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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widespread use of mobile devices, display color reproduction has become critical. However, the 

dissatisfaction caused by chromatic adaptation has not yet been investigated sufficiently despite numerous 

complaints about viewing yellowish or bluish display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ser preferred 

white point adjustment for displays through obser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llumination chromaticity 

and the optimal white points preferred by users. The study involves three procedures. First, in order to describe 

the typical lighting conditions, the color temperature and illuminance for 350 situations of mobile display usage 

were collected. The frequency demonstrated that users are most frequently exposed to color temperatures 

between 2,300 K and 17,900 K, and to illuminances from 30 lx to 52,900 lx. Based on the data, the ranges of 

color temperatures and illuminances for the user study were determined; these ranges are relevant for everyday 

use of mobile displays. Second, the effect of the color temperatures and illuminances of ambient lighting on 

user preferences was observed. For the visual examinations, a total of 100 white points with different color 

temperatures (2,500 K ~ 19,900 K) and delta uv values (–0.015 ~ +0.015) were presented on an iPad. Using a 

five point Likert scale, the subjects were asked to evaluate their preference for each of the white points under 

20 different illuminations. The illuminations ranged between 2,500 K and 19,800 K in color temperature and 

from 30 lx to 3,100 lx in illuminance.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lor temperature of the illuminations 

and that of the user preferred white points was found: this is also supported by previous research on color 

reproduction. However, this relationship was not linear. The range of the color temperatures for the user 

preferred white points was much narrower than that for illuminations. The color temperature of the most 

preferred white point was 7,400 K under the standard illuminant D65. Based on assessments by 56 subjects, a 

regression equation was derived to predict the user preferred white point adjustment under varying 

illuminations, as follows: [Display Tcp = 5140.24 log(Illumination Tcp) – 11989.86; p < 0.05, R2 = 0.94]. 

Moreover, the influence of the illumin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lluminance level, which also 

confirmed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ird, user satisfaction of the adjusted white point was tested in 

order to validate the result of the study by implementing the regression equation on an iPad. In addition, the 

derived formula was evaluated considering whether it could achieve color constancy or not. As a result, when 

the equation was implemented on the device, the users significantly preferred the adjusted white point compared 

with the default white point, and they did not notice a change in the white point.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designers and manufacturers when designing 

color strategies for their display devices. 

 

Keywords: color reproduction, mobile display device, white point, illumination, chromatic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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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디스플레이 산업의 도약적인 발전과 함께, 우수한 색 재현 (color reproduction) 성능을 가진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널리 

보급되고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디스플레이 색 재현이 사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소형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TV, 데스크톱 PC 모니터와 

같은 기존의 디스플레이 제품과 차별화되며,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기존 디스플레이와 비교하였을 

때 더욱 다양한 사용 환경하에 노출된다 (Gong et al., 2012). 일반적으로, 기존 디스플레이의 색 재현 

성능은 주광 (daylight)을 나타내는 표준 광원 D65 하에서 판단되었다 (Ohta & Robertson, 2006). 

그러나 모바일 디바이스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디스플레이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휴대가 

간편하여 공간상의 제약이 없으며,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색 재현은 사용자의 실제 사용 환경하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Helson, 1938; Judd, 1940),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색을 지각함에 있어 주변 

조명의 색과 밝기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양한 조명 환경하에서 사용자가 색순응 현상 (chromatic 

adaptation) 및 명순응·암순응 현상 (light adaptation)을 겪기 때문이다 (Hunt, 1950; MacAdam, 

1956). 명순응·암순응 현상과 관련해서는, 주변 조명의 밝기에 따라 이상적인 디스플레이 휘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자동 밝기 조절 (auto-brightness)”기능이 개발되어 대부분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되었다 (Mantiuk, Rempel, & Heidrich, 2009). 반면에, 색순응 현상으로 인하여 주변 조명의 색이 

변함에 따라 같은 디스플레이 색이 푸르스름하게 ([그림 1-1]의 왼쪽 참조) 혹은 누르스름하게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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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오른쪽 참조) 지각될 수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의 색이 부적합하게 보인다는 사용자의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모바일 디바이스에 RGB 센서 

(RGB sensor)가 탑재되어 모바일 디바이스는 주변 조명 환경의 색채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사용자의 색순응 현상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의 색을 가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림 1-1] 서로 다른 조명 색에서 보이는 디스플레이 색채. 좌: 2,569 K - 915 lx, 우: 20,050 K – 1,014 lx 

(인쇄 매체 및 모니터에 따라 실제와 다른 색으로 표현될 수 있음) 

특히 디스플레이의 백색점 (white point)은 모든 색의 기준이 되는 색으로써, 디스플레이 색채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Jun et al., 2002). 사람이 

색차를 (color difference) 지각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백색에 가장 민감한데, 색차를 오류로 간주할 

경우 큰 불만족을 야기한다 (Moroney, 1999; Oskoui & Pirrotta, 1999b). 이에 따라 작은 백색점 

차이도 사용자에겐 큰 불만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의 백색점 재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명 색에 

따라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디스플레이 색 재현에 대한 연구는 원색과 측색적으로 동일한 색을 구현함으로써, 디스플레이의 

물리적인 화질을 높이는 물리적 색 재현 (physical color reproduction)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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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Engeldrum, 2004). 그러나 디스플레이 제품의 성공은 최종 사용자 (end-user)의 

감성적 만족도에 따라 좌우된다 (de Ridder, Blommaert, & Fedorovskaya, 1995).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화질을 개선함에 있어 물리적인 판단이 아닌, 사용자의 감성적 판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호색 재현 (color preference reproduction)에 초점을 맞추어 

(Fairchild, 2013; Hunt, 2005) 조명 환경과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의 관계에 대한 가변 공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명 환경이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색채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조명 색과 밝기에 따른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디자이너와 생산자가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도에 

기초한 디스플레이 색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스플레이 화질을 개선함에 있어 디스플레이 색 재현의 역할을 규명하고,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 탐색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둘째, 사용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조명 환경을 수집하여, 조명의 

색채적 특성과 밝기를 중심으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의 조명 환경을 규명한다. 

 셋째,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다양한 조명 색과 밝기에 따른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을 탐색한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을 도출하여, 디자이너와 생산자가 연구 

결과를 실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전문가 인터뷰 및 검증 평가를 통하여 본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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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디스플레이 백색점 재현의 역할을 탐구하고, 일상생활의 조명 환경 

수집을 통하여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환경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문헌 조사를 통해 다양한 

디스플레이 색 재현 평가 방법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조명 환경에 따른 디스플레이 백색점 

탐색 평가를 설계하였다. 

첫째로,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디스플레이 색 재현 평가 방법 중 선호색 재현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디스플레이 백색점 탐색 평가를 설계하였다. 둘째로, 모바일 디바이스가 사용되는 

일상생활 조명 환경을 수집하여, 조명의 색채적 특성과 밝기를 중심으로 사용자 평가를 위한 조명 환경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조명 환경하에서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 탐색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는 실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귀 공식 형태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탐색하고,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 검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 결과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1.4.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논문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 내용 및 방법과 논문의 구성에 대해 명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조명 환경에 따른 사용자의 색순응 현상에 대해 이해하여 디스플레이 색 

재현의 중요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디스플레이 색 재현 과정에서 백색점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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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 디스플레이 백색점이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제 3 장에서는 디스플레이 색 재현에 대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색 재현 평가 

방법에 대해 이해하였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의 실제 조명 환경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평가 조명 변수를 설계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탐색하였고, 

조명의 색과 밝기에 따른 선호도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조명 

환경과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의 관계에 대한 가변 공식을 도출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검증하였고,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의 검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 6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발견점과 연구 성과를 논의하였다. 또한,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가변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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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명 환경과 디스플레이 색채 

 

본 장에서는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이미지 화질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하고, 

사용자의 조명 환경 변화에 따른 색순응 현상에 대해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색순응 현상으로 인한 

디스플레이 색채 지각의 문제점에 대해 규명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기존의 색 

재현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디스플레이 백색점이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색 재현 과정에서 백색점의 역할을 고찰하고, 조명 환경에 따른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 재현의 필요성을 규명하였다. 

 
2.1. 색순응 현상과 디스플레이 색 재현 

 

2.1.1. 디스플레이 감성 화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소형화, 슬림화, 그리고 고화질화 등의 여러 이슈와 함께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최근 디스플레이 감성 화질 (psychophysical image quality)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Kim et al., 2008). 이에 따라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 구도는 고화질 구현 

경쟁에서 감성 화질 구현 경쟁으로 그 축이 바뀌고 있다 (Vogels, 2009). 즉, 디스플레이의 이미지 화질을 

물리적인 수치의 합으로써 평가하는 기존 방법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시각 특성과 심리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지각하게 된 것이다. 

사용자가 지각하는 디스플레이 화질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Heynderickx & Langendijk, 2005; Kim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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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감성 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연스러움 (naturalness), 색 재현성 (color 

appearance), 밝기 (brightness), 명암비 (contrast), 그리고 선예도 (sharpness)로 크게 5 가지이다. 

Guan과 Hung (2010)은 감성 화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지각적 요인 중, 색 재현성이 사용자의 

제품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디스플레이 사용자는 광원을 직접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물체 색과 비교하였을 때 디스플레이 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따라 작은 색 차이가 큰 불만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Ho et al., 2004).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은 모바일 디바이스 제품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시각 특성과 심리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색채를 계획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1.2. 조명 환경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널리 보급되고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는 작은 크기로 인하여 TV, 데스크톱 PC 모니터와 같은 기존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비교하였을 때 휴대가 간편하다는 특성이 있다. 한정된 공간에서 디스플레이를 시청했던 과거와 달리, 

사용자는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는 다양한 색과 밝기를 가진 조명 환경하에 노출되게 되었다. 

사용자가 경험하는 조명 환경은 광원의 색도와 밝기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먼저, 광원의 색도는 3 가지 

방법-1) 상관 색온도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CCT)와 delta uv; 2) x, y 좌표; 3) u’v’ 좌표-로 

측정할 수 있다 (Schanda, 2007). 이 중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경험하는 백색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지적 관점에 가장 근접한 상관 색온도와 delta uv 를 이용하여 표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상관 색온도란 어떤 물체가 빛나고 있을 때, 이 빛과 가장 비슷한 색의 빛을 띠는 

흑체 (black body)의 온도를 이용하여 광원의 색도를 수치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단위로는 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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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을 사용한다. 광원의 색온도는 온도가 낮아지면 붉은빛을, 높아지면 푸른빛을 띠게 된다. 그러나 같은 

상관 색온도를 가지고 있는 빛도 흑체 궤적 (Planckian locus; black body locus)과의 거리에 따라 

초록빛, 또는 보랏빛을 띨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광원의 색도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delta uv 값을 

추가로 표기한다. 이때 delta uv 값은 최소 -0.02부터 +0.02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Judd, 1936). 

 

[그림 2-1] 상관 색온도와 delta uv (Schanda, 2007) 

한편, 광원의 밝기는 3 가지 방법-1) 조도; 2) 광도; 3) 휘도-으로 측정할 수 있다 (Taylor, 2000). 이 중 

조명 빛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조도 (illuminance)를 이용한다. 조도란 단위 면적당 받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며, 단위로는 룩스 (lx)를 사용한다. 반면 디스플레이 

광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휘도 (luminance)를 이용한다. 휘도란 발광체의 표면 밝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위로는 cd/m2을 사용한다 ([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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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조명 환경의 측정 단위 

 

2.1.3. 색순응 현상 

디스플레이를 시청하는 주변 조명의 색온도와 조도가 변화하면 사람의 시각계 (human visual system)는 

동일한 디스플레이 색을 다른 색으로 지각하게 되는데, 이를 색채 왜곡 현상 (color appearance 

phenomena)이라고 한다 (Burnham, Evans, & Newhall, 1952; Helson, Judd, & Warren, 1952). 이와 

같은 색채 왜곡 현상은 사용자의 색순응 (chromatic adaptation)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점이다. 

