와 넥타이의 2색 배색을 전개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

은 색의 3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에 따른 배색이며 배색에 대

한 조화의 정도는 어떤 색과 어떤 색이 또는 같은 색도 어떤

톤과 어떤 톤이 배색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또한 이들 배색이 셔츠와 넥타이 어느 쪽의 면적에 위치하느냐

에 따라서도 조화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배색의 최종 관건은 색채 조화에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

면 색의 3속성과 함께 면적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林知 외

(1975)는 면적비의 영향이 큰 배색과 작은 배색이 있다고 하였

으며, 한복의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상하의의

톤에 차이를 둔 톤 온 톤 배색이나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을 중

심으로 한 상하 색상의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에 관

한 연구(강경자 외, 2005a; 강경자 외, 2005b)에서도 면적비의

영향이 큰 톤 조합과 작은 톤조합이 있음을 밝혔으며, 색상면

적비의 영향 양상은 톤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었다.

조화론에서 배색 면적비의 한복의 구조적 특징은 치마와 저

고리의 면적비가 1:6(김형자, 1980)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셔츠와 넥타이의 면적비도 치마·저고리의 면적비와 유

사하다. 그러나 치마·저고리는 상·하의로 분리되어 시선이

위아래로 이동되는데 반해 셔츠와 타이는 얼굴 바로 아래 즉

같은 상의 쪽에 위치해 있어 시선이 집중된다는 차이점이 있고

의복유형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복

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가 의복유형이 다른

셔츠와 넥타이의 코디네이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셔츠와 넥타이의 면적이 다른 경우 동일 색상이

라도 어떤 톤이 셔츠와 넥타이의 면적에 배색되느냐에 따라 동

일한 톤 조합이라도 이들이 주는 시각적 효과나 조화정도는 다

르게 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화감 평가에 미치는 면적

비의 영향양상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셔츠와 넥타이의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

가에서 면적비의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면적이 다른 셔츠/넥타

이에 동일한 색상을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합한 후 이들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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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반대로 넥타이/셔츠에 가도록 하였다. 즉 셔츠와 넥타

이 톤 조합의 면적이 바뀌도록 조작한 후 셔츠와 넥타이 색상

의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정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밝히

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남성복 기획

이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는 물론 배색조화 이론정립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배색의 목적은 여러가지 색을 의도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디

자인의 전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배색은 필연

적으로 색의 3속성-색상, 명도, 채도에 있어서의 대비관계를 강

하게 하거나 약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

다. 색상과 명도, 채도의 관계를 교묘하게 조화시키는 전개방법

을 연출함에 따라 다수의 배색 변화를 얻을 수 있으며, 배색의

효과를 높이는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 색채조화는 ‘조

합된 색이 아름답고 좋은 느낌을 갖춘 상태’이며, 이는 색들의

관련효과의 가치평가에 대한 것(Itten, 1996; 조민정, 2004)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패션디자인의 색채조합에서는 통일의 요소로 색상이, 변화의

요소로 색조(tone)가 많이 사용되었다. 조민정(2004)은 유사색

상이나 대조색상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색조차에 의한 대조성

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저채도와의 조합에서

높은 조화도를 보이며 채도변화에 의한 색조변화보다는 명도변

화에 의한 색조변화 시 더 조화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

다. 

Moon and Spencer는 색채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있어 면적

의 효과에 관해 ‘저채도의 약한 색은 면적을 넓게, 고채도의

강한 색은 면적을 좁게 해야 균형이 맞는다.’ 라는 원칙을 정

량화 하였다. 또한 아름다움의 정도를 수량적으로 취급한 미도

를 색채조화에 적용시켰는데 이는 Birkhoff의 M=O/C(M은 미

도, O는 질서성의 요소, C는 복잡성의 요소)라는 공식을 사용

하여 복잡성의 요소가 최소일 때 미도가 최대가 된다고 하여

즉 아름다움은 복잡한 것을 피하고 질서를 넓히는데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배색에 적용하여 조화이론을 정

리하면, 균형있게 선택된 무채색의 배색은 유채색의 배색 못지

않은 미도를 가지며, 동일색상의 배색은 매우 명쾌하다. 또한

동일명도의 배색은 미도가 떨어지고, 동일색상, 동일채도의 단

순한 디자인은 많은 색상에 의한 복잡한 배색보다 미도가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박도양, 1981). 

