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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공익광고의 시각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도

색채는 텍스트보다 더 강하게 수용자에게 소구하여

공익광고의 목적을 더욱 구체화한다. 그리고 공익광

고에서 색채는 인간의 감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강력

한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는 공익광고의 시각 커뮤니케이션과 색채

이미지의 효과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고, 공익광고의

색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미지의 색채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Color

Syntax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공익광고의 주제에 따른

효과적인 색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써 공익광고

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

엇인지 분석하고 공익광고를 마케팅적인 관점이 아니

라 색채 디자인의 관점에서 연구 하였다.

공익광고 주조색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하였다.

첫째, 질서 공익광고에는 노랑의 색상, 8~10단계의

명도, 3~5단계의 채도의 색채가 가장 효율적인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측정되었다. 둘째, 환경

공익광고에는 파랑과 노랑계열의 색상과 8~10단계의

명도, 1~3단계의 채도가 가장 효율적인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 공익광고

에는 파랑과 남색의 색상과 8~10단계의 명도, 3~5단

계의 채도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광고가 가장 효율

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정 공익광고에는 파랑계열의 색상과 8~10단계의

명도, 1~3단계의 채도가 가장 효율적인 광고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보건 공익광고

에는 주황계열의 색상과 8~10단계의 명도, 3~5단계의

채도가 가장 높은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인하여 공익광고에는 주제에

따른 색상, 명도, 채도를 사용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고 색채와 광고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더

욱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광고디자인, 색채, 시각 커뮤니케이션, 공익광고

Abstract

Color concretize the purpose of public advertising

appealing to customer the most among the visual

image factors. Thus color in public advertising make

a significant role in expressing messages and

influence on human emo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visual

communication of public advertising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to analyze the communication

between color and public advertisement. Also, this

study will suggest a framework for the goal of

public advertising using Color Syntax program which

is developed to measure the color image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 the factors

for expression of effective massages and study not

point of view of marketing, but color design. The

results of analyzing of major color are following.

First, Y/8~10/3~5 color was the analyzed for best

color in order advertising. Second, B or Y/8~10/1~3

color was analyzed for the best color in

environment advertising. Third, B or PB/8~10/3~5

color was analyzed for the best color in economy

advertising. Forth, B/8~10/1~3 color was analyzed

for the best color in injustice advertising. Fifth,

YR/8~10/3~5 color was analyzed for the best color

in sanitary advertising.

Keyword

Color, Visual communication, Public

Advertising



1. 서론

1.1. 연구목적

공익광고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에는

색채, 카피, 모델, 레이아웃 등이 있다. 그 중 색채는

시각적으로 공익광고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다른

요소들보다 공익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공익광고에 사용되는 주요색채를 Color Syntax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제별로 사용빈도가 높은 색채의

특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익광

고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색채를 주제별로 그 특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익

광고의 제작에 있어 색채가 기여하는 요인을 실증적

으로 조사함으로써 공익광고 제작에 효과적으로 응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간행물과 논문을 통한 문헌적인 연구

와 현재까지 노출되고 있는 인쇄매체 공익광고를 중

심으로 한 색채 분석 등의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병행

하였다.

연구조사방법은 새로운 웹환경에 안전한 216 웹

안전색을 사용한 I.R.I Web Palette Series와 색채이미

지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한 색채분석 프로그램 Color

Syntax를 사용하였다.

Color Syntax 프로그램은 2003년 연세대학교 건축

학과 이현수, 함성일 공동 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픽

셀 하나하나의 색채정보를 계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색채 사용의 빈도를 수치로 정확하게 자

동 계산할 수 있으며, 미리 정해놓기만 하면 원하는

값으로의 변환이 자유로우며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

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통건축 이미지를 기반

으로 한 전통 색채 팔레트와 배색코드를 분석 가능

하였으며,1) 도시색채를 추출하고 분석한 후 외부 색

채계획에 필요한 기본색과 친환경 색채 배색안 사례

를 제안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경관 색채계획에 활용되

기도 하였다.2) 또한, 색과 색의 관계성에 따른 배색

1) 이현수⦁안지형, ⌜전통건축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전통색채

팔레트 개발 및 배색코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3, No.1, 2007, pp.3~11.

2) 전정숙, ⌜디지털이미지 색채분석을 이용한 도시경관 색채배

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pp.3~6.