색순응이란 색광에 눈의 감수성이 순응하는 시각 현상을 뜻한다 (MacAdam, 1956). 즉, 특정 색을 띠고 

있는 조명 광을 일정 시간 이상 지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해당 색에 순응하여 조명에 의해 반사되는 

물체 색이 바뀌어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고유의 색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하얀 

종이를 태양광, 형광등, 또는 백열등 어느 조명 환경에서 보든 간에 종이를 하얗다고 인지하게 된다. 

이처럼 색순응 현상은 조명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이 물체의 색 차이를 지각하지 못하게끔 자동으로 

색도 측정 방법 측정 단위 설 명 

상관 색온도 

& delta uv 

켈빈 (K) 

Δuv 

인지적 관점에 가장 근접하여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백색광을 

표시하기에 적합하나, 순도가 높은 색광을 표시할 수 없다. 

CIE 1931 xyY 색공간 x, y 좌표 
좌표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측정값을 보고 인지적으로 

색을 떠올리기 힘들며, 좌표의 간격이 등간격이 아니다. 

CIE 1976 L’u’v’ 색공간 u’, v’ 좌표 
좌표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x, y 좌표와 비슷하지만, 

좌표의 간격이 인지적으로 등간격이다. 

밝기 측정 방법 측정 단위 설 명 

조도 룩스 (lx) 
장소의 밝기를 측정하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된다. 특정 

면에서 빛을 받을 때, 단위 면적당 빛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광도 칸델라 (cd) 
광원에서 특정 방향에 대한 밝기를 측정한다. 빛의 방향에 

수직인 면을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하는 빛의 양을 측정한다. 

휘도 cd/m2 
광원의 외관상 단위 면적당의 밝기를 측정한다. 조도, 광도와 

달리 관측자가 본 물체의 표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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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람의 시각 능력을“Discounting the Illuminant”라고 

한다 (McCann, 2005). 

 

[그림 2-2] Discounting the Illuminant 현상 (좌) 및 색채 왜곡 현상 (우) 

반면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물체 색과 달리 조명 광을 반사하지 않고 독립적인 제 2 의 광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Discounting the Illuminant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림 2-2] 참조). 이 때문에 

조명 환경이 변화하였을 때 사용자는 측색적으로 동일한 디스플레이 색을 서로 다른 색으로 느끼게 되는 

색채 왜곡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즉, 다양한 조명 환경하에서 물체의 색 차이를 지각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색순응 과정이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때엔 역으로 사용자의 시각적 불만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얀 종이는 태양광, 형광등, 또는 백열등 어느 조명에서 보든지 하얀색이라 인지되는 

반면, 디스플레이의 하얀 배경은 조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누르스름하게, 또는 푸르스름하게 지각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사용되는 다양한 조명 환경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색채가 

만족스럽게 재현되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한 것이다. 

 

2.1.4. 디스플레이 색 재현 

사용자의 색순응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변 조명의 색도 및 밝기에 따른 사람의 

시각 반응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디스플레이의 색채를 재현해야 한다. 디스플레이 색 재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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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Helson et al., 1952; Hunt, 1952). 표준 환경과 다른 조명 

환경하에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본래의 색과 동일하게 지각되는 대응색 (corresponding 

color)을 예측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색순응 모델 (color appearance model)이 제안되어 왔다. 색순응 

모델은 조명 변화에 따른 사람 시각의 자극치 변화를 선형적으로 가정한 선형 변환과 비선형적으로 

가정한 비선형 변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채석민 et al., 2010). 이 중 von Kries (MacAdam, 1981)와 

Breneman (Breneman, 1987) 등의 모델은 특정 조명에서 다른 조명으로 색순응이 일어날 때 사람 

시각의 변화를 선형적으로 가정하여 대응색을 예측하였다. 반면, Bartleson (Bartleson, 1978, 1979)과 

Fairchild (Fairchild, 1991a, 1991b) 등의 모델은 사람 시각의 자극치가 비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상기 모델들은 조명의 밝기가 어둡거나 밝을 때 예측색의 오차가 증가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송규익, 2005). 이는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주변 조명의 색도와 밝기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용자의 시각 반응을 이해하고, 디스플레이 색채를 재현해야 함을 시사한다. 

 

2.2. 디스플레이 색 재현 과정에서 백색점의 역할 

 

2.2.1.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역할 

디스플레이의 백색점 (white point)은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백색의 값을 뜻하며, 색도와 밝기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디스플레이의 색은 조명 빛의 색과 같이 3가지 방법-1) 상관 색온도와 delta uv; 

2) x, y 좌표; 3) u’v’ 좌표-로 측정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의 밝기는 휘도 (luminance)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표 2-1] 참조). 

백색점은 디스플레이에 재현되는 다른 색들의 기준이 되는 색으로써, Jun (2002)은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이 사용자의 이미지 화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기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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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Moroney, 1999), 사람의 시각은 다른 색과 비교하였을 때 백색에 가장 민감하다. Muthu 

(2002)는 디스플레이 백색점에서 사용자가 허용하는 오차가 다른 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작으며, delta uv 값이 0.002 만 달라져도, 사용자는 그 변화를 지각하며 불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Oskoui 와 Pirrotta (1999b)는 백색점의 색온도가 250 K 이상 달라졌을 때 서로 

다른 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의 백색점 

재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 2-3] 디스플레이 백색점에 따른 지각적 차이. iPhone 4와 Galaxy S3 

(인쇄 매체 및 모니터에 따라 실제와 다른 색으로 표현될 수 있음) 

 

2.2.2.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표준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절대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별, 혹은 국가별로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표준을 각기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Sugiura et al., 2003). 일반적으로, 백색점의 

표준은 주광 (daylight)을 나타내는 표준 광원 D65 환경하에서 디스플레이를 시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된다 (Ohta & Robertson, 2006).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표준은 5,000 K 부터 8,200 K 까지 업종, 

국가별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Stupp & Brennesholtz,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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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표준 (Akamine et al., 2012)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디바이스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표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출시된 모바일 디바이스의 

백색점을 측정한 결과 다음 [표 2-3]과 같다. 본 측정값은 Konica Minolta 사의 CS-2000 

분광방사휘도계 (Spectrorad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처럼 시장에 출시된 모바일 디바이스의 

백색점은 최소 6,400 K 부터 최대 10,200 K 까지 다양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너무 누르스름한, 

또는 푸르스름한 디스플레이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게 되었다. 이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초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의 백색점에 대한 표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준 상관 색온도 x, y 좌표 적용 예제 

D50 5000 K 0.346, 0.359 ICC Profiles and the Graphic Arts 

D65 6500 K 0.313, 0.329 
European Broadcasting Union (EBU)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in the United States 

D75 7500 K 0.299, 0.315 Hard-copy Readings in Japan 

D82 8200 K 0.293, 0.303 Projector Industry in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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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출시된 모바일 디바이스 제품의 백색점 측정값 (Displaymate, 2013) 

 

 

 

제조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상관 색온도 

Apple iPhone 3 LCD 7000 K 

Apple iPhone 4 IPS LCCD 7800 K 

Apple iPhone 5 IPS LCD 7500 K 

Samsung Galaxy S1 PenTile OLED 10200 K 

Samsung Galaxy S2 RGB Stripe OLED 8700 K 

Samsung Galaxy S3 PenTile OLED 7900 K 

Samsung Galaxy S4 PenTile OLED 7200 K 

Samsung Galaxy Note 2 RGB Stripe OLED 7700 K 

Samsung Galaxy Note3 PenTile Diamond Pixels OLED 6600 K 

LG Optimus G Pro IPS LTPS LCD 8400 K 

LG G2 IPS LCD 7900 K 

Google Nexus One PenTile OLED 8900 K 

Google Nexus 7 FFS aSi LCD 6700 K 

제조사 태블릿 PC 디스플레이 상관 색온도 

Apple iPad 2 IPS LCD 7000 K 

Apple New iPad IPS LCD 7100 K 

Apple iPad Retina Display IPS / FFS aSi LCD 7100 K 

Apple iPad Mini IPS LCD 6700 K 

Apple iPad Air IPS / FFS aSi LCD 7000 K 

Samsung Galaxy Tab 10.1 PLS LCD 8400 K 

Google Nexus 7 IPS LCD 6700 K 

Google Nexus 10 PLS LCD 7500 K 

Amazon Kindle Fire HD IPS LCD 6400 K 

Amazon Kindle Fire HDX 8.9 IPS LCD 7100 K 

Microsoft Surface RT PLS LCD 66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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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명 환경에 따른 디스플레이 백색점 재현의 필요성 

 

2.3.1. 디스플레이 백색점 재현 문헌 연구 

TV, PC 모니터와 같은 기존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사용 환경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표준 광원 D65 

하에서 백색점의 기준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모바일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명 환경에 따른 사용자의 시각적 반응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재현해야 할 

것이다. Hunt 와 Winter (1975)는 실험을 통하여 디스플레이의 광과 조명 광 두 가지 혼합된 광원에 

의하여 사람의 눈이 순응하였을 때, 사용자가 지각하는 백색점을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조명의 색온도가 

바뀌면 사람이 지각하는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색온도가 바뀌며, 조명이 밝아짐에 따라 사용자가 지각하는 

백색점의 색온도가 조명의 색온도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rainard 와 Ishigami (1995)는 

디스플레이 주변 조명의 색 좌표가 바뀔 때, 사용자가 지각하는 백색점이 조명의 색 좌표를 향하여 

이동한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Choh et al. (1996)은 조명의 밝기가 밝아질수록 그 경향성이 강해진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Vogels 와 Berentsen (2006)은 실험을 통하여 순응 백색점 (adapted white point)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 (optimal white point) 또한 조명의 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2.3.2. 디스플레이 백색점 재현의 필요성 

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감성 화질 구현을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휴대성을 갖춘 모바일 디바이스의 빠른 보급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자는 다양한 색온도와 조도를 가진 조명 환경하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때 사용자의 시각은 색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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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 인하여 디스플레이 색채 왜곡 현상을 겪게 된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색 재현을 통하여 

디바이스를 어느 조명 환경하에서 사용하든 간에, 디스플레이의 색채가 만족스럽게 재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은 다른 색들의 기준이 되는 색으로써,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화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의 백색점 재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은 현재 표준이 제안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장에 출시된 모바일 디바이스의 백색점을 조사한 결과, 최소 6,400 K 부터 최대 10,200 K 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디스플레이가 너무 누르스름하거나, 또는 

푸르스름하다고 지각하여 불만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때 사용자가 선호하는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은 주변 

조명의 색온도와 조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성을 

밝혀내는 데 그치고 있다. 

최근 일부 모바일 디바이스에 RGB 센서가 탑재됨에 따라, 주변 조명 환경에 가장 적합한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조명 환경에 따른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경향성을 밝혀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조명 환경에 따른 백색점의 선호도를 평가하고자 기존의 디스플레이 

색 재현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본 연구의 사용자 평가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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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용자 평가 설계 

 

본 장에서는 조명 환경에 따른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을 탐색하기 위하여, 문헌 조사를 통해 

디스플레이 색 재현 평가 방법의 분류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 색 재현 대신 선호색 재현 방법 (color preference reproduction)에 기반을 두어 사용자 

평가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는 다양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총 3 가지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사용자 평가에 앞서 모바일 디바이스가 주로 사용되는 조명 환경을 수집하고, 

수집된 조명 환경을 바탕으로 사용자 평가에 사용될 조명의 색온도와 조도 변수를 설계하였다. 

 
3.1. 디스플레이 색 재현 평가 방법 

 

3.1.1. Hunt의 색 재현 방법 

Hunt (1970)는 관찰 조건 및 색 재현 목표에 따라 색 재현 방법을 6가지로 분류하였다. 1) 분광적 색 

재현 (spectral color reproduction)은 원색의 분광반사율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조명 환경이 바뀌어도 

디스플레이에 재현된 색의 분광 분포가 원색의 분광 분포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측색적 색 재현 

(colorimetric color reproduction)은 디스플레이에 재현된 색의 좌표와 원색의 좌표를 동일하게 하되, 

재현된 색의 휘도를 원색의 휘도에 비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3) 정확한 색 재현 (exact color 

reproduction)은 측색적 색 재현과 동일하지만, 재현된 색의 휘도를 원색의 휘도에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4) 등가적인 색 재현 (equivalent color reproduction)은 디스플레이에 재현된 색의 분광분포 및 좌표가 

원색과 다르더라도, 같은 색으로 보이도록 재현하되, 휘도를 원색과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5) 상응하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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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corresponding color reproduction)은 등가적인 색 재현에서 휘도를 원색에 비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각계의 색순응 현상을 고려하여 원색과 동일한 색을 느낄 수 있도록 색을 재현하는 

방법이다. 6) 바람직한 색 재현 (preferred color reproduction)은 정확한 색 재현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색에 가깝게, 즉 보기 좋게 색을 재현하는 방법이다. 