그러므로 색상을 기준으로 한 조화의 방법은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명도차나 채도차가 조화의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명

도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하며, 명도, 채도에 관해서도 어느 정

도 유사 대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Horn은 색조화에서 넓은 면적의 색상이 의복의 전체 분위기

와 성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면적비율의 효과를 연구한 納谷

(1973)은 면적비의 효과는 존재하지만 구성색 요인에 비하면 아

주 적고, 면적비가 배색의 쾌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따뜻함

등 다른 배색감정에 미치는 영향보다 적다고 하였다.

Goethe(1980)는 면적대비는 두 색 또는 그 이상의 색면적의 상

관관계로 보았다. 면적대비는 색면의 대소의 대비를 말하며 색

은 어떠한 크기의 면적에 의해서도 조합시킬 수 있다. Goethe

는 제 1차 3원색의 명도를 추정해 색면의 비례로 얻은 후 여

기에 2차색과 조화를 이루어 비례를 얻었는데 6가지 색상 즉

노랑:주황:빨강:보라:파랑:녹색=9:8:6:3:4:6이었다. 또한 보색대비

의 비례는 노랑:보라〓9:3(3:1), 빨강:녹색〓6:6(1:1)과 같다고 하

였다. 이러한 색상의 면적감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조화시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조필교·정혜민, 1998).

같은 색상의 배색이라 하더라도 주 색채가 어떤 면적에 배

치되느냐에 따라 의복전체의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

로 면적이 커짐에 따라 채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므로 넓은 면적

에 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비해 채도를 낮추는 수단이

취해지고 있다. 또한 명도차가 클 경우 채도차는 적고, 채도차

가 클 경우 명도차를 적게 하는 것이 대체로 조화되기 쉽다(김

수석, 1993).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의 면적비가 1:6 정도로 두 색의 면적

대비를 고려한 배색에 의해 조화를 이루는 의복형태인데, 한복

의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체계화 한 강경자(2001), 강경자

(2002) 강경자·문주영(2004), 강경자·정수진(2005)는 톤 인

톤 배색, 톤 온 톤 배색,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 컨트라스트 배

색 등의 배색방법에서 한국여대생은 조화감을 느끼는 배색의

분포범위가 좁은데 반해 미국 여대생들은 광범위한 것으로 나

타나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톤 온 톤 배색에서 한국여

대생은 저고리치마의 톤 차이가 있는 배색을, 미국여대생은 저

고리·치마가 같은 톤 즉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의 동일톤

배색을 보다 조화된다고 평가하여 한국여대생들은 전통적인 한

복배색이, 미국대학생들에게는 슈트의 개념이 조화감 판단에 영

향을 미쳐 조화감 평가에는 지각자에게 익숙한 개념이 깊이 관

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색상을 기준으로 한 톤 인 톤 배색

방법보다 톤 온 톤 배색이나 무채·유채 배색과 같은 명도차

에 의한 배색이 상대적으로 더 조화범위가 높게 나타나 Moon

and Spencer의 색상에 의한 방법보다 명도차가 조화에 깊이 관

여한다는 견해를 지지했다. 또한 강경자 외(2005a)는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 한복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

감 비교 연구에서 빨강색일 경우 저고리에는 라이트나 비비드

와 같은 밝고 선명한 톤이, 치마에는 덜이나 다크와 같은 어두

운 톤이 배색되었을 때 조화로운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비비드

-라이트, 비비드-덜의 배색은 색상 면적비에 상관없이 조화로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성복에서 한복의 치마·저고리의 면적비와 비숫한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연구(임지영·강경자,

2005)에서는 남녀 간에 조화된다고 한 배색수는 다르게 나타났

는데 빨강의 톤 온 톤 배색 16개 중에서 여자 10개, 남자 10

개로 동일하였고 파랑은 여자 9개, 남자 12개로 차이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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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조화의 범위가 넓었다. 동일 색

상의 셔츠와 타이의 배색 시 빨강색의 비비드 셔츠와 비비드

타이의 배색을 제외하고는 톤 차이가 있는 배색이 조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배색은 빨

강색 덜셔츠와 비비드 타이의 조합과 파랑색 덜셔츠와 덜타이

의 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최근 남성복에 관한 연구는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은미·강혜원(1994)은 20대관찰자의 경