의 유형화와 감성분석을 위해 정량적이며, 체계적인

배색 스키마와 배색 코드의 분석해 사용되었으며,3)

비물질적 표현특성을 이용한 주택의 벽체 계획에 관

한 연구4)와 아파트 거실 모델하우스의 공간 색채를

분석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5)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공익광고는 한국방송광고

공사(KOBACO)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Color Syntax 프로그램을 통해 주조색을 뽑고, 다시

주제별로 공익광고를 나누어서 주제와 색채의 사용빈

도와 효과적인 공익광고의 시각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색채사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공익광고와 색채이미지

2.1. 공익광고의 시각커뮤니케이션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 비교와 같은 이성적인 사고를 거쳐 제품을 선택

하기 보다는 감각적인 차원을 통해 감성에 의존하여

소비한다.6) 이러한 감각에 의존하여 인간은 외부의

물리적인 시각정보를 있는 그대로 맹목적으로 수용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용하며 의미 있는 정보들

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다시 재구성하는 지

각적 체계화를 거친다.7) 정보를 재구성 하는 지각적

체계 속에서 인간은 가장 효과적인 시각정보를 우선

적으로 선택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각커

뮤니케이션은 다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보다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익광고는 수용자들의 광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와 설득을 위해 언어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사용함

으로써 언어적 메시지와 시각적 메시지를 동시에 전

달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보면 사람들의 의미전달 수

단의 55%가 얼굴표정을 통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38%는 목소리의 크기나 빠르기, 높낮이 등 말의 비언

어적인 요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단지 7%만이 언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따라서 효과적인 공익광

3) 김준지, ⌜배색스키마를 이용한 배색코드의 감성에 관한 연

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pp.30~45.

4) 고경진, ⌜비물질적 표현특성을 이용한 주택의 벽체 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pp.34~64.

5) 최지영, ⌜아파트 모델하우스 거실 공간의 색채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2008, pp.5~11.

6) Gerald Zaltman and Robin Higie Coulter, Seeing the Voice

of the Customer; Metaphor-Based Advertising Research.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35, No.4, p.37.

7) Henry Gleintman, 『심리학』, 제4판, 시그마프레스, 1995,

pp.288~319.

8) A. Mehravian and S. Ferris, "Influence of Attitudes from

nonverbal Communication in Two Channels, "Journal of



고의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

라 광고메시지 전달을 위한 감성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감성에 소구하는 공익광고는 상품

판매가 목적이 아닌 공익성을 위한 광고로서 공익광

고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공익성과 시각커

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필립코틀러에 따르면, 공익광고는 상업광고나 기

업 마케팅 활동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공익광고는 목표대상의 태도와 행동을 유발함을 목적

으로 하고 개인적인 이윤추구와는 무관하게 사회의

이익을 위하며, 사회제반이슈와 이념 등을 마케팅 하

는 것이다. 또한 시각 이미지는 광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업광고의 시각 이미지와 공익광고의 이

미지 표현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2. 색채이미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오늘날 색은 인간에게 생존과 적응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와 언어

를 뛰어넘는 커뮤니케이션의 강력한 수단으로써 생

산, 유통, 소비에 관련된 마케팅 산업의 전 분야에 활

용되고 있다. 색은 마케팅 전략의 중요요소가 되었으

며 색을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제품

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위해 소비자가 선호

하는 색채를 조사, 연구하고 있다.9) 이로써 디자인

전반에 가장 강력한 전달 매체가 되는 것이 색채라고

보고 소비자에게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

한 방법으로 이미지 정책을 색채로 전환시키기도 하

였다. 색채는 이미지의 조직력을 결속시키고 쏟아지

는 광고물 속에서 대상의 주위를 집중시키는 강조의

기능을 갖고 있어 타 광고와 차별화를 꾀하는 동시에

상징적인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색채의 커뮤니케이

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가 있다. 첫째

는 제품의 정체나 성격을 알려주는 기능이며, 둘째는

제품에 비쥬얼 임펙트(Visual Impact)를 주는 기능이

다. 전자는 제품의 성능이나 등급의 구분을 소비자들

이 제품의 색채를 통해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하여

판매를 돕는다. 이러한 상품과 색채의 결합관계는 오

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역사나 전통이 잇

는 상품일수록 그 관계가 강하다. 예를들어, 여러 가

지 색의 캔 맥주 디자인에서 맥주다움이 표현된 것을

선택하게 하며, 호박색이나 노란색, 황토색 등을 고르

는 사람이 많고, 핑크나 초록을 띤 것을 고르는 사람

은 매우 적다고 한다. 하지만 바탕색이 흰색, 검정,

Consulting Psychology, 31, 1967, pp.248~252.