 
3.1.2. Fairchild의 색 재현 방법 

앞서 탐색한 Hunt의 색 재현 방법은 1970년대에 규명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특성에 적합하도록 5가지로 다시 정리되었다 (Fairchild, 2013). 1) 색 재현 (color reproduction)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 색을 단순히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만족한 색 재현 (pleasing color 

reproduction)은 일반 사용자가 수긍할만한 수준의 색을 재현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거나 선호하는 색을 

재현할 필요는 없다. 3) 측색적 색 재현 (colorimetric color reproduction)은 재현된 색의 좌표가 원색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재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재현된 색과 원색의 사용 환경이 동일할 때만 같은 

색으로 느껴진다. 4) 현색적 색 재현 (color appearance reproduction)은 사용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에 재현된 색이 원색과 동일하게 보이도록 색을 재현하는 방법이다. 5) 선호색 재현 

(color preference reproduction)은 현색적 색 재현보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색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Fairchild는 5가지 색 재현 방법 중 선호색 재현이 최선의 색 재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3.1.3. 감성적 색 재현 방법 

오늘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화질 경쟁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기존의 

경향에서 감성 화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그 추세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 (Gong et al., 2012). 이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end-user)의 감성적 선호도를 파악하여 이를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즉, 물리적인 색 재현만으로는 사용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으며,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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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점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감성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용자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de Ridder, 1996). 

현재까지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재현하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전기준법 (full reference)을 

채택하였다. 전기준법은 기준이 되는 백색점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변화하는 조명 환경에 따라 기준 

백색점과 지각적으로 같아 보이도록 백색점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Wang & Bovik, 2006). 반면, 무기준법 

(no reference)은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의 기억 속 가장 이상적인 백색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명 

환경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백색점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Janssen & Blommaert, 2000). 이때 사용자의 

기억 속 가장 이상적인 기준점을 “sensorial image”라고도 한다 (Nijenhuis & Blommaert, 1997). 

감성적인 색 재현을 위해서는 무기준법이 이상적이며 (Engeldrum,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 평가를 설계하고,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을 탐색하도록 한다. 

 

[그림 3-1] 전기준법과 무기준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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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명 환경에 따른 디스플레이 백색점 선호도 평가 설계 

 

3.2.1. 평가의 구성 

본 연구는 조명 환경에 따라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탐색하여, 디자이너와 

생산자가 실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백색점 가변 공식을 제안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총 3가지 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림 3-2] 참조). 

 

[그림 3-2] 연구 진행 과정 

가장 먼저,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조명 환경을 탐색한다. 설문 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를 추출하고, 해당 장소의 조명 환경을 수집하여 

모바일 디바이스의 실제 사용 환경을 규명한다. 그다음 과정으로, 사용자 평가를 통해 각 조명 환경에서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백색점을 탐색한다. 사용자 평가는 무기준법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다양한 조명 환경 아래에서 제시하고, 각 백색점에 대한 선호도 점수를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명 환경에 따른 백색점 가변 공식을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인지적·감성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즉, 본 연구는 최종 사용자가 실제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탐색을 시작으로,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각 조명 환경에 가장 이상적인 백색점의 값을 도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명 환경에 따른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을 제안함으로써 디자이너와 생산자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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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3.2.2. 사용자 조명 환경 수집 

조명 환경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5분 이상 장시간 사용하는 장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프로그램인 Google docs를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복수 응답이 가능한 주관식으로 질문하였다. 

남성 15명과 여성 15명으로 총 3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23.90세, 표준 편차는 

2.51세였다. 설문 조사 결과,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장시간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1) 집 (83.33%), 

2) 카페 (73.33%), 3) 직장 또는 학교 (66.67%), 4) 도서관 (46.67%), 5) 야외 벤치 (43.33%) 등의 순서로 

밝혀졌다. 

이어서 설문 조사에서 밝혀진 5 가지 장소의 실제 조명 환경을 조사하고자 국내외에서 총 350가지 조명 

환경을 수집하였다. 국내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국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CA)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그림 3-3] 참조). 각 조명 환경은 Konica 

Minolta 사의 CL-200 색채조도계 (Chroma meter)를 이용하여 색온도와 조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3-3] 조명 환경 수집 예시. 좌: 카페 2,321 K - 140.0 lx, 우: 야외 벤치: 17,590 - 101.6 lx 

(인쇄 매체 및 모니터에 따라 실제와 다른 색으로 표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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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가지 조명의 수집 결과를 [그림 3-4]와 같이 색온도를 x축, 조도를 y축으로 가지는 좌표 평면 안에 

산점도의 형태로 살펴보았다. 이때 조명의 색온도 단위는 인지적으로 등간격이 아니므로 (Judd, 1930), 

조명 환경 분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x축의 색온도 간격을 MIRED (micro reciprocal degree) 

단위를 이용하여 등간격으로 조정하였다 (Judd, 1933; Priest, 1933). 수집 결과 조명의 색온도는 최소 

2,300 K 부터 최대 17,900 K, 조도는 최소 30 lx 부터 최대 52,900 lx 범위로 사용자가 실제 경험하는 

조명 환경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4]의 왼쪽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조명 환경이 다양하며,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백색점 재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색채 왜곡 현상으로 인한 불만족을 자주 겪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사용자가 경험하는 조명 환경 중 총 90% 이상의 환경이 조도 3,000 lx 이하의 범위에 밀집하여 

분포하였으며, 이에 해당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조도 3,000 lx를 최댓값으로 하여 [그림 3-4]의 

오른쪽과 같이 산점도의 형태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림 3-4]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조명 환경 수집 결과 

 

3.2.3. 사용자 평가 조명 변수 설계 

사람의 색순응 현상은 주변 조명의 색과 밝기 두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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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백색점 선호도 평가를 통하여 1) 조명의 색이 사용자의 백색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과 2) 

조명의 밝기가 사용자의 백색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람의 색순응 현상은 

조명의 밝기보다 조명의 색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Fairchild, 2013), 조명의 색온도 변화에 따른 백색점 

재현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자 평가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에 사용자 평가에 사용될 기준 조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그림 3-5]와 같이 디바이스 사용 조명의 조도에 따른 빈도수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조명 환경의 조도는 600 lx 근처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이는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은 주로 600 lx 근처에서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용자 평가에 사용될 

조명 자극물의 기준 조도를 600 lx 로 설정하였다. 

 

[그림 3-5] 조명의 조도에 따른 빈도수 분석 결과 

다음으로, 조명의 밝기가 사용자의 백색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서 사용자 평가에 

사용될 조도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조명 환경의 수집 결과, [그림 3-4]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30 lx 부터 52,900 lx 범위의 조도를 경험하지만, 총 

90% 이상의 환경이 조도 3,000 lx 이하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동 별 조도 기준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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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조도 기준 KS A 3011 (1998)을 살펴보면, 초정밀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실내 환경의 최대 조도를 

3,000 lx로 권장하고 있다. 즉, [그림 3-4]에서도 관찰할 수 있듯이, 조도의 최댓값을 3,000 lx 로 

설정하였을 시 사용자가 경험하는 실내 환경은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최대 범위를 3,000 lx로 

설정할 경우 사용자가 경험하는 실외 환경의 총 70%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자 평가에 

사용될 조도의 범위는 최소 30 lx 부터 최대 3,000 lx 로 설정하였다. 사용자 평가에 사용되는 조명 

자극물은 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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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 탐색 

 

본 장에서는 조명 환경에 따른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탐색하여, 백색점 가변 공식을 

제안하였다. 사용자 평가에서는 1) 조명의 색이 디스플레이 백색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과 2) 조명의 

밝기가 디스플레이 백색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용자 평가를 통해 각 조명 

환경에서 가장 선호되는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추출하여, 백색점 가변 공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회귀 공식은 디자이너와 생산자가 목적에 따라 모바일 디바이스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4.1. 평가 방법 

 

4.1.1. 평가의 목적 

본 평가에선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주변 조명의 색과 밝기가 변화할 때, 각 조명 환경 

아래에서 디스플레이 백색점에 대한 선호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각 조명 환경하에서 

가장 이상적인 백색점을 추출하여 이를 정량화하고, 실제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회귀 

공식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1.2. 자극물 구성 

평가 환경 

본 사용자 평가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로써 Apple사의 iPad 3세대 (The new iPad)를 사용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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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참조). 본 평가에 사용된 아이패드는 9.7인치 IPS LED 백라이트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태블릿 

PC이다. 평가를 위해서는 하얀색 베젤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하얀색 베젤은 검은색 베젤과 비교하였을 때 

주변 조명 환경을 더욱 많이 반사하여 색순응에 따른 사용자의 불만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그림 4-1] 아이패드 3세대 블랙 (좌) 및 화이트 (우) (Apple Inc., 2013) 

사용자 평가는 LED 조명이 천장의 전면에 걸쳐 설치된 LED 광천장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4-2] 참조). 해당 LED 조명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RGB 및 White 값을 입력 변수로 조정하여 원하는 

색온도 및 조도 값을 출력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디스플레이 색 재현 연구들은 대부분 조명 상자 

(light box)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실제 사용 환경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색순응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평가의 실험실 환경은 실내 전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명으로 

조정할 수 있어,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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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LED 광천장 실험실 환경. 좌: 2,540 K – 607 lx, 우: 19,280 K – 606 lx 

(인쇄 매체 및 모니터에 따라 실제와 다른 색으로 표현될 수 있음)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 

사용자 평가에 사용된 디스플레이 자극물은 [그림 4-3]과 같이 하얀색 배경에 검은색 테스트가 적혀있는 

화면으로, 사용자가 실제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상황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본 화면의 배경에 

사용된 백색점을 변화시켜 디스플레이 자극물을 제작하였으며, 다른 색으로부터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에는 배경색과 검은색 이외의 색은 사용하지 않았다 (Berns, 2000).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은 Photoshop CS6 소프트웨어에서 RGB 값을 조정하여 제작하였으며, 아이패드에 재현된 

자극물을 Konica Minolta 사의 CS-2000 분광방사휘도계 (Spectroradiometer)로 측정하여 원하는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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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사용자 평가에 사용된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 화면 예시. 상관 색온도 7,021 K, delta uv 0.0043 

(인쇄 매체 및 모니터에 따라 실제와 다른 색으로 표현될 수 있음) 

제 2 장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의 색은 3 가지 방법-1) 상관 색온도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CCT)와 delta uv; 2) x, y 좌표; 3) u’v’ 좌표-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흑체궤적 (black 

body locus)으로부터의 거리인 delta uv 값이 ± 0.02 를 넘어가면 사용자는 디스플레이의 색을 더는 

백색으로 지각하지 않는데 (Soon & Cole, 2001; Vogels & Heynderickx, 2004), 따라서 본 평가에 사용될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은 상관 색온도 영역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region) 내에 분포하도록 

하였다 ([그림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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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CIE 1931 xyY 색공간 (좌) 및 상관 색온도 영역 (우) (Schanda, 2007) 

평가에 사용될 자극물은 색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 2,500 K 부터 최대 19,900 K 까지 추출하였다. 

색온도 및 CIE 1931 xyY 색공간은 인지적 등간격이 아니므로 색온도가 낮을 땐 작은 색온도 값 차이도 

지각적으로 크게 느껴지며, 반대로 색온도가 높을 땐 값이 크게 차이 나도 사람에게 비슷한 색으로 

인지된다 (Judd, 1930). 따라서 자극물을 추출할 때 MIRED (micro reciprocal degree) 기준을 적용하여, 

추출된 자극물이 인지적으로 등간격에 가깝도록 자극물의 간격을 조정하여 설계하였다 (Priest, 1933). 