우 정장과 유사색의 넥타이를 착용했을 때 더 개성적이고 활동

적이라고 하였다. 송선옥·이인자(2000)는 남자 의복유형과 얼

굴형 및 체형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는데 의복색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 또 강경자·임지영(1996)은 넥타이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남성복에

있어 넥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넥타이무늬는 매력성

요인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능력성과 독특성 이미지에는

넥타이색이, 온유성요인에는 의복색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온유성요인을 제외한 세 요인에서 넥타이의 영향력이 크게 작

용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복에 있어 작은 부분이지만 이미지 형

성에 중요한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다. 최유진·이명희(2004)의

연구에서 능력성, 선호평가, 남성성에는 의복색이, 품위성과 현

시성요인에는 넥타이색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파란색 셔츠와 파란색 재킷 그리고 파란색 넥타이가 배

색될 때 능력있고 매력있게 평가되었고, 셔츠는 흰색, 하늘색,

파란색 순으로 선호하였고, 넥타이는 파란색 계열이 가장 선호

되었다.

이상에서 색상과 톤에 의한 배색은 착용자의 인상형성이나

조화감 지각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치마저고

리의 면적이 상하로 크게 구분되는 한복과는 달리 셔츠와 넥타

이가 하나의 공간인 상의에 포함 될 경우 동일 색상이라도 톤

의 조합상태 즉 톤의 조합이 셔츠와 넥타이의 어느 면적에 위

치하느냐에 따라 조화정도는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여 이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셔츠와 넥타이가 조합된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조화감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자극물 :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셔츠·넥타

이를 착용한 남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 바지는 통제

하였다. 먼저 남성복에서는 넥타이가 즉각적이고 두드러지게 눈

에 띄어 시선이 넥타이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리

에서는 전신이나 상체 제시 여부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없다고

한 선행연구(강경자·임지영, 1996)를 참고로 하여 전신과 서

있는 상태에서 팔길이까지의 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한 상태의

두 그림을 유채색으로 배색되도록한 4장의 사진을 판단집단(대

학생, 대학원생 선별집단)에게 제시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2회

반복하여 조사한 결과 이미지 평가에서 대체로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셔

츠와 넥타이를 착용한 20대 남성의 허벅지 중간까지 제시된 상

반신 사진으로 자극물의 모델은 20대 우리나라 남성의 기본체

형의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자극물 제작은 Digital Camera

(Canon IXUS 400)로 모델을 촬영하였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수정한 후 주 작업은 CAD system(4D-Box Hi-Print

Program)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프린터기(hp9600)로 출력하였다.

촬영된 모델은 자극물에서의 얼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부드

럽고 흐린 얼굴로 수정하였다. 

셔츠는 레귤러 칼라 셔츠를 사용한 기본 드레스셔츠이며, 넥

타이는 가장 폭이 넓은 부분이 9.5㎝이고 길이가 140㎝인 일

반적인 형태로 문양이 없는 단색의 타이를 사용하였다. 

셔츠와 넥타이의 색상 선정은 심리적 측면에서 색채가 갖는

속성인 온도감을 기준으로 한 한난색과 중성색이 조화감 평가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빨강, 파랑, 보라, 초록 4가지 색

상을 선정하였다. 각 색상의 톤은 색채조화를 주목적으로 한 컬

러 시스템인 일본색연배색체계(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명도에 변화를 준 라이트(lt), 덜

(d), 다크(dk)의 3가지 톤과 색상의 기준이 되는 비비드(v)를 합

하여 총 4가지 톤을 사용하였다. 색상의 표시는 실용한국표준

색표집(KBS한국색채연구소, 1991)에 근거하여 기입하였으며,

Table 1의 16가지의 색상을 만들기 위해 먼저 컬러 챠트를 출

력하였고 출력된 컬러를 참고로 제시된 색과 가장 근접한 컬러

를 만든 후, 이 컬러를 다시 사진의 셔츠와 넥타이에 맵핑시켰

다.