9) 금강기획, 『색채의 마케팅』, 금강서원, pp.37~40.

금색, 은색인 경우에는 맥주이건 위스키이건 좋은 인

상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각 색을 단독으로 또

는 흰색과 검정, 흰색과 은색과 같이 2색 배색으로

조합시켜도 좋은 인상을 준다. 특정 상품과는 직접적

인 관계가 없지만 색채가 제품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 후자는

색채 조합의 시인성에 관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제품

에 사용되어진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고, 글자와 배

경색을 선정하고 그로인해 판매를 돕는 경우이다. 색

채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인간의 행동, 특히

소비자 행동에 적지 않는 영향을 준다. 그러나 영향

을 주는 방식이 매우 묵시적이기 때문에 쉽게 관찰

할 수가 없어 그 영향이 과소평가 되거나 잘못 이해

되기 쉽다. 그러나 색채의 영향이 매우 묵시적이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심리적 ‘방어기제’의 영향 역시

적게 받기 때문에 제대로만 사용하면 기업 활동에 크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11)

2.3. 공익광고 색채이미지의 선행연구

사회적 문제들은 이미 대상자가 그 장단점을 충분

히 인식하면서도, 그 캠페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구

성원들의 ‘만성적 불감증(chronic know-nothing)' 때

문에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도적, 교훈적 메시지는 수용자에게 충분히 소구하

지 못하였다.12) 또한 대다수 그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가 그 가치를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

다.13) 따라서 공익광고에서는 교훈적인 메시지에 중

점을 주기 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각

적 메시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공익광고의 메시지 전

달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색채에 관한 감성연구 중에서 Guilford는 개인 간의

색채 선호도는 생물학적 요인에 있다고 보았으며14)

인간의 심리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색채의 심

리반응에 대한 연구보다는 인간의 색채 반응 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감각 반

응 및 선호색 연구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15) Frank

10) 윤혜림,『색채심리 마케팅과 배색이론』, 도서출판 국제,

2008, p.41.

11) 시대별로 본 색채의 의미변화, 대홍기획 사보, 1997, p.5.

12) Philip Kotler,Ned Roberto & Nancy Lee, Social Marketing: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2003, p.67.

13) Dirk Smeesters, Luk Warlop, Gert Comlissen, Piet

Vanden Abeele. Consumer Motivation to Recycle When Recycling

is Mandatory: Two Exploratory Studies, Tijdschrift voor

Economie en Management Vol.ⅩⅬⅧ 3, 2003 p.452.

14) J.P. Guilford, There is System in Color Preferences.

Optical Society of America Journal, pp.455~459.

15) 황상민, 권보미, 「색채감성 이미지 척도(PCIS)를 통하여



H. Mahnkes은 인간의 색채 경험을 6단계로 나누어

서 살펴보았다. 색자극에 대한 생물학적인 반응에서

부터 집단 무의식, 의식적 상징화(연상), 문화적 영향,

시대 유행 스타일의 영향, 개인적 관계 등의 6단계로

구성되는 색 경험 피라미드를 통해 색채감성은 항상

개인과 사외, 문화의 상호작용하는 맥락 속에 존재하

고 이러한 여러 차원의 색 경험이 객관적이고 주관적

인 색 선호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16)

공익광고와 색채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공익

광고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메시지 효과에만 집

중해 오고 있다. 공익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에 있어 효과는 어떠한지 혹은 공익광고의 전달

메시지가 수용자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며, 색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각 색채가 가지는 특성이나 심리에 따른 반응에 관한

연구들이다.17) 또한 블루컬러의 문화적, 사회적, 심리

적 요소들을 분석하여 공익성과 블루의 상관성을 연

구한 논문18)들이 있다.

3. 공익광고의 색채이미지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2장을 통해 공익광고와 색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70편의 인

쇄매체 공익광고를 선정하여 주제별로 어떤 색채가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

과로 인해 공익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색채

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어떠한 색채가 공익성을 나

타내기에 가장 효율적인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Color

Syntax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한다.

3.1. 공익광고의 색채이미지 연구조사 대상

조사대상이 되는 공익광고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작한 인쇄광고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홈

페이지(www.kobaco.co.kr)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공

익광고 70편으로 한다.