이에 2,500 K ~ 5,000 K 범위는 500 K 간격으로, 5,000 K ~ 10,000 K 범위는 1,000 K 간격으로, 

그리고 10,000 K ~ 20,000 K 범위는 1,000 K 이상의 간격으로 나누어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그림 4-

7] 참조). 또한, delta uv 에 의한 선호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delta uv 값을 -0.015 에서 + 

0.015 까지 총 7 단계로 나누어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이때 delta uv 값이 양의 방향으로 커지면 점점 

초록빛을 띠며, 음의 방향으로 커지면 보랏빛을 띤다. 그 결과 [그림 4-5]와 같이 총 96개의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이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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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추출된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 (총 96개) 

이때 delta uv 값이 0에 가까울 때 자극물은 흑체궤적 상에 놓이며,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백색점이 

재현된다 (Wyszecki & Stiles,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체궤적 상의 백색점을 더욱 세분화하여 

관찰하기 위해서, 백색점의 표준으로 제시되는 색온도 5,000 K ~ 8,200 K 범위 ([표 2-2] 참조) 내에 총 

3 가지 자극물을 추가하였다. 또한, 평가에 사용된 아이패드의 기본 백색점 (R=255, G=255, B=255)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사용자 평가에 사용될 디스플레이 자극물은 총 100 개가 제작되었으며, 이 중 총 

19가지의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이 흑체궤적 상에 놓인다 ([그림 4-6] 참조). 

 

[그림 4-6] 흑체궤적 상에 놓인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 (총 19개) 



 

                                                                   4.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 탐색 

- 35 - 

[표 4-1] 흑체궤적 상의 백색점 19개 측정값 (인쇄 매체 및 모니터에 따라 실제와 다른 색으로 표현될 수 있음) 

기존 연구에 따르면 (Muthu et al., 2002), 사람은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좌표가 Δuv 기준 0.002 이상 

차이 날 때 서로 다른 색으로 지각하게 되는데, 이에 자극물을 추출할 때 흑체궤적에서의 거리 delta uv 

(이하 duv) 값이 ±0.02 이내에 놓이도록 추출하였다 ([표 4-1] 참조). 결과적으로, 사용자 평가에 

사용될 디스플레이 자극물은 [그림 4-7]과 같이 총 100개가 제작되었다. 

자극물 목표치 휘도 (cd/m2) 색온도 (K) duv x y u' v' 

 
2500 86.36 2538 0.0015 0.4745 0.4140 0.2704 0.5309 

 
3000 100.94 3030 0.0001 0.4348 0.4034 0.2495 0.5208 

 
3500 106.56 3538 0.0010 0.4043 0.3928 0.2342 0.5120 

 
4000 127.66 4074 0.0013 0.3781 0.3782 0.2230 0.5019 

 
4500 127.48 4508 0.0009 0.3609 0.3654 0.2166 0.4936 

 
5000 149.55 5025 0.0012 0.3446 0.3536 0.2103 0.4856 

 
5500 160.05 5588 0.0016 0.3305 0.3425 0.2050 0.4780 

 
6000 166.61 6026 0.0008 0.3215 0.3328 0.2025 0.4717 

 
6500 165.03 6522 -0.0001 0.3132 0.3232 0.2004 0.4652 

 
7000 168.26 7050 0.0008 0.3055 0.3171 0.1973 0.4607 

 
default 185.96 7072 0.0026 0.3047 0.3198 0.1957 0.4621 

 
7500 175.62 7411 0.0019 0.3007 0.3143 0.1950 0.4584 

 
8000 164.97 7999 0.0009 0.2949 0.3060 0.1940 0.4528 

 
9000 150.84 9034 0.0006 0.2865 0.2960 0.1917 0.4456 

 
10000 142.36 9982 0.0015 0.2801 0.2900 0.1893 0.4409 

 
11000 132.14 11128 -0.0003 0.2758 0.2810 0.1895 0.4345 

 
12000 128.13 11969 0.0013 0.2716 0.2785 0.1873 0.4323 

 
15000 115.25 15108 0.0016 0.2634 0.2675 0.1854 0.4236 

 
20000 106.74 19628 0.0012 0.2579 0.2575 0.1851 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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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 (인쇄 매체 및 모니터에 따라 실제와 다른 색으로 표현될 수 있음) 

 

조명 환경 

사용자 평가에서 제시되는 조명 자극물은 제 3 장의 조명 환경 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먼저, 조명 색에 따른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조도 600 lx 를 기준으로 하여 

색온도 2,500 K 부터 19,800 K 까지 총 11가지 조명을 추출하였다. 다음, 조명 밝기에 따른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조도 약 30 lx 와 약 3,000 lx 를 추가하였는데, 이때 색온도는 

4가지-약 4,000 K, 6,000 K, 10,000 K, 20,000 K-로 고정하였다. 가장 낮은 색온도 2,500 K은 LED 

광천장 기술의 한계상 높은 조도의 구현이 불가능하여 이를 4,000 K 으로 대체하였다. 더불어, 조명을 

소등한 상태를 추가하여, 총 20 가지 조명 환경을 제작하였다 ([표 4-2] 참조). 조명 자극물의 측정은 

Konica Minolta 사의 CL-200 색채조도계 (Chroma meter)를 이용하여 사용자 평가 시 디스플레이가 

놓이는 위치에서 측정하였다. 이때 조명 광의 경우 사용자가 광원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내의 

벽, 가구 등에 반사되는 빛을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허용 오차가 디스플레이 

광원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Wyszecki, Stiles, & Kelly, 1968), 이에 조명 환경의 delta uv 값은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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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하지 않고 흑체궤적 상에 존재하도록 0에 맞추었다.  

[표 4-2] 평가에 사용된 조명 자극물 20개 측정값 

 

4.1.3. 평가의 방법 

평가 참여자 

본 평가에서는 남성 28명과 여성 28명 등 총 56명의 일반 소비자들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22.61세이며, 표준 편차는 3.06세였다. 이시하라 테스트 (Ishihara color vision test)를 

목표 자극물 색온도 (K) 조도 (lx) duv x y 

2500 K - 600 lx 2540 607.4 -0.0008 0.4697 0.4068 

3000 K - 600 lx 3010 601.8 -0.0012 0.4343 0.4000 

4000 K - 600 lx 4074 601.1 -0.0015 0.3762 0.3709 

5000 K - 600 lx 5012 597.3 -0.0006 0.3446 0.3499 

6000 K - 600 lx 6033 608.6 0.0005 0.3214 0.3321 

7000 K - 600 lx 7006 606.6 0.0003 0.3062 0.3169 

8000 K - 600 lx 8069 605.2 -0.0011 0.2951 0.3025 

9000 K - 600 lx 9023 603.1 -0.0010 0.2874 0.2940 

10000 K - 600 lx 10020 602.3 -0.0005 0.2811 0.2873 

15000 K - 600 lx 15250 602 0.0002 0.2642 0.2659 

20000 K - 600 lx 19280 606 0.0009 0.2584 0.2579 

4000 K - 30 lx 4004 26.8 -0.0019 0.3789 0.3718 

6000 K - 30 lx 6045 25.5 0.0016 0.3211 0.3339 

10000 K - 30 lx 10030 25 0.0003 0.2806 0.2882 

20000 K - 30 lx 19800 27.7 0.0016 0.2574 0.2576 

4000 K - 3000 lx 4033 3073 -0.0014 0.3781 0.3725 

6000 K - 3000 lx 6106 3009 0.0008 0.3200 0.3314 

10000 K - 3000 lx 10000 3078 0.0004 0.2807 0.2885 

20000 K - 3000 lx 19350 3003 0.0015 0.2579 0.2582 

OFF 0 0 0.0000 0.000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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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색맹 혹은 색약이 없음을 검증받은 소비자들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평가 진행 

참여자들은 각 조명 환경 아래에서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 100 개를 보고, 각 백색점의 선호도를 

리커트 5점 척도 (5 point Likert scale)로 평가하였다 (-2점: 매우 부적합하다, +2점: 매우 적합하다). 

참여자들은 총 2,000 번의 평가를 수행해야 하므로 (20 가지 조명 × 100 가지 디스플레이 자극물), 총 

이틀에 걸쳐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하루에 10가지 조명씩 총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평가 순서의 설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자극물과 조명 자극물의 순서는 모두 

랜덤하게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각 조명 환경하에서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10초 동안 감고, 눈을 

뜬 후 10 초 동안 방 안을 훑어보도록 지시되었는데, 이는 평가 시각 전 조명 환경에 충분히 순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Breneman, 1987). 사용자는 하루에 총 10 가지 조명 환경하에서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평가하였는데, 평가 중간에 약 10 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용자의 시각적 피로도를 

줄이고자 하였다.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디바이스의 자동 밝기 조절 기능 (auto brightness)을 

켜두었으며, 다른 색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명도의 회색 종이가 전면에 덮인 책상 

위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또한 회색 종이에 인쇄하였다 ([그림 4-8] 참조).  

 

[그림 4-8] 사용자 평가 환경 설계. 좌: 2,540 K – 607 lx 조명, 우: 19,280 K – 606 lx 조명 

(인쇄 매체 및 모니터에 따라 실제와 다른 색으로 표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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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평가 결과 및 분석 1: 조명 색에 따른 백색점 탐색 

 

평가 결과의 분석에 앞서 100가지 백색점 평가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각각의 백색점에 대한 

평가가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0.80). 이를 토대로 각 조명 환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추출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명 색에 따른 

백색점을 탐색하기 위해서 조도 600 lx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색온도를 가진 조명 11가지에서 이루어진 

사용자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의 분석은 각 조명하에서 참여자 56 명이 평가한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평균 선호도 점수를 구하였으며,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획득한 백색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을 정확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색좌표 (색온도와 delta uv 값, x-y 값, 또는 u’-v’ 

값)를 명시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디바이스 제조업체에서는 편의상 이를 간소화하여 주로 색온도 값만 

사용하여 백색점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따라서 사용자 평가의 결과를 1) 색온도 기반 백색점 탐색과 2) 

색좌표 기반 백색점 탐색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디자이너와 생산자의 목적에 따라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4.2.1. 색온도 기반 백색점 탐색 

색온도 기반 백색점을 탐색하기 위해서, 흑체궤적 상에 놓인 백색점 총 19 가지를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4-6] 참조). 11가지 조명 환경에 따른 19가지 백색점의 평균 선호도 점수는 아래 [표 

4-3]과 같다. 각 조명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 점수를 평가받은 백색점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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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11가지 조명에 따른 19가지 백색점의 평균 선호도 점수 (N=56) 

[표 4-3]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주변 조명의 색온도는 범위가 최소 2,500 K 에서 최대 19,800 K 인 

반면,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백색점의 색온도는 최소 5,600 K 에서 최대 10,000 K 사이로, 그 범위가 

다소 축소되었다. 조명의 색온도가 8,100 K 이하일 때, 사용자는 조명의 색온도보다 높은 색온도의 

백색점을 선호한다. 반면, 조명의 색온도가 8,100 K 이상이면, 사용자는 조명보다 낮은 색온도의 

백색점을 선호한다. 또한, 6,000 K 에서 9,000 K 범위 사이의 백색점은 모든 조명 환경에서 대체로 

선호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백색점 

색온도 (K) 