최종 자극물은 4가지 색을 셔츠와 넥타이가 동색이면서 이

들의 톤 조합을 셔츠와 넥타이의 톤에 차이가 나도록 비비드/

라이트, 비비드/덜, 비비드/다크, 라이트/덜, 라이트/다크, 덜/다

크로 조합한 후 이들 톤 조합을 반대로 넥타이와 셔츠에 가도

록 하였다. 즉 전체 자극물은 동색계열이면서 동일한 톤 조합

의 면적비 부분에서 셔츠와 넥타이의 어느 부분에 가느냐에 차

이나도록 조합된 톤 온 톤 배색의 48개의 자극물이 본 연구의

평가에 사용되었다. 이때 배경색은 밝은 회색으로 통제하였다.

자극물의 평가 : 셔츠와 넥타이 배색의 조화감 평가는 피험

자간 설계에 의해 48개의 자극물을 24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

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2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

조합 당 피험자수는 실험조합별로 12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

Table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비비드(v) 라이트(lt)  덜(d) 다크(dk)

빨강(red) 5R 4/14 5R 8/6 5R 5/6 5R 2/6

파랑(blue) 5B 5/10 5B 8/4 5B 6/4 5B 2/4

보라(purple) 5P 5/10 5P 8/4 5P 6/4 5P 2/4

초록(green) 5G 5/10 5G 8/4 5G 6/4 5G 2/4

v : vivid, lt : light, d : dull, dk :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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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무선 배치되었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은 색상

과 톤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조화감 척도 : 본 연구에서는 셔츠와 넥타이의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를 위해 조화되는-조화되지않는과 어울리는-

어울리지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미분척도를 제

시하였다.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 긍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고 오른쪽 부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어 자료를 수

량화 하였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3.2. 자료수집

본 연구의 평가자는 진주와 진주 인근의 대학교 의상, 미술

관련학과 및 법학, 공학과 여대생 28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5년 5월~9월초에 이루어졌다.

3.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

분석방법은 조화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하였

고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경우 사후분석으로 L.S.D(최소유의차검

증)를 실시하였다. 또 그룹 간 차이를 보기위해 t-검정을 실시하

였다. 조화감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를 알아보기 위해 4원변량분

석을 하였고 각 변인별 차이를 보기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은 4가지 셔츠색인 빨강, 파랑, 보라,

초록을 각각 셔츠와 넥타이에 동색이 되도록 한 후 채도는 통

제하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셔츠와 넥타이 톤을 각각 비비트

(v), 라이트(lt), 덜(d), 다크(dk)로 조작하여 셔츠와 넥타이 톤이

서로 다르도록 하였다. 즉, 셔츠/넥타이 톤의 조합이 v/lt, v/d,

v/dk, lt/d, lt/dk, d/dk의 6가지가 되도록 조합하고, 반대로 이들

톤 조합이 넥타이/셔츠에 가도록 조합한 총 48개의 자극물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하여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4.1. 빨강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4가지 톤의 빨강색을 셔츠/넥타이에 톤이 다르도록 조합한

후 이들 톤 조합을 반대로 넥타이/셔츠에 가도록 조작하여 색

상 면적비를 달리할 경우 이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의 결

과를 Fig. 1에 나타내 있다. 

셔츠/넥타이의 면적에 4가지 빨강색의 톤을 6가지로 조합할

경우 d/dk, lt/d, lt/dk의 조합은 조화되는 것으로 v/d, v/dk, v/

lt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들 톤을 넥타

이/셔츠에 바꾸어 조합할 경우 d/dk, lt/d, v/lt, v/d, v/dk 조합

의 순으로 조화된다고 지각하였으나 lt/dk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빨강 톤 온 톤 배색에서 셔츠와 타이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v/lt로 나타났다. v/lt

톤 배색을 보면 선명한 v 빨강을 넓은 면적인 셔츠에, 밝은 lt

빨강을 좁은 면적인 넥타이에 배색한 경우는 매우 조화되지 않

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색상 면적비가 바뀐 빨강 lt 셔츠와 v

넥타이는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면적비의 영향을 크게 받

는 톤 조합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로 셔츠와 넥타이의 배

색에서 d/dk, lt/d의 톤 배색은 색상 면적비에 상관없이 셔츠,

넥타이의 어느 쪽에 조합되더라도 조화되는 공통된 반응을 보

였으나 v/lt, v/d, v/dk, lt/dk의 톤 조합은 색상 면적비에 따라

다소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Table 2. 셔츠와 넥타이의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S   T
빨간색 조화감 파란색 조화감 보라색 조화감 초록색 조화감