3.2. 공익광고의 색채이미지 연구조사 목적

감성에 소구하는 대표적인 광고로서 공익광고는

상업광고와는 컬러사용에 있어서 그 목적이 다르다고

살펴 본 인간의 색채감성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Vol.19,

No.1,2005, pp.13~25.

16) Frank. H. Mahnke, Color, Environment, and Human

Response. 도서출판 국제, pp.16~25.

17) 전종경, 「모노톤 광고의 색채마케팅에 관한 연구」, 1997,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pp.52~56.

유인하, 「컬러광고의 설득 효과에 관한 연구」, 1999, 한양

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논문, pp.48~66.

18) 김유진, 「공익광고와 블러컬러이미지의 상관성에 관한 연

구」, 200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p.30~50.

할 수 있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공익

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광고에 색채가 어떤 주제별로

어떤 색채가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공익광고의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3.3. 공익광고의 색채이미지 연구조사 방법

조사 분석 대상이 되는 공익광고 70편은 한국방송

광고공사(KOBACO)에서 제작한 것으로 한국방송광고

공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216 웹 팔레트를

기준으로 하여 색채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

다. 색채분석을 통해 분석된 공익광고 70편은 한편

당 주조색 5개의 색채정보가 표시된다.

[그림 1] Color Syntax 분석이미지

3.3.1. 216 웹팔레트 분석

I.R.I는 웹화견에 안전한 216 웹 안전색을 이용하

여 전문가를 비롯한 비전무가들조차 쉽고 편리하게

사이트를 배색할 수 있도록 I.R.I Web Color Sence

Palette Series를 개벌하였다. 216 웹 안전색 중 10가

지 색상과 11가지의 색조, 6가지의 무채색으로 간추

려진 Hue & Tone 116 Palette는 각 색상의 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의 색상환(Color-ring I-

검정색중심, 흰색중심)으로, 저명도 색(검정색 중심)과

고명도 색(흰색 중심)으로 양분된 Color-ring Ⅱ로 재

구성하여 그 쓰임을 다양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색상별로 IRI 색조도를 이용하여 동일색상의 색조관

계도 정리하여 5-Com Palettes를 구성하였다.19)

3.3.2. Color Syntax 분석

색채이미지의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사용한 색채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은 Color Syntax 프로그램으로

2003년 이현수, 함성일 공동제작 되었다. 이 프로그램

에는 색채 사용의 빈도를 수치로 자동 계산하는 기능

19) http://www.iricolor.com/04_colorinfo/sensetest.html



주제 질서 환경 경제 부정 보건 계

광고수 28 14 9 16 3 70

이 있어 색채의 빈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미

리 정해놓기만 하면 원하는 값으로의 변환이 자유로

우며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기능은 픽셀(pixel)

하나하나에 대한 색채정보를 계산하는 기능이 있으며

R.G.B, C.M.Y.K, Munsell, COS, Pantone 등의 칼라

시스템간 전환이 가능하다. 또 특정색을 지정하여 그

색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색채배색을 생성하는 기능도

있다. 현재 웹상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며Stand-alone

방식으로 실행이 가능하다.20)

[그림2] Color Syntax 공익광고 Web Palette 분포도

[그림3] Color Syntax 공익광고 주조색 분석

20) 윤승로, 「도시환경 색채 분석을 이용한 가로 시설물 색채

배색에 관한 연구」, 2003,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p.39.

3.4. 공익광고 색채이미지의 Color Syntax 분석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제작한 70편의 공익광고를

질서, 환경, 경제, 부정, 보건에 관한 공익광고로 5가

지로 주제를 분류하였다. 이하의 색상은 먼셀기호로

표기하여 흰색은 W, 회색은 Gy, 검정은 K, 빨강은

R, 자주는 RP, 보라는 P, 남색은 PB, 파랑은 B, 청록

은 BG, 초록은 G, 연두는 GY, 노랑은Y, 주황은 YR로

표기하였다.