조명 색온도 (K), 조도 600 lx 기준 

2500 3000 4100 5000 6000 7000 8100 9000 10000 15300 19300 

 
2500 -1.48 -1.54 -1.88 -1.89 -1.95 -1.91 -1.89 -1.93 -1.95 -1.91 -1.75 

 
3000 -0.70 -0.86 -1.39 -1.61 -1.79 -1.66 -1.63 -1.73 -1.79 -1.75 -1.70 

 
3500 -0.41 -0.59 -0.68 -1.04 -1.36 -1.23 -1.27 -1.61 -1.39 -1.50 -1.39 

 
4100 0.04 0.27 0.11 -0.79 -0.93 -0.98 -1.04 -1.09 -1.13 -1.16 -1.09 

 
4500 0.13 0.30 0.29 -0.30 -0.70 -0.88 -0.80 -0.95 -0.93 -1.05 -1.00 

 
5000 0.93 0.68 0.80 0.02 -0.52 -0.59 -0.82 -0.80 -0.86 -0.70 -0.70 

 
5600 1.36 1.07 1.39 0.41 0.09 -0.14 0.04 -0.27 -0.09 -0.27 -0.32 

 
6000 1.23 1.43 1.52 0.91 0.75 0.20 0.23 0.25 0.21 -0.16 -0.09 

 
6500 1.00 1.30 1.64 1.00 0.63 0.43 0.57 0.48 0.50 0.36 0.25 

 
7100 0.89 1.25 1.29 1.34 0.93 0.91 0.93 0.79 0.88 0.50 0.46 

 
default 0.88 1.20 1.23 1.45 1.41 1.23 1.21 1.18 1.07 0.68 0.88 

 
7400 0.63 0.64 0.68 1.66 1.70 1.61 1.36 1.20 1.07 0.77 0.93 

 
8000 0.43 0.39 0.61 0.95 1.13 1.07 0.98 1.41 1.11 0.86 0.96 

 
9000 -0.25 0.02 -0.11 0.30 0.63 0.80 0.59 0.75 1.27 0.91 1.05 

 
10000 -0.50 -0.27 -0.11 -0.09 0.11 0.09 0.36 1.00 0.68 1.05 1.23 

 
11100 -0.68 -1.09 -0.86 -0.64 -0.73 -0.45 0.05 -0.14 0.36 0.43 0.63 

 
12000 -0.80 -0.89 -0.70 -0.89 -0.71 -0.55 -0.39 0.23 -0.14 0.34 0.45 

 
15100 -1.25 -1.14 -1.09 -1.18 -0.98 -0.86 -0.86 -0.25 -0.68 -0.48 -0.61 

 
19600 -1.45 -1.45 -1.46 -1.39 -1.34 -1.27 -1.30 -1.04 -1.20 -0.91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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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백색점의 평균 선호도 점수가 조명 색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 

[그림 4-9]와 같이 2,500 K 및 19,800 K 조명에 따른 백색점 선호도 평균 점수의 추세선을 그려보았다. 

이때 추세선이 벨 커브 (bell curve) 형태로, 그 모양이 정규분포 곡선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두 커브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x 값은 해당 조명에서 가장 선호되는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나타낸다. 조명의 색온도가 2,500 K 에서 19,800 K 으로 변화함에 따라,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각 커브의 최고점에서 좌우로 멀어질수록 사용자의 선호도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주변 조명의 색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의 색온도 또한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4-9] 조명의 색온도에 따른 백색점 선호도 점수의 변화 

모바일 디바이스 주변 조명의 색온도에 따라 가장 선호되는 백색점의 색온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비선형 

회귀분석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그림 4-10] 참조). 조명의 색온도 (𝑇𝐼)를 독립 

변수로, 가장 선호되는 백색점의 색온도 (𝑇𝑊)를 종속 변수로 회귀 공식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식은 약 

94%의 설명력을 가진다. 본 회귀 공식은 디자이너와 생산자가 조명의 색온도에 따른 사용자 선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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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백색점을 재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𝑇𝑊 = 5140.24 log 𝑇𝐼 − 11989.86    (R2 = 0.94, p < 0.05) 

 

[그림 4-10] 선호 백색점의 분포 (점) 및 회귀 곡선 (빨강선) 

 

4.2.2. 색좌표 기반 백색점 탐색 

앞서 도출된 회귀 공식은 색온도를 기반으로 하여 간소화된 공식으로, 디자이너와 생산자가 빠르고 

간편하게 실제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좀 더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색좌표에 기초하여 백색점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색온도와 delta uv 값이 다양한 백색점 총 100 가지를 기준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자극물에 대해 참여자 56 명이 평가한 선호도 점수의 평균을 구한 후, 각 

조명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받은 백색점을 추출하였다 ([표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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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11가지 조명에 따른 선호 백색점의 색좌표 (N=56) 

분석 결과, 앞서 색온도 기반 백색점 탐색과 유사하게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백색점의 색온도가 최소 

5,600 K 에서 최대 10,000 K 사이이며, 조명의 색온도와 선호 백색점의 색온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r = 0.93, p < 0.05]. 사용자 평가 결과를 [그림 4-11]과 같이 CIE 1976 L’u’v’ 색공간 상에 

대응해 보았다. 

 

[그림 4-11] 조명의 색온도에 따른 선호 백색점 좌표의 이동 

조명 색온도 (K) 선호 백색점 색온도 (K) duv x y u' v' 

2500  5588 0.0016 0.3305 0.3425 0.205 0.478 

3000  6026 0.0008 0.3215 0.3328 0.2025 0.4717 

4000  6522 -0.0001 0.3132 0.3232 0.2004 0.4652 

5000  7411 0.0019 0.3007 0.3143 0.195 0.4584 

6000  7411 0.0019 0.3007 0.3143 0.195 0.4584 

7000  7411 0.0019 0.3007 0.3143 0.195 0.4584 

8000  8022 0.0056 0.2927 0.3127 0.1899 0.4564 

9000  8022 0.0056 0.2927 0.3127 0.1899 0.4564 

10000  8944 0.0065 0.2842 0.3046 0.1867 0.4504 

15000  10045 0.0093 0.2752 0.2992 0.1823 0.4458 

20000  10045 0.0093 0.2752 0.2992 0.1823 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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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평가 결과,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색온도가 높아지면, 사용자는 delta uv 값이 흑체궤적 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양의 크기로 멀어지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는 점이 관찰되었다. 즉, 푸른빛을 띠는 

백색점은 기준보다 좀 더 초록빛을 보일 때 더욱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때 delta uv 값에 따른 사용자의 

선호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다른지 관찰하기 위하여, 1) 색온도 약 10,000 K - delta uv 0 의 값을 가지는 

백색점과 2) 색온도 약 10,000 K - delta uv 0.01 의 값을 가지는 백색점의 선호도 점수로 대응 표본 T 

검정 (paired samples T-test)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같은 색온도 값을 가지더라도 delta uv 값에 따라 

선호도가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t = -4.08, df = 55, p < 0.05, two-tailed]. 이와 

같은 결과는, 사용자 선호에 기초하여 최상의 백색점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색온도뿐만 아니라 색좌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자이너와 생산자가 색좌표에 기초하여 백색점을 재현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회귀 공식은 목적에 따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총 4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색온도 및 delta uv 기반 가변 공식 

본 가변 공식은 앞서 4.2.1 장에서 도출한 공식을 기반으로 하되, 더욱 정밀한 백색점을 재현하기 위해서 

delta uv 공식을 추가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이다. 

[표 4-5] 색온도 및 delta uv 기반 가변 공식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회귀분석 결과 

displayT = 5140.24 log(lightT) − 11989.86 조명 색온도 (K) 백색점 색온도 (K) R2 = 0.94, p < 0.05 

duv = 7.074E − 007 lightT − 0.003 (lightT ≥ 4300) 

duv = 0 (lightT < 4300) 
조명 색온도 (K) delta uv R2 = 0.87, p < 0.05 

 

 



 

                                                                   4.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 탐색 

- 45 - 

 

CIE 1931 x, y 기반 가변 공식 

본 가변 공식은 디스플레이의 색좌표를 표시하는 데 가장 자주 쓰이는 CIE 1931 xyY 색공간 (CIE 1931 

xyY chromaticity diagram)을 기준으로 도출한 공식이다. 

[표 4-6] CIE 1931 x, y 기반 가변 공식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회귀분석 결과 

x = −0.062 log(lightT) + 0.538 조명 색온도 (K) x R2 = 0.96, p < 0.05 

y = −0.045 log(lightT) + 0.489 조명 색온도 (K) y R2 = 0.90, p < 0.05 

 

CIE 1976 u', v' 기반 가변 공식 

본 가변 공식은 인지적으로 균등한 CIE 1976 L’u’v’ 색공간 (CIE 1976 L’u’v’ chromaticity diagram)을 

기준으로 도출한 공식이다. 

[표 4-7] CIE 1976 u’, v’ 기반 가변 공식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회귀분석 결과 

u′ = −0.027 log(lightT) + 0.297 조명 색온도 (K) u’ R2 = 0.97, p < 0.05 

v′ = −0.035 log(lightT) + 0.591 조명 색온도 (K) v’ R2 = 0.93, p < 0.05 

 

선호 백색 곡선 공식 

본 공식은 상기 도출된 세 가지 공식과 달리, 독립변수를 조명의 색온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즉, 조명 

환경과 선호 백색점의 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그림 4-12]와 같이 흑체궤적 곡선을 새로 정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즉, 사용자가 선호하는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은 항상 흑체궤적 상에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와 같은 발견점에 기초하여 사용자 선호 백색 곡선을 제안하였다. 

 

 



 

                                                                   4.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 탐색 

- 46 - 

[표 4-8] 선호 백색 곡선 공식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회귀분석 결과 

y = 0.546𝑒𝑥 − 0.421 (x ≤ 0.334) 

Planckian Locus (x > 0.334) 

x y R2 = 0.97, p < 0.05 

 

 

[그림 4-12] 선호 백색 곡선 (빨강선)과 흑체궤적 (검정선) 

 

4.1.3. 평가 결과 및 분석 2: 조명 밝기에 따른 백색점 탐색 

다음으로, 조명 밝기에 따른 백색점을 탐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도의 조명 13가지 ((조도 약 30 lx, 600 

lx, 3,000 lx)  4가지 조명 색온도 + 소등) 하에서 이루어진 사용자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의 

분석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획득한 백색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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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조명의 조도에 따른 선호 백색점의 색좌표 (N=56) 

조명 색온도 (K) 조명 조도 (lx) 백색점 색온도 (K) duv x y u' v' 

0 0  7411 0.0019 0.3007 0.3143 0.195 0.4584 

4000 30  7050 0.0008 0.3055 0.3171 0.1973 0.4607 

6000 30  7411 0.0019 0.3007 0.3143 0.195 0.4584 

10000 30  7411 0.0019 0.3007 0.3143 0.195 0.4584 

20000 30  7999 0.0009 0.2949 0.306 0.194 0.4528 

4000 600  6522 -0.0001 0.3132 0.3232 0.2004 0.4652 

6000 600  7411 0.0019 0.3007 0.3143 0.195 0.4584 

10000 600  9034 0.0006 0.2865 0.296 0.1917 0.4456 

20000 600  9982 0.0015 0.2801 0.29 0.1893 0.4409 

4000 3000  6026 0.0008 0.3215 0.3328 0.2025 0.4717 

6000 3000  6522 -0.0001 0.3132 0.3232 0.2004 0.4652 

10000 3000  9982 0.0015 0.2801 0.29 0.1893 0.4409 

20000 3000  11128 -0.0003 0.2758 0.281 0.1895 0.4345 

분석 결과, 조명의 조도가 약 30 lx 로 어두울 땐, 조명의 색온도에 의한 영향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선호 백색점의 색온도는 7,100 K 에서 8,000 K 범위 사이에 분포하였다. 반면, 조명의 

조도가 약 3,000 lx 로 밝을 땐, 조명의 색온도에 의한 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변 조도가 

밝을 때, 선호 백색점의 색온도 범위는 6,000 K 에서 11,100 K 으로 크게 늘어났다. 조도에 따른 선호 

백색점의 이동을 [그림 4-13]에 대응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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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조명의 조도에 따른 선호 백색점 색온도의 이동 

그 결과, 조명의 색에 의한 영향이 없는 소등 상태에서 사용자는 7,400 K 백색점을 가장 선호하는데, 

조명이 밝아질수록 7,400 K을 기준으로 선호 백색점의 색온도가 조명의 색온도를 향해 가까이 이동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조명이 밝아질수록 색순응의 영향이 커지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이 조명의 색에 이끌리는 현상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4.4. 발견점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평가를 통해 조명 환경에 따른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을 탐색하여,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명의 색과 밝기가 사용자의 백색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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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서로 다른 색온도의 조명 11 가지 하에서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 100 개를 평가함으로써, 

조명의 색이 선호 백색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조명의 색온도와 선호 백색점의 

색온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r = 0.94, p < 0.05]. 즉, 조명의 색온도가 높아질수록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의 색온도 또한 높아진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디스플레이 백색점 재현에 관한 

기존 문헌들과 정성적으로 일치하는데 (Brainard & Ishigami, 1995; Hunt & Winter, 1975), 이는 기존의 

디스플레이에서 관찰된 경향성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때 선호 백색점의 범위는 최소 5,600 K에서 최대 10,000 K 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조명의 범위인 

2,500 K 에서 19,800 K 보다 다소 축소되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인지적으로 순응하는 

백색점과 심리적으로 선호하는 백색점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규명된 바가 있다 

(Vogels & Berentsen, 2006). 본 문헌의 결과에 따르면, 조명의 색온도가 높아질 때 사용자가 인지적으로 

순응하는 백색점은 큰 간격으로 변화하는 반면,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은 그 변화 간격이 상대적으로 

작은데, 이는 백색점의 색온도가 5,600 K 이하이거나 10,000 K 이상일 때, 하얀색으로 지각될 수는 

있지만 디바이스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느낀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색온도 6,000 K에서 9,000 K 범위 사이의 백색점은 모든 조명 환경에서 대체로 선호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디스플레이 백색점 표준의 범위가 5,000 K 에서 8,200 K 까지 다양했다는 

점과 정성적으로 일치한다 (Stupp & Brennesholtz, 1999; Sugiura et al., 2003). 즉,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해당 색온도 범위 내에 분포하는 백색점을 표준으로 삼고 어느 조명 환경에서나 고정적으로 

재현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큰 불만족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백색점은 조명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므로, 백색점 가변 공식을 적용한다면 제품 차별화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한층 높은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이너와 생산자가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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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을 여러 가지 제안하였다. 