S-T T-S t S-T T-S t S-T T-S t S-T T-S t

Vivid Light -1.19  0.31  -2.89
**

-0.23  1.29 -2.81
*

-1.32 0.42 -2.60
*

-1.32 0.08 -2.38
*

Vivid Dull -0.08  0.14 -0.47 0 -0.75  1.30 -2.00 -0.58 -2.72
*

-0.43 -0.54 0.18

Vivid Dark -0.29 0.3 -1.23  0.07  1.65 -2.78
*

-0.65 -0.93  0.40 -0.69 -0.84 0.25

Light Dull  1.21  1.08  0.31  1.32 -.21  3.06
**

 1.93  0.91  2.00  0.73 -0.67  2.52
*

Light Dark  0.36 -0.04  0.67  1.28  1.00  0.54  1.83  1.06  1.33 -0.5 -1.71  1.88

Dull Dark  1.45  1.08  0.63  1.37  1.82 -0.94  0.58  0.93 -0.68  0.1 0.5 -0.62

S: shirt, T: necktie

Fig. 1. 빨강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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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파랑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4가지 톤의 파랑색을 셔츠/넥타이에 톤이 다르도록 조합한

후 이들 톤 조합을 반대로 넥타이/셔츠에 가도록 조작하여 색

상면적비를 달리할 경우 이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의 결과

를 Fig. 2에 나타내 있다.

셔츠/넥타이의 면적에 4가지 파랑색의 톤을 6가지로 조합할

경우 d/dk, lt/d, lt/dk, v/dk, v/d 순으로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v/lt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들 톤을 넥

타이/셔츠에 바꾸어 조합할 경우 d/dk, v/dk, v/lt, lt/dk의 조합

은 조화되는 것으로 v/d, lt/d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파랑 톤 온 톤 배색에서 셔츠와 타이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v/lt, v/dk, lt/d의 조합

으로 나타났다. lt/d 배색을 보면 밝은 톤의 lt 파랑을 넓은 면

적인 셔츠에, 어두운 톤인 d 파랑을 좁은 면적인 넥타이에 배

색한 경우는 매우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색상 면적비

가 바뀐 파랑 d 셔츠와 lt 넥타이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

각하여 면적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조합으로 나타났다.

v/lt, v/dk 톤 배색에서 보면 선명한 톤인 v를 좁은 면적인

넥타이에, 밝은 lt나 어두운 dk톤을 셔츠에 배색하였을 경우는

조화로운 것으로, 색상 면적비가 바뀐 v 셔츠에 lt 넥타이는 아

주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dk 넥타이는 조화정도가 낮은 것으

로 지각하였다. 즉 동일한 톤의 배색이라도 넥타이가 선명한 색

상일 경우 셔츠에는 명도가 높거나 낮은 톤의 색을 배색하였을

때 더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한편 유사한 톤 즉 v/lt, lt/d, d/dk 배색을 보면 밝은 톤인

lt가 조합되는 경우는 셔츠와 타이 중 lt가 어느 면적에 위치하

느냐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두운 톤으로 조합된 d/dk 배색은 색상 면적비에 상관없이 조

화로운 것으로 평가되어 파랑색의 경우는 유사한 톤으로 구성

되더라도 조합되는 색상의 명도 정도가 조화감 지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보라색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

감 비교

4가지 톤의 보라색을 셔츠/넥타이에 톤이 서로 다르도록 조

합한 후 이들 톤 조합을 반대로 넥타이/셔츠에 가도록 조작하

여 색상 면적비를 다르게 할 경우 이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의 결과를 Fig. 3에 나타내 있다.

셔츠/넥타이의 면적에 4가지 보라색의 톤을 6가지로 조합할

경우 lt/d, lt/dk, d/dk의 조합은 조화되는 것으로, v/d, v/lt, v/

dk의 톤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들 톤 조

합을 넥타이/셔츠에 반대로 조합해도 v/lt 조합을 제외하고는 면

적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라 톤 온 톤 배색에서 셔츠와 넥타이의 면적비 변화에 따

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인 배색은 v/lt, v/d로 나타났다.