[표1] 주제별 광고 분류표

3.4.1. 질서

[그림4] 질서에 관한 공익광고



먼셀값 RP R YR Y GY G BG 계

광고수 0 10 8 16 0 2 1 37

먼셀값 B PB P W Gy K 계

광고수 10 9 1 24 40 19 103

먼셀값 0~2 2~4 4~6 6~8 8~10 계

광고수 5 0 19 32 84 140

먼셀값 1~3 3~5 5~7 7~9 9~11 11~14 계

광고수 5 9 4 2 1 1 22

먼셀값(주조색 5개)

광

고

N/9/ N/9/ 7Y/9/1 N/8/ N/5/

N/9/ N/9/ N/8/ N/6/ N/5/

N/0/ N/5/ N/6/ N/8/ 7PB/6/4

N/9/ N/8/ N/9/ N/6/ N/5/

6Y/8/10 8Y/7/5 N/9/ 8Y/7/10 3Y/8/11

N/0/ 7PB/5/6 N/9/ N/5/ 5PB/1/14

1G/7/3 N/9/ N/6/ 8BG/6/3 N/8/

N/9/ 7Y/9/1 5YR/9/2 1Y/9/4 7Y/9/2

N/6/ 8Y/6/3 N/8/ 2R/7/3 3R/5/4

N/9/ N/9/ 7Y/9/1 N/5/ 2R/9/2

N/9/ N/9/ N/8/ N/6/ N/5/

N/9/ 5YR/9/2 N/9/ 2R/8/3 2R/9/2

8B/6/6 3B/6/10 9B/7/5 4B/7/7 6PB/9/3

1Y/9/4 7YR/8/7 2Y/9/7 5YR/9/2 6YR/8/3

N/9/ N/9/ 5YR/9/2 N/5/ 7Y/9/1

N/9/ N/9/ 2R/9/2 N/0/ N/8/

N/9/ 2R/9/2 N/9/ N/5/ 1B/9/1

N/9/ N/9/ N/6/ N/5/ N/6/

N/9/ N/0/ N/8/ N/9/ N/6/

7Y/9/7 N/9/ 6Y9/11 N/9/ N/5/

N/9/ N/8/ N/9/ 8PB/8/3 N/5/

N/9/ N/9/ N/8/ N/6/ N/5/

N/9/ 7Y/9/4 1G/7/3 N/9/ N/6/

N/9/ 7P/8/4 2R/8/3 N/5/ 3R/5/4

N/9/ N/6/ N/5/ N/9/ 2R/7/3

N/9/ N/9/ 5YR/9/2 N/5/ N/6/

2PB/6/9 8B/6/6 9B/7/5 7PB/6/7 8PB/8/3

N/9/ 1PB/8/4 9B/7/5 6B/8/5 1B/9/1

[표2] 질서 공익광고의 5개 주조색 먼셀값

[표3] 질서 공익광고의 색상 현황

질서 공익광고는 총 28개로 한 광고 당 5개의 주

조색을 선정하여 총 140개의 주조색(RP~BG 37개

+B~K 103개=총 140개)팔레트를 만들었다. 140개의

색 팔레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상은 회색으로

40개의 색 팔레트가 사용되었다. 질서에 관련된 주제

의 공익광고에는 무채색 계열(W, Gy, K)이 가장 많

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140개의 주조색 중에서 83개

로 6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무채색이 사용된 이유로는 광고의 주목성을 위하여

타이포그래피와 배경에서 주로 흰색과 검정색을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 다음으로는

노랑 16개로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빨강과 파랑이

10개로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남색

9개(6.4%), 주황 8개(5.7%), 초록 2개(1.4%), 청록 1개

(0.71%), 보라 1개(0.71%), 자주와 연두가 0개(0%) 순

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표4] 질서 공익광고의 명도 현황

질서 공익광고의 명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

났다. 8~10사이의 가장 높은 명도의 색채가 84개의

팔레트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6~8

사이, 4~6사이, 0~2사이가 높은 빈도를 보였고, 2~4사

이의 낮은 명도의 팔레트는 사용되지 않았다.

[표5] 질서 공익광고의 채도 현황

질서 공익광고의 채도 사용 현황은 무채색(W, Gy,

K)이 채도가 없기 때문에 140개의 칼라 팔레트 중에

서 무채색을 제외한 22개의 팔레트에서 대체로 낮은

채도의 팔레트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5사

이의 낮은 채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다음으로

제일 낮은 채도의 단계인 1~3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5~7, 7~9, 9~11, 11~14의 단계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3.4.2. 환경

[그림5] 환경에 관한 공익광고

환경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의 색상은 모두 70개의

팔레트 중에서 회색이 22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

며, 그 다음으로는 흰색 10개, 파랑 8개, 노랑 8개, 검

정 6개, 초록과 청록과 빨강이 4개씩, 남색 3개, 주황

1개가 사용되었고, 자주와 연두와 보라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셀값 B PB P W Gy K 계