도출된 회귀 공식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은 항상 흑체궤적 상에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와 같은 경향성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적이 있다 (Vogels & Berentsen, 2006). 현재 

많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서 백색점을 규명할 때 색온도 단위만을 사용하는데, 제품의 성공적인 

차별화를 위해서는 색좌표에 기초하여 백색점을 재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로, 서로 다른 조도의 조명 13가지 하에서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 100개를 평가함으로써, 조명의 

밝기가 선호 백색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주변 조명이 밝아질수록 색순응의 

영향이 커지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이 조명의 색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조도의 영향에 대해 관찰한 기존의 연구들과 정성적으로 일치한다 (Hunt, 1991; 

Oskoui & Pirrotta, 1999a). 따라서 향후 주변 조도에 의한 영향을 추가로 연구한다면 실무적인 가치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준광원 D65와 가장 유사한 조명 6,000 K - 600 lx 하에서, 사용자가 7,400 

K 백색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조명의 색에 의한 영향이 없는 소등 

상태에서도 7,400 K 백색점이 가장 선호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백색점의 표준 

6,500 K (Stupp & Brennesholtz, 1999) 보다 좀 더 높은 색온도를 사용자들이 선호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표준 백색점보다 좀 더 푸른빛을 띠는 백색점을 선호한다는 점은 이전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는데 (Sugiura et al., 2003; Vogels & Heynderickx, 2004), 이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기초하여 백색점의 표준을 새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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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효성 검증 

 

본 장에서는 앞서 4 장에서 도출된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와 검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먼저 사용자 평가 결과 및 도출된 회귀 공식에 대해 디스플레이 제조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본 연구 결과의 실무 활용 가능성과 그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에서의 발견점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 평가 결과를 실제 디바이스에 

적용한 후 검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5.1. 실효성 검증 전문가 인터뷰 

 

5.1.1. 인터뷰 개요 

본 인터뷰에서는 디스플레이 제품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데스크톱 모니터 및 TV)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여 본 결과를 실무자의 

입장에서 검증하고, 본 연구의 실효성과 차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터뷰는 

갤럭시 S4, 갤럭시 탭과 같이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출시하고 있는 삼성전자 DMC 연구소 

Multimedia Platform Lab의 연구원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3년 10월 17일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사용자 평가 진행 방법 및 연구 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 연구 결과의 실효성 및 활용 가능성, 2) 연구 결과의 차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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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인터뷰 내용 

연구 결과의 실효성 및 활용 가능성 

현재 삼성전자에서 출시된 모바일 디바이스 내에 조명 환경의 값을 인식할 수 있는 RGB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 해당 센서는 조명의 밝기뿐만 아니라 색채적 속성을 RGB+W 및 상관 색온도 값으로 입력받을 수 

있다 ([그림 5-1] 참조).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당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명순응·암순응에 따른 자동 

밝기 조절 기능만을 구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용자의 색순응에 따른 디스플레이 백색점 재현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전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인지적인 순응 백색점을 재현하거나, 단지 그 경향성만을 살펴보는 데서 

그친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회귀 공식을 통하여 어느 조명 환경이든 사용자가 

선호하는 디스플레이 백색점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활용 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연구 결과 도출된 백색점 가변 공식의 실효성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5-1] 삼성 갤럭시 S3의 RGB 센서 인식 화면 



 

                                                                                               5. 실효성 검증 

- 54 -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색온도와 delta uv; x-y 좌표; u’-v’ 좌표 기준으로 백색점 가변 공식을 

도출하였는데, 이를 적용하는 과정은 실제 디스플레이 제품의 기능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RGB 센서가 탑재된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 [그림 5-2]와 같이 1) 센서가 입력값 (input)으로 받는 

조명의 RGB 값을 조명의 색온도로 변환하고, 2) 선호 백색점의 색좌표를 RGB 출력값 (output)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 예를 들어 RGB 센서가 탑재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제품을 매장에 

효과적으로 진열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의 가변 공식을 적용하여 해당 매장의 조명 환경에 최적화된 

백색점을 도출하고, 이를 RGB 출력값으로 변환하는 과정만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백색점 가변 공식이 적용되는 과정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응용 방법 및 변환 과정은 각 

제조업체의 전문가가 제품의 기능과 상황에 맞게 연구해야 할 부분으로 논의되었다. 

 

[그림 5-2] RGB 센서가 탑재된 모바일 디바이스의 연구 결과 적용 예시 

 

연구 결과의 차후 발전 방향 

조명 환경에 따른 색순응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색 재현 (color appearance) 분야이다. 한편, 색 항상성 (color constancy)에 

관한 이슈도 사용자의 인지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파악된다. 색 항상성이 

유지되면, 사용자는 어느 조명 환경에서든 특정 색을 같은 색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색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Finlayson, Funt, & Barnard, 1995; Jin & Shevell, 1996).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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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가 실제 디스플레이 제품에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용자가 다양한 조명 환경하에 노출되었을 때,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이 지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인지하면, 이에 따른 불만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5.1.3. 인터뷰에서의 발견점을 통한 개선사항 

인터뷰를 통하여 본 연구 결과의 실효성 및 활용 가능성에 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욱 높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기억색 및 색 항상성에 대한 고려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된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이 실제 디바이스에 

적용되었을 때 색 항상성이 유지되는지 사용자 평가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5.2.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 검증 평가 

 

5.2.1. 평가의 목적 

본 평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가 이를 기존의 디스플레이에 비교하여 선호하는지 평가하여, 도출된 

백색점 가변 공식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음, 백색점 가변 공식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변화하는 

조명 환경하에서 관찰하였을 때,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변화를 지각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5.2.2. 평가의 방법 

평가 참여자 

본 평가에서는 남성 18명과 여성 19명 등 총 37명의 일반 소비자들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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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은 만 21.84세이며, 표준 편차는 2.10세였다. 이시하라 테스트 (Ishihara color vision test)를 

통하여 색맹 혹은 색약이 없음을 검증받은 소비자들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자극물 구성 

검증 평가에 사용되는 조명 환경은 본 평가에서 사용된 조명 환경 총 20 가지를 선정하였다 ([표 4-2] 

참조).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경우 제 4 장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각 조명 환경하에서 추출되었다. 단, 

검증 평가에서는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을 아이패드 Retina 디스플레이 (iPad Retina Display)에 

구현하여 실험하였다. 

 

평가 진행 

본 평가에선 아이패드 2 개를 나란히 스탠드에 세운 후, 사용자가 관찰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두 

아이패드 중 하나의 아이패드엔 본 연구 결과가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하나의 아이패드는 디폴트 상태로 

제시되었다. 단, 사용자에겐 두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 색에 대한 정보를 일절 주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20 가지 조명 환경 아래에서 두 디스플레이에 재현된 백색점을 비교 관찰한 후, 2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다: 1) 이전에 보았던 화면 색과 비교하였을 때, 디스플레이 화면 색이 변하였는가? (변했다 - 

변하지 않았다), 2) 해당 조명에서 두 디스플레이 배경색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가? (왼쪽 - 잘 

모르겠다 - 오른쪽) 

참여자들은 총 40번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0가지 조명 × 2가지 평가 항목), 약 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평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글을 제시하여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이와 함께 나이, 성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평가 순서의 설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명 자극물의 순서 및 연구 결과가 적용된 아이패드의 위치는 모두 랜덤하게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각 조명 환경하에서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10 초 동안 감고, 눈을 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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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동안 방 안을 훑어보도록 지시되었는데, 이는 평가 시각 전 조명 환경에 충분히 순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디바이스의 자동 밝기 조절 기능 (auto brightness)을 

켜두었으며, 다른 색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 명도의 회색 종이가 전면에 덮인 책상 

위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또한 회색 종이에 인쇄하였다 ([그림 5-3] 참조).  

 

[그림 5-3] 검증 평가 환경 설계. 좌: 2,540 K – 607 lx 조명, 우: 19,280 K – 606 lx 조명 

(인쇄 매체 및 모니터에 따라 실제와 다른 색으로 표현될 수 있음) 

 

5.2.3. 평가 결과 및 분석 

평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자 37 명의 응답을 합산하여 카이제곱 적합도 검증 (Chi-square 

goodness of fit test)을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사용자들은 백색점 가변 공식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기존 디스플레이에 비교하여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X2 = 528.78 (df = 2), p < 0.05). 또한, 사용자들은 

공식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변화하는 조명 환경에서 관찰하였을 때,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고 지각하였다 

(X2 = 4.24 (df = 1), p < 0.05). 즉,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이 실제로는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주변 조명의 색에 순응하여 디스플레이 색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조명 환경이 표준 조명 D65 의 색온도 약 6,500 K 에 가까웠을 때, 사용자는 특히 백색점의 변화를 

지각하지 못했다 (X2 = 16.89 (df = 1), p < 0.05). 반면, 조명의 색온도가 2,500 K으로 매우 낮아졌을 때, 

사용자는 백색점의 변화를 지각하기 시작했으며 (X2 = 4.57 (df = 1), p < 0.05), 조명의 색온도가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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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이상으로 높아졌을 때도 백색점의 변화를 지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X2 = 7.81 (df = 1), p < 0.05). 

 

5.2.4. 발견점 및 논의 

검증 평가 결과, 본 연구 결과의 회귀 공식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기존의 디스플레이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들은 대체로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만, 주변 조명의 색온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거나 매우 높아지면 사용자가 

백색점의 변화를 지각하였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선호도와 색 항상성을 동시에 만족스럽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명의 색온도가 매우 낮거나 높은 환경에서 추가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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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을 요약정리하고 사용자 평가를 통해 얻은 주요 발견점을 기술하였다. 

이어서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가변을 위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6.1. 논의 및 주요 발견점 

본 연구에서는 조명 환경에 따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을 탐색하여,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디스플레이 산업의 도약적인 발전 속에서 성공적인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감성 화질 구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기존의 디스플레이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다양한 조명 환경 

아래에서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색채 왜곡 현상으로 인한 불만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은 디스플레이에 재현되는 색의 기준으로써,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색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사용자는 다른 색과 비교하였을 때 백색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작은 색 차이도 소비자에게 큰 불만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디스플레이 백색점 

재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이에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성적 색 재현 방법을 

선택하여, 조명 환경에 따라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백색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환경을 수집하여, 제품 사용 환경의 조명 변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설문 조사를 통해서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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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해당 장소의 조명 환경 350 가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조명 환경을 바탕으로 사용자 평가에 

사용될 조명의 변수를 설계하였다. 다음, 사용자 평가를 통해 조명의 색과 밝기 변화에 따른 선호 

백색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용자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을 

제안하였으며, 목적에 따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총 4 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회귀 공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회귀 공식이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실제로 선호하는지 검증하고, 백색점의 변화를 인지하는지 알아보고자 검증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백색점 가변 공식이 제품에 적용되었을 때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그뿐만 아니라 백색점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 [표 6-1]에서는 

디자이너와 생산자가 조명 환경에 따른 사용자 선호 기반 디스플레이 백색점을 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백색점 가변 공식을 제안하였다. 