Fig. 2. 파랑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Fig. 3. 보라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Fig. 4. 초록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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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t 톤 배색을 보면 선명한 v 보라를 좁은 면적인 넥타이에,

밝은 lt 보라는 넓은 면적인 셔츠에 배색한 경우는 조화되는 것

으로 지각하였으나 색상 면적비가 바뀐 v 보라 셔츠와 lt 보라

넥타이는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면적비의 영향

을 받는 톤 조합으로 나타났다. 또한 v/d 배색을 보면 셔츠와

넥타이의 색상 면적비에 관계없이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지

각하고 특히 v 보라 셔츠에 d 보라 넥타이의 배색은 매우 조

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4. 초록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4가지 톤의 초록색을 셔츠/넥타이에 톤이 다르도록 조합한

후 이들 톤 조합을 반대로 넥타이/셔츠에 가도록 조작하여 색

상 면적비를 달리 할 경우 이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의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셔츠/넥타이의 면적에 4가지 보라색의 톤을 6가지로 조합할

경우 lt/d, d/dk의 조합은 조화되는 것으로, v/lt, v/dk, lt/dk, v/

d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특히 v/lt의 배색은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들 6가지 조합은 넥타이/셔츠에 바꾸어 조합할 경우 v/lt,

d/dk는 조화되는 것으로, v/d, v/dk, lt/d, lt/dk의 조합은 조화되

지 않는 배색으로 지각하였다.

초록 톤 온 톤 배색에서 셔츠와 넥타이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인 배색은 v/lt, lt/d 조합으로

나타났다. v/lt 배색을 보면 선명한 v 초록을 좁은 면적인 넥타

이에, 밝은 톤인 lt 초록을 넓은 면적인 셔츠에 배색한 경우는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하였으나 색상 면적비가 바뀐 v 초록

셔츠에 lt 초록 넥타이의 배색은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

각하여 면적비의 영향을 받는 톤 조합으로 나타났다. 또한 lt/d

배색을 보면 밝은 lt 톤 초록을 넓은 면적인 셔츠에 어두운 d

톤 초록을 좁은 면적인 넥타이에 배색한 경우 조화로운 배색으

로 지각하였으나 어두운 d 톤 초록 셔츠에 밝은 lt 초록 넥타

이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셔츠와 넥타이의 색상 면적비에 상관없이 v/d, v/dk

조합은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d/dk 톤의

배색은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이들 배색에서는 색상 면적비

변화가 조화감 지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는 남성복에서 빨강, 파랑, 초록, 보라의 4가지 색을

각각 셔츠와 넥타이에 동색이 되도록 배색한 다음 채도는 통제

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셔츠와 넥타이의 톤을 각각 비비드

(v), 라이트(lt), 덜(d), 다크(dk)로 조작하였다. 이들 톤이 셔츠와

넥타이에 서로 다르도록 조합하여 각 색상별로 6가지의 톤 조

합이 되도록 한 후 이들 톤 조합을 반대로 넥타이/셔츠에 배색

되도록 조작하여 톤 조합은 동일하지만 셔츠와 넥타이의 면적

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이 어떻게 지각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빨강 톤 온 톤 배색을 보면 대체로 v/lt, v/d, v/dk의 배색

즉 선명한 v 빨강이 넓은 면적인 셔츠에, 밝은 톤의 lt나 어두

운 톤의 d, dk 빨강을 좁은 면적인 넥타이에 배색한 경우 조

화되지 않는 것으로, 반대로 v 빨강을 좁은 면적의 넥타이에 lt

나 d, dk를 넓은 면적의 셔츠에 배색한 경우 조화되는 배색으

로 지각되고 특히 v/lt 배색이 셔츠와 넥타이의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lt/d, d/dk의

배색은 색상 면적비에 관계없이 조화되는 배색으로 평가되었다.

파랑 톤 온 톤 배색을 보면 셔츠와 넥타이의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인 배색은 lt/d, v/lt, v/dk의 조

합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톤 배색은 밝은 lt 파랑을 넓은 면적

의 셔츠에, 선명한 v나 어두운 d 파랑은 좁은 면적의 넥타이에

배색하는 것이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되고, 반대로 이들 톤 조

합이 셔츠와 넥타이에 바뀌어 조합될 경우는 조화되지 않는 것

으로 평가하였다. v/dk의 조합은 면적비 변화에 상관없이 조화

된다고 지각하였으나 파랑 dk 셔츠에 v 넥타이가 v 파랑 셔츠

에 dk 넥타이보다 조화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d/dk, lt/dk의 조합은 색상 면적비 변화에 상관없이 조

화되는 배색으로 평가되었다. 