광고수 8 3 0 10 22 6 49

먼셀값 RP R YR Y GY G BG 계

광고수 0 4 1 8 0 4 4 21

먼셀값 0~2 2~4 4~6 6~8 8~10 계

광고수 3 0 7 14 46 70

먼셀값 B PB P W Gy K 계

광고수 7 7 1 6 12 6 39

먼셀값 RP R YR Y GY G BG 계

광고수 0 2 1 2 0 0 1 6

먼셀값 0~2 2~4 4~6 6~8 8~10 계

광고수 0 1 7 11 26 45

먼셀값 1~3 3~5 5~7 7~9 9~11 11~14 계

광고수 18 9 1 2 1 0 31

먼셀값 1~3 3~5 5~7 7~9 9~11 11~14 계

광고수 3 8 6 2 1 1 21

먼셀값(주조색 5개)

광

고

N/9/ N/9/ 3B/8/3 1B/9/1 8G/7/6

N/9/ 1B/9/1 9BG/9/3 N/0/ N/9/

N/5/ N/9/ 8Y/6/3 7Y/7/2 N/6/

N/5/ N/9/ 8BG/6/3 9BG/7/2 7PB/6/4

1BG/6/4 N/5/ N/6/ 6BG/4/7 7G/5/10

7Y/9/1 7Y/9/1 5YR/9/2 N/0/ 7Y/7/2

N/9/ N/9/ 1B/9/1 1B/8/2 N/8/

N/9/ N/9/ 1B/9/1 1B/8/2 N/9/

N/9/ N/5/ N/9/ N/8/ N/0/

2R/9/2 7Y/9/1 N/5 5YR/9/2 N/9/

N/9/ N/9/ 7Y/9/1 2R/9/2 N/8/

N/9/ N/9/ 2R/7/3 N/8/ 2R/8/3

N/9/ N/8/ N/6/ N/9/ 7PB/6/4

N/9/ 1B/9/1 N/9/ 8PB/9/3 N/6/

먼셀값(주조색 5개)

광

고

8B/6/6 9B/7/5 8PB/8/3 7PB/7/4 1B/8/1

9B/7/5 1PB/8/4 1B/9/1 8PB/9/3 9BG/8/4

N/9/ N/9/ N/8/ N/5/ 9P2/13

N/9/ N/5/ 7PB/5/6 8PB/8/3 N/9/

7Y/9/1 7PB/5/10 N/5/ 2R/9/2 N/9/

N/9/ N/9/ N/5/ N/8/ 7YR/8/7

N/9/ N/8/ N/9/ N/6/ N2R/8/3

N/9/ 8B/6/6 4B/7/7 8Y/7/5 N/5

[표6] 환경 공익광고의 5개 주조색 먼셀값

[표7] 환경 공익광고의 색상 현황

[표8] 환경 공익광고의 명도 현황

환경 공익광고의 명도의 현황은 8~10단계의 가장

높은 단계의 명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다

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6~8단계가 높은 빈도

를 보였고, 4~6단계, 0~2단계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

였으며, 2~4단계의 명도는 사용되지 않았다.

[표9] 환경 공익광고의 채도 현황

환경 공익광고의 채도는 1~3단계의 가장 낮은 채

도의 팔레트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3~5단계, 7~9단계의 팔레트가 많이 사용

되었고, 5~7단계와 9~11단계의 팔레트는 한번 씩 사

용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11~14단계의 가장 높은 단

계의 팔레트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4.3. 경제

[그림6] 경제에 관한 공익광고

[표10] 경제 공익광고의 5개 주조색 먼셀값

[표11] 경제 공익광고의 색상 현황

경제 공익광고의 색상은 총 45개의 팔레트 중에서

회색이 12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그 다

음으로 파랑과 남색의 파랑 계열 색상이 7개씩 14개

로 두 번째로 높은 반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흰

색과 검정이 6개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빨강

과 노랑 2개, 주황과 청록과 보라가 1개로 사용되었

고, 자주와 연두와 초록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표12] 경제 공익광고의 명도 현황

경제 공익광고의 명도 현황은 8~10단계의 가장 높

은 명도의 단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

음으로 높은 6~8단계가 11개가 사용되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4~6단계가 7개, 2~4단계가 1개,