[표 6-1] 조명 환경에 따른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 

색온도 및 delta uv 기반 가변 공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displayT = 5140.24 log(lightT) − 11989.86 조명 색온도 (K) 백색점 색온도 (K) 

duv = 7.074E − 007 lightT − 0.003 (lightT ≥ 4300) 

duv = 0 (lightT < 4300) 
조명 색온도 (K) 백색점 색온도 (K) 

CIE 1931 x, y 기반 가변 공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x = −0.062 log(lightT) + 0.538 조명 색온도 (K) x 

y = −0.045 log(lightT) + 0.489 조명 색온도 (K) y 

CIE 1976 u’, v’ 기반 가변 공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u′ = −0.027 log(lightT) + 0.297 조명 색온도 (K) u’ 

v′ = −0.035 log(lightT) + 0.591 조명 색온도 (K) v’ 

선호 백색 곡선 공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y = 0.546𝑒𝑥 − 0.421 (x ≤ 0.334) 

Planckian Locus (x > 0.334)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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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발견점들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조명의 색온도에 따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의 색온도가 변화한다.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주변 조명의 색온도가 변화하면, 색순응 현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의 색온도가 

변화한다. 원래는 누르스름하게 보였던 색이 조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하얗게, 또는 푸르스름하게 보일 

수도 있다. 조명의 색온도가 높아지면 선호 백색점의 색온도 또한 높아지며, 반대로 조명의 색온도가 

낮아지면 선호 백색점의 색온도 또한 낮아진다. 

둘째, 조명이 밝아질수록 선호 백색점의 색온도가 조명의 색온도에 가까워진다. 디스플레이 주변 조명의 

밝기가 밝아지면 색순응의 영향이 커지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의 색온도가 조명의 

색온도에 더욱 가까워진다. 즉, 조명이 어두울 때엔 조명의 색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며, 사용자들은 

한정된 색온도 범위 내의 백색점을 선호한다. 반면에, 조명이 밝아지면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의 

색온도 범위가 매우 넓어지며, 조명의 색과 비슷한 색을 띠는 백색점을 선호하게 된다. 

셋째, 사용자들은 표준 백색점보다 높은 색온도를 선호한다.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표준광원 

D65 와 가까운 조명 환경하에서, 사용자는 7,400 K 색온도의 백색점을 가장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표준으로 제시되는 백색점의 색온도는 약 6,500 K 인데, 실제 소비자들은 좀 더 

푸른빛을 띠는 백색점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넷째,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은 항상 흑체궤적 상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빛은 흑체궤적 상에 가까이 존재하며, 따라서 디스플레이 백색점이 흑체궤적 상에 존재할 

때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유추된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백색점의 색온도가 높아지면 사용자는 delta uv 

값이 양의 크기로 멀어지는 것을 선호한다. 즉, 푸른빛의 백색점은 좀 더 초록빛을 띠고 있을 때 더욱 

선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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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이 실제로 구현되었을 때 색 항상성이 유지된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이 디바이스에 실제로 구현되었을 때, 사용자들은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만, 색온도가 매우 낮거나 높은 조명에서는 그 변화를 

지각하였으며,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이다. 

 

6.2.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조명 환경에 따른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을 탐색하여,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을 

여러 가지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와 생산자가 디스플레이의 색채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목적에 

따라 백색점 가변 공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가변 

공식이 조도 600 lx 근처의 조도 범위에 한정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해당 공식이 어느 조도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평가 시 

조명의 조도를 최대 3,000 lx 로 설계하였으므로, 조도가 매우 밝은 실외 환경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향후 주변 조도에 의한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면 실무적인 

가치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중점으로 사용자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연구 결과가 기존의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보인 경향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따라 선호 백색점이 어떠한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이 RGB 센서가 탑재된 모바일 디바이스에 곧바로 

적용된다면, RGB 센서의 민감성 또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RGB 센서는 디바이스의 위치, 각도 

및 디바이스 주변의 사물 등에 따라 입력받는 조명의 값이 실시간으로 변화한다. 만약 RGB 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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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백색점을 실시간으로 가변한다면, 사용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RGB 센서의 안정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RGB 센서의 입력값에 따라 백색점의 가변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가이드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여자가 20 대 전후의 남녀 소비자로 국한되었는데, 이는 해당 연령대의 소비자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호도에 있어 다른 연령대에서와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만 평가가 진행되었기에 연구 결과의 활용이 우리나라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표준 환경하에서 사용자가 선호하는 백색점에 따라 소비자 그룹을 분류한 후, 각각의 

그룹에 따라서 사용자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차별화된 디스플레이 백색점 가변 공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디스플레이에 재현되는 색채를 차별화하여 

구현한다면, 사용자의 제품 만족 경험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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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록 

 

B.1.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장소 수집: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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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환경 수집 예시 (총 350가지) 

 

 

 

장소 신촌 스무디킹 (서울) 

색온도 (K) 3139 

조도 (lx) 228.2 

delta uv 0,0016 

x, y 0.4295, 0.4054 

 

 

 

장소 가정 침실 (대전) 

색온도 (K) 5117 

조도 (lx) 202.1 

delta uv 0.0178 

x, y 0.3452, 0.3894 

 

 

 

장소 
Yerba Buena Garden  

(San Francisco, CA) 

색온도 (K) 9349 

조도 (lx) 11520 

delta uv 0.0004 

x, y 0.2845, 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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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디스플레이 백색점 자극물 100개 측정값 

 

자극물 휘도 (cd/m2) 색온도 (K) duv x y u' v' 

 
1 86.36 2538 0.0015 0.4745 0.414 0.2704 0.5309 

 
2 100.94 3030 0.0001 0.4348 0.4034 0.2495 0.5208 

 
3 106.56 3538 0.001 0.4043 0.3928 0.2342 0.512 

 
4 127.66 4074 0.0013 0.3781 0.3782 0.223 0.5019 

 
5 127.48 4508 0.0009 0.3609 0.3654 0.2166 0.4936 

 
6 149.55 5025 0.0012 0.3446 0.3536 0.2103 0.4856 

 
7 160.05 5588 0.0016 0.3305 0.3425 0.205 0.478 

 
8 166.61 6026 0.0008 0.3215 0.3328 0.2025 0.4717 

 
9 165.03 6522 -0.0001 0.3132 0.3232 0.2004 0.4652 

 
10 168.26 7050 0.0008 0.3055 0.3171 0.1973 0.4607 

 
11 185.96 7072 0.0026 0.3047 0.3198 0.1957 0.4621 

 
12 175.62 7411 0.0019 0.3007 0.3143 0.195 0.4584 

 
13 164.97 7999 0.0009 0.2949 0.306 0.194 0.4528 

 
14 150.84 9034 0.0006 0.2865 0.296 0.1917 0.4456 

 
15 142.36 9982 0.0015 0.2801 0.29 0.1893 0.4409 

 
16 132.14 11128 -0.0003 0.2758 0.281 0.1895 0.4345 

 
17 128.13 11969 0.0013 0.2716 0.2785 0.1873 0.4323 

 
18 115.25 15108 0.0016 0.2634 0.2675 0.1854 0.4236 

 
19 106.74 19628 0.0012 0.2579 0.2575 0.1851 0.4158 

 
20 88.39 2529 0.006 0.4847 0.4287 0.2702 0.5377 

 
21 103.49 2994 0.0066 0.4476 0.4246 0.2487 0.5307 

 
22 117.54 3549 0.0046 0.4074 0.4026 0.2323 0.5164 

 
23 130.68 4046 0.0043 0.3814 0.3868 0.2218 0.5061 

 
24 147.92 4640 0.0062 0.3584 0.3747 0.2114 0.4974 

 
25 158.34 5110 0.0063 0.3432 0.3629 0.2059 0.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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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 휘도 (cd/m2) 색온도 (K) duv x y u' v' 

 
26 163.23 6053 0.005 0.3206 0.3401 0.1992 0.4753 

 
27 160.96 7021 0.0043 0.3049 0.3232 0.1946 0.464 

 
28 147.15 8022 0.0056 0.2927 0.3127 0.1899 0.4564 

 
29 144.87 8944 0.0065 0.2842 0.3046 0.1867 0.4504 

 
30 146.15 10004 0.0052 0.2779 0.2943 0.186 0.4432 

 
31 137.77 10755 0.0049 0.2741 0.2891 0.1852 0.4394 

 
32 132.07 11847 0.0061 0.2688 0.2843 0.183 0.4356 

 
33 119.36 15320 0.0051 0.2604 0.2702 0.182 0.425 

 
34 111.02 18508 0.0051 0.2559 0.2626 0.1815 0.4191 

 
35 107.46 3119 0.0104 0.4439 0.4336 0.2427 0.5334 

 
36 117.15 3456 0.0094 0.4185 0.4198 0.2325 0.5247 

 
37 135.09 3970 0.0107 0.39 0.4068 0.2197 0.5155 

 
38 148.09 4495 0.0092 0.3651 0.3863 0.2115 0.5035 

 
39 161.23 5048 0.0086 0.3455 0.3696 0.205 0.4932 

 
40 170.03 6003 0.0094 0.3212 0.3495 0.1961 0.4801 

 
41 158.58 7027 0.0088 0.3035 0.3307 0.1908 0.4679 

 
42 166.71 7987 0.0106 0.291 0.3206 0.1858 0.4605 

 
43 161.09 9050 0.0109 0.2811 0.3096 0.1827 0.4529 

 
44 149.33 10045 0.0093 0.2752 0.2992 0.1823 0.4458 

 
45 140.81 11052 0.0111 0.2688 0.2945 0.1793 0.442 

 
46 134.11 11995 0.0101 0.2655 0.288 0.1792 0.4375 

 
47 121.89 14883 0.011 0.2567 0.2771 0.1767 0.4291 

 
48 112.32 19889 0.0099 0.2505 0.2641 0.1768 0.4194 

 
49 107.54 3048 0.0162 0.4592 0.4556 0.2433 0.5432 

 
50 125.12 3542 0.0156 0.4203 0.4366 0.2272 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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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 휘도 (cd/m2) 색온도 (K) duv x y u' v' 

 
51 136.94 3978 0.014 0.3922 0.416 0.2177 0.5195 

 
52 156.47 4623 0.0139 0.3621 0.3943 0.2067 0.5064 

 
53 152.31 5122 0.0163 0.3448 0.3856 0.1988 0.5002 

 
54 162.93 6038 0.0125 0.3202 0.3552 0.1934 0.4827 

 
55 174.65 7002 0.0147 0.3021 0.3414 0.1861 0.4733 

 
56 174.14 8003 0.0153 0.2887 0.3279 0.1816 0.4642 

 
57 172.02 8918 0.0149 0.28 0.3166 0.1795 0.4567 

 
58 158.18 10020 0.0153 0.2717 0.3071 0.177 0.45 

 
59 146.88 10988 0.0162 0.2656 0.3012 0.1747 0.4456 

 
60 135.34 12211 0.0135 0.2623 0.2908 0.1759 0.4387 

 
61 122.57 16051 0.0142 0.2519 0.2765 0.1733 0.428 

 
62 113.25 19740 0.015 0.2464 0.2686 0.172 0.4219 

 
63 85.93 2553 -0.0061 0.4587 0.3912 0.2708 0.5195 

 
64 102.64 3194 -0.006 0.4159 0.3818 0.2465 0.5091 

 
65 111.49 3529 -0.0049 0.3988 0.3768 0.2372 0.5043 

 
66 121.88 4027 -0.0054 0.3756 0.3625 0.2277 0.4944 

 
67 132.15 4534 -0.0041 0.3579 0.3533 0.2195 0.4874 

 
68 142 5054 -0.0042 0.3428 0.3415 0.2138 0.4793 

 
69 157.32 6037 -0.0043 0.3218 0.3233 0.2064 0.4666 

 
70 155.52 6957 -0.0044 0.3082 0.31 0.202 0.4571 

 
71 154.28 8004 -0.0047 0.2971 0.2981 0.1987 0.4484 

 
72 142.86 9139 -0.0065 0.2894 0.2861 0.1977 0.4398 

 
73 131.87 10235 -0.0035 0.2817 0.2824 0.1935 0.4363 

 
74 124.84 11019 -0.0047 0.2789 0.2767 0.1936 0.4322 

 
75 121.86 12231 -0.0055 0.2752 0.2704 0.1934 0.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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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물 휘도 (cd/m2) 색온도 (K) duv x y u' v' 