보라 톤 온 톤 배색을 보면 대체로 셔츠와 넥타이의 면적비

변화에 상관없이 v/d, v/dk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배색으로,

lt/d, lt/dk, d/dk의 조합은 조화되는 배색으로 지각되었다. 셔츠

와 넥타이의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인

배색은 v/lt, v/d로 나타났다. v/lt의 경우 밝은 lt 보라를 면적

이 넓은 셔츠에, 선명한 v 보라를 좁은 면적의 넥타이에 배색

한 경우 조화되는 것으로, 반대로 배색될 경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v/d의 경우 d 셔츠에 v 타이보다 v

셔츠에 d 타이가 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초록 톤 온 톤 배색을 보면 셔츠와 넥타이의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인 배색은 v/lt, lt/d의 조합으

로 나타났다. 즉 이들 톤 배색은 밝은 lt 초록은 넓은 면적의

셔츠에 선명한 v나 어두운 d 초록은 좁은 면적의 넥타이에 배

색한 경우 조화로운 것으로, 이들 배색을 반대로 넥타이와 셔

츠에 배색한 경우 조화롭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색

상 면적비의 변화에 상관없이 v/d, v/dk, lt/dk 배색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d/dk 배색은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으로 선정한 빨강, 파랑, 보

라, 초록의 4가지 색의 6가지 톤 조합을 보면 색상 면적비 변

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톤 조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색상별로 셔츠와 넥타이의 6가지 톤 조합에서 나타난

공통된 반응을 살펴보면 배색이 유사한 톤으로 구성된 경우 색

상 면적비 변화가 조화감 지각에 영향을 주는 배색과 영향을

주지 않는 배색이 있어 조합되는 톤의 구성에 따라 차이를 나

타내었다. 즉 유사톤으로 구성된 v/lt 배색은 빨강, 파랑,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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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에서 모두 v 타이/lt 셔츠의 배색은 조화되고 셔츠와 넥타

이의 면적을 바꾼 v 셔츠/lt 넥타이는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

로 지각하여 색상에 관계없이 면적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톤

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사톤으로 구성된 d/dk 배색

은 빨강, 파랑, 보라, 초록의 색상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다

소 차이는 있으나 이들 조합으로 셔츠와 타이의 면적을 바꾸어

배색하여도 면적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톤 조합인 것으

로 나타나 색상에 관계없이 공통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한복배색에서 v/lt, d/dk 배색은 상하 면적을 바꾸어 조

합하여도 면적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배색이라고 한 선행

연구(강경자 외, 2005b)와 비교하면 d/dk 배색에서는 일치하지

만 v/lt 배색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앞으로 여러 의복유형의 연

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d/dk 배색이 조화감 지각에

서 면적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유사하게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넥타이가 동색계열로 셔츠에 포함되어 지각되고, v/lt 배

색은 밝은 lt 셔츠위에 선명한 v 타이가 조합되어 d/dk 톤조합

보다 톤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

다. 이는 톤 조합이 배색되는 의복 유형과 색상면적의 위치에

서 오는 차이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톤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배색의 경우를 보면 v/d,

v/dk, lt/dk 톤의 배색에서는 대체로 셔츠색이 밝거나 어두운 톤

의 선명한 넥타이 또는 밝은 톤의 셔츠에 어두운 톤의 넥타이

가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면적비 변화의 영향은 색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조화감 평가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보면 셔츠와 넥타

이의 톤 온 톤 배색에서 면적비의 영향이 큰 배색과 작은 배

색이 존재하고(林知 외, 1975), 면적비의 영향 양상은 각각의

톤 조합에 의해 다르다(강경자 외, 2005b)고 한 선행연구자의

견해를 지지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채도를 중간으로 통제하여 명도에 변화를 준

톤 온 톤 배색에서 셔츠와 넥타이의 톤을 바꾸어 색상의 면적

비를 달리하여 조화감 지각에 미치는 면적비의 영향 양상을 밝

히고자 하였다. 셔츠와 넥타이의 조화로운 배색을 얻기 위해서

배색하고자 하는 색 즉, 색상, 명도, 채도에 차이를 둔 배색 등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배색유형, 착용자와 평가자의 연령 등

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자의 범위

와 평가 장소가 한정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확대해석에 신

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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