0~2 단계가 0개 사용되어 명도가 높은 순으로 색채

팔레트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3] 경제 공익광고의 채도 현황

경제 공익광고의 채도는 3~5단계의 비교적 낮은

채도단계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

음으로는 5~7단계, 1~3단계, 7~9단계, 9~11, 11~14단



먼셀값 B PB P W Gy K 계

광고수 8 6 0 14 28 12 68

먼셀값 RP R YR Y GY G BG 계

광고수 0 3 2 6 0 0 1 12

먼셀값 0~2 2~4 4~6 6~8 8~10 계

광고수 7 2 12 15 44 80

먼셀값 1~3 3~5 5~7 7~9 9~11 11~14 계

광고수 9 8 5 0 0 1 23

먼셀값 B PB P W Gy K 계

광고수 0 0 0 2 5 3 10

먼셀값 RP R YR Y GY G BG 계

광고수 0 2 3 0 0 0 0 5

먼셀값(주조색 5개)

광

고

N/9/ N/9/ N/5/ 8Y/6/3 7Y/7/2

N/9/ N/0/ N/9/ N/5/ N/8/

N/9/ N/0/ N/9/ N/8/ N/5/

N/9/ N/0/ N/8/ N/9/ N/6/

N/9/ N/0/ N/9/ N/5/ N/8/

N/9/ 5YR/9/2 8BG/6/3 N/9/ N/6/

N/9/ 9B/7/5 8Y/7/5 N/9/ N/8/

2R/9/2 3R/5/4 5YR/9/2 N/9/ N/5/

N/9/ N/5/ 7PB/5/6 N/9/ N/8/

7Y/9/1 N/9/ N/5/ 2R/9/2 N/6

N/9/ N/6/ N/8/ N/5/ N/9/

N/9/ 9B/7/5 4B/7/7 1PB/8/4 8PB/9/3

N/9/ 2B/7/11 4B/7/7 9B/7/5 1PB/8/4

N/9/ N/9/ N/8/ 7Y/9/1 N/5/

8PB/9/3 1PB/8/4 1B/9/1 4B/7/7 N/5/

7Y/9/1 N/5/ N/8/ N/9/ N/6/

먼셀값(주조색 5개)

광

고

N/9/ N/0/ N/9/ N/5/ 2R/8/3

N/9/ N/0/ N/6/ N/5/ N/8/

1YR/2/11 N/0/ 6YR/8/3 2R/8/3 7YR/7/4

계 순으로 채도가 사용되었다.

3.4.4. 부정

[그림7] 부정에 관한 공익광고

[표14] 부정 공익광고의 5개 주조색 먼셀값

[표15] 부정 공익광고의 색상 현황

부정에 관한 공익광고의 색상은 회색이 28개로 가

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흰색 14개, 검정 12

개로 사용되어 전체 부정 공익광고의 80개 팔레트에

서 54개의 팔레트가 사용되어 전체에서 67.5%를 차지

함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파랑이 8개로 가장 많

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노랑과 남색이 6개, 빨강

3개, 주황 2개, 청록 1개가 사용되었으며, 자주와 초

록과 보라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부정 공익광고의 명도 현황

부정에 관한 공익광고의 명도는 8~10사이의 가장

높은 단계의 명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

으로는 6~8, 4~6, 2~4, 0~2 단계로 명도가 높은 순서

대로 많이 사용됨을 볼 수 있다.

[표17] 부정 공익광고의 채도 현황

부정에 관한 공익광고의 채도는 1~3사이의 가장

낮은 채도의 팔레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순서대로 3~5, 5~7이 사용되었으나

7~11단계의 채도는 사용되지 않다가 11~14단계의 가

장 높은 채도 단계에서 한번 사용되었다.

3.4.5. 보건

[그림8] 보건에 관한 공익광고

[표18] 보건 공익광고의 5개 주조색 먼셀값

[표19] 보건 공익광고의 색상 현황

보건 공익광고의 색상은 회색이 5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검정과 주황이 3개, 빨강

과 흰색이 2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색상은 사용되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셀값 0~2 2~4 4~6 6~8 8~10 계

광고수 3 1 2 2 7 15

먼셀값 1~3 3~5 5~7 7~9 9~11 11~14 계

광고수 0 2 0 0 0 0 2

[표20] 보건 공익광고의 명도 현황

보건 공익광고의 명도는 8~10단계의 가장 높은 단

계의 명도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

로 0~2단계의 가장 낮은 명도단계가 많이 사용되었

으나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명도단계는 6~8,

4~6, 2~4 단계의 명도단계가 높은 순서대로 높은 빈

도를 보였다.

[표21] 보건 공익광고의 채도 현황

보건 공익광고의 채도 현황은 모두 15개의 칼라

팔레트 중에서 무채색을 제외한 2개의 팔레트 중에서

3~5단계의 낮은 채도 단계에서만 사용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공익광고에서 사용되는 색채를 분석한 결과 소비

자들이 선호하는 색채의 특성을 밝혀낼 수 있었다.

주제별로 공익광고에서 선호되는 색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질서에 관련된 공익광고의 색상은 무채색을

제외하고 노랑이 가장 선호되었고, 빨강, 파랑, 남색,

주황, 초록, 보라, 자주, 연두 순으로 선호되었다. 가

장 선호된 색상으로 노랑이 선택된 이유는 질서의 주

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장 주목성이 좋은 노랑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8~10 사이의 가장 높

은 단계의 명도와 두 번째로 낮은 단계인 3~5단계의

채도 또한 질서를 부각시키기 위한 색채로 선정된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에 관한 공익광고의 색상은 무채색을

제외하고 파랑과 노랑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다음

으로 빨강, 초록, 청록, 남색, 주황, 자주, 연두, 자주

순으로 선호되었다. 환경에 관한 공익광고는 다른 주

제의 공익광고보다 초록계열의 색상을 더욱 많이 사

용하여 색채를 통하여 자연과 연관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명도는 가장 높은 명도단계인 8~10단계의

명도와 가장 낮은 채도단계인 1~3단계의 채도가 선호

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에 관한 공익광고의 색상은 무채색을

제외하고 파랑과 남색이 가장 선호되었다. 그 다음으

로 빨강, 노랑, 청록, 보라, 자주, 연두, 초록 순으로

선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높은 8~10단계의

명도와 두 번째로 낮은 3~5단계의 채도가 많이 선택

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정에 관한 공익광고의 색상은 무채색을

제외하고 파랑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남색, 노랑, 빨

강, 주황, 청록, 자주, 연두, 초록, 보라 순으로 나타났

다.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공익광고의 주제를 드러내

기 위하여 신뢰성과 정직, 깨끗함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파랑계열의 색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명도는 가장 높은 8~10단계의 명도와 가장 낮

은 채도인 1~3단계의 채도가 선호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섯째, 보건에 관한 공익광고의 색상은 무채색을

제외하고 주황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빨

강이 선호 되었고 자주, 보라,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보건이라

는 주제에 인물을 주로 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살색인

주황계열의 색상이 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명도는 다른 주제의 공익광고에 비해 고르게 분포된

편이었으나 가장 높은 단계인 8~10단계의 명도가 가

장 많이 선호되었으며, 채도는 3~5단계에서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공익광고에서 사용되는 주요색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색상은 파랑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랑, 남색, 주황으로 나타났다. 공익광고

의 명도는 모든 주제에서 8~10의 가장 높은 단계의

명도가 되었는데, 이는 높은 명도로 하여금 주목성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공익광고의 채도는

환경과 부정을 제외한 질서, 경제, 보건의 주제에서

두 번째로 낮은 3~5단계의 채도가 가장 많이 선호되

었다.

이는 공익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안정감을 주

는 낮은 채도의 색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환경과 부정의 주제의 공익광고에서 가장 낮은 단계

인 1~3단계의 채도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다른 주제보다도 낮은 채도를 사용함으로써 환경보존

과 부정부패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이 공익광고의 제

작에 사용될 수 있는 색채를 선정할 수 있다.

첫째, 질서 공익광고에는 노랑계열 색상과 8~10단

계의 명도, 3~5단계의 채도의 색채가 가장 효율적인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환경 공익광고에는 파랑과 노랑계열의 색상

과 8~10단계의 명도, 1~3단계의 채도가 가장 효율적

인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경제 공익광고에는 파랑과 남색의 색상과



8~10단계의 명도, 3~5단계의 채도를 주도적으로 사용

하는 광고가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부정 공익광고에는 파랑계열의 색상과 8~10

단계의 명도, 1~3단계의 채도가 가장 효율적인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보건 공익광고에는 주황계열의 색상과

8~10단계의 명도, 3~5단계의 채도가 가장 높은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인하여 공익광고에는 주제에

따른 색상, 명도, 채도를 사용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고 색채와 광고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더

욱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익광고의 주제별 색채사용에 관한 선행연

구가 부족하여 타 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이 본 연구

의 한계로 나타났다. 보다 효과적이고 실증적인 분석

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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