 
76 114.66 14720 -0.0053 0.2692 0.2623 0.192 0.4208 

 
77 104.94 19127 -0.0061 0.2642 0.2525 0.1921 0.4131 

 
78 85.02 2555 -0.0104 0.4505 0.3786 0.2713 0.513 

 
79 95.94 3038 -0.0105 0.4193 0.3728 0.2528 0.5057 

 
80 109.27 3543 -0.0091 0.394 0.3654 0.2389 0.4985 

 
81 122.12 4229 -0.0103 0.3652 0.3462 0.2274 0.485 

 
82 133.54 5060 -0.011 0.3414 0.3277 0.2185 0.4719 

 
83 147.79 5979 -0.0096 0.3232 0.315 0.2108 0.4622 

 
84 152.19 7063 -0.0092 0.3082 0.3014 0.2054 0.452 

 
85 148.52 8027 -0.0114 0.2995 0.2887 0.2043 0.443 

 
86 143.24 8826 -0.0107 0.2934 0.2831 0.202 0.4385 

 
87 134.63 9750 -0.01 0.2877 0.2778 0.1999 0.4342 

 
88 121.97 11612 -0.0098 0.2799 0.2685 0.1978 0.4268 

 
89 120.41 12018 -0.011 0.2794 0.2657 0.1985 0.4248 

 
90 112.03 14938 -0.01 0.2722 0.2576 0.1963 0.4179 

 
91 103.71 19009 -0.0109 0.268 0.2489 0.1966 0.411 

 
92 95.98 3052 -0.0147 0.413 0.3613 0.2538 0.4996 

 
93 115.01 3973 -0.0127 0.373 0.3465 0.2327 0.4863 

 
94 126.6 5000 -0.0156 0.3419 0.3198 0.2222 0.4677 

 
95 142.25 6419 -0.0152 0.3173 0.2997 0.2129 0.4524 

 
96 139.26 7003 -0.0162 0.3106 0.2916 0.2114 0.4465 

 
97 143.1 8031 -0.0149 0.3009 0.2839 0.2073 0.4401 

 
98 135.61 8910 -0.0148 0.2948 0.2774 0.2054 0.435 

 
99 113.39 13263 -0.014 0.2782 0.2585 0.2006 0.4195 

 
100 105.38 18064 -0.015 0.2719 0.2472 0.2006 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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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조명 색에 따른 디스플레이 백색점 선호도 평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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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조명 색에 따른 디스플레이 백색점 선호도 평가: 평균 점수 

 

(N=56) 

 

백색점 

자극물 

조명 색온도 (K), 조도 600 lx 기준 

25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5000 20000 

1 -1.48 -1.54 -1.88 -1.89 -1.95 -1.91 -1.89 -1.93 -1.95 -1.91 -1.75 

2 -0.70 -0.86 -1.39 -1.61 -1.79 -1.66 -1.63 -1.73 -1.79 -1.75 -1.70 

3 -0.41 -0.59 -0.68 -1.04 -1.36 -1.23 -1.27 -1.61 -1.39 -1.50 -1.39 

4 0.23 0.27 0.11 -0.79 -0.93 -0.98 -1.04 -1.09 -1.13 -1.16 -1.09 

5 0.57 0.30 0.29 -0.30 -0.70 -0.88 -0.80 -0.95 -0.93 -1.05 -1.00 

6 0.93 0.68 0.80 0.02 -0.16 -0.52 -0.82 -0.68 -0.68 -0.55 -0.70 

7 1.36 1.07 1.39 0.41 0.09 -0.14 0.04 -0.27 -0.09 -0.27 -0.32 

8 1.23 1.43 1.52 0.91 0.75 0.20 0.23 0.25 0.21 -0.16 -0.16 

9 1.00 1.30 1.64 1.00 0.63 0.43 0.57 0.48 0.50 0.36 0.25 

10 0.89 1.25 1.29 1.34 0.93 0.91 0.93 0.79 0.88 0.50 0.46 

11 0.88 1.20 1.23 1.45 1.41 1.23 1.21 1.18 1.07 0.68 0.88 

12 0.63 0.64 0.68 1.66 1.70 1.61 1.36 1.20 1.07 0.77 0.93 

13 0.43 0.39 0.61 0.95 1.13 1.07 0.98 1.41 1.11 0.86 0.96 

14 -0.25 0.02 -0.11 0.30 0.63 0.80 0.59 0.75 1.27 0.91 1.05 

15 -0.50 -0.27 -0.11 -0.09 0.11 0.09 0.36 1.00 0.68 1.05 1.23 

16 -0.68 -1.09 -0.86 -0.64 -0.73 -0.45 0.05 -0.14 0.36 0.43 0.63 

17 -0.80 -0.89 -0.70 -0.89 -0.71 -0.55 -0.39 0.23 -0.14 0.34 0.45 

18 -1.25 -1.14 -1.09 -1.18 -0.98 -0.86 -0.86 -0.25 -0.68 -0.48 -0.61 

19 -1.45 -1.45 -1.46 -1.39 -1.34 -1.27 -1.30 -1.04 -1.20 -0.91 -0.79 

20 -1.43 -1.71 -1.88 -1.80 -1.82 -1.89 -1.93 -1.88 -1.91 -1.89 -1.91 

21 -0.75 -1.07 -1.59 -1.64 -1.79 -1.57 -1.88 -1.68 -1.75 -1.80 -1.79 

22 -0.38 -0.52 -1.05 -1.13 -1.11 -1.41 -1.36 -1.41 -1.27 -1.43 -1.52 

23 0.21 0.11 -0.64 -0.84 -0.98 -1.14 -1.11 -1.32 -1.13 -0.95 -1.00 

24 0.52 0.34 0.25 0.05 -0.27 -0.48 -0.52 -0.73 -0.54 -0.29 -0.63 

25 0.88 0.63 0.75 0.59 0.32 -0.32 -0.39 -0.61 -0.32 -0.50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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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6) 

 

백색점 

자극물 

조명 색온도 (K), 조도 600 lx 기준 

25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5000 20000 

26 1.16 1.25 1.21 1.38 1.32 0.79 0.73 0.59 0.54 0.07 -0.09 

27 0.68 0.86 1.14 1.54 1.50 1.52 1.25 1.38 1.20 0.75 0.71 

28 -0.04 0.61 0.54 1.23 1.38 1.36 1.66 1.52 1.39 1.04 1.04 

29 -0.34 -0.25 -0.11 0.48 0.84 1.09 1.32 1.14 1.52 1.09 1.14 

30 -0.34 -0.14 -0.23 0.54 0.88 1.05 0.82 1.00 1.14 1.16 1.30 

31 -0.88 -0.84 -0.80 -0.13 -0.09 0.39 0.36 0.52 0.61 0.89 0.89 

32 -0.88 -1.09 -1.04 -0.54 -0.18 -0.09 0.07 -0.09 0.43 0.66 0.80 

33 -1.21 -1.52 -1.29 -1.05 -0.75 -0.86 -0.25 -0.27 -0.23 0.14 0.39 

34 -1.46 -1.36 -1.39 -1.16 -1.04 -1.00 -1.02 -0.73 -0.84 -0.66 -0.52 

35 -0.66 -0.89 -1.48 -1.50 -1.48 -1.61 -1.73 -1.59 -1.71 -1.71 -1.64 

36 -0.27 -0.48 -1.18 -1.27 -1.41 -1.52 -1.61 -1.59 -1.57 -1.57 -1.41 

37 0.04 -0.13 -0.63 -0.77 -0.89 -1.02 -1.25 -1.21 -0.96 -1.07 -0.98 

38 0.39 0.34 -0.29 -0.29 -0.55 -0.77 -0.86 -1.29 -0.80 -0.98 -1.11 

39 0.54 0.59 0.43 0.36 -0.04 -0.34 -0.45 -0.79 -0.54 -0.43 -0.75 

40 0.77 1.02 1.05 1.36 1.20 0.70 0.46 0.52 0.46 0.32 0.29 

41 0.41 0.73 0.39 1.04 1.32 1.30 0.91 1.20 1.14 0.79 0.75 

42 0.00 -0.13 -0.23 0.61 1.25 0.96 1.18 1.18 1.27 1.04 1.09 

43 -0.39 -0.43 -0.34 0.30 0.45 0.79 1.16 1.02 1.30 1.14 1.23 

44 -0.50 -0.32 -0.48 -0.11 -0.07 0.48 0.50 0.88 0.73 1.29 1.36 

45 -0.89 -1.18 -0.95 -0.66 -0.30 -0.02 0.38 0.46 0.55 0.93 1.09 

46 -0.75 -1.04 -0.98 -0.50 -0.30 -0.04 -0.09 0.18 0.30 0.89 0.96 

47 -1.23 -1.29 -1.27 -0.89 -0.95 -0.88 -0.48 -0.25 -0.18 0.02 0.32 

48 -1.41 -1.43 -1.39 -1.34 -1.29 -1.09 -0.95 -0.46 -0.73 -0.46 -0.20 

49 -0.66 -1.38 -1.66 -1.80 -1.73 -1.71 -1.84 -1.82 -1.80 -1.75 -1.71 

50 -0.27 -0.77 -1.25 -1.38 -1.36 -1.50 -1.52 -1.50 -1.55 -1.48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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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6) 

 

백색점 

자극물 

조명 색온도 (K), 조도 600 lx 기준 

25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5000 20000 

51 0.04 -0.14 -0.86 -1.07 -1.14 -1.36 -1.27 -1.14 -1.16 -1.32 -1.29 

52 0.39 -0.02 -0.52 -0.46 -0.54 -0.88 -0.82 -0.96 -0.82 -0.86 -1.05 

53 0.54 -0.07 -0.46 -0.11 -0.32 -0.43 -0.73 -0.98 -0.66 -0.61 -0.91 

54 0.77 0.20 -0.25 1.14 0.61 0.23 0.11 0.07 -0.04 -0.05 -0.20 

55 0.41 0.07 -0.55 0.73 0.70 0.64 0.39 0.16 0.05 -0.02 -0.16 

56 0.00 -0.41 -0.57 0.36 0.59 0.59 0.77 0.45 0.79 0.50 0.52 

57 -0.39 -0.39 -0.52 -0.13 0.27 0.50 0.27 0.70 0.68 0.75 0.61 

58 -0.50 -0.93 -0.89 -0.59 -0.30 -0.25 0.09 0.09 0.54 0.55 0.43 

59 -0.89 -1.05 -1.09 -0.75 -0.70 -0.38 -0.21 -0.16 0.16 0.32 0.38 

60 -0.75 -1.43 -1.36 -1.14 -0.77 -0.59 -0.14 -0.21 -0.04 0.46 0.30 

61 -1.23 -1.27 -1.32 -1.29 -1.07 -1.13 -0.80 -0.55 -0.64 -0.18 0.14 

62 -1.41 -1.86 -1.66 -1.52 -1.20 -1.34 -1.21 -1.09 -1.09 -0.66 -0.43 

63 -1.27 -1.52 -1.82 -1.73 -1.82 -1.80 -1.95 -1.89 -1.82 -1.88 -1.86 

64 -0.73 -1.16 -1.29 -1.64 -1.54 -1.73 -1.50 -1.75 -1.63 -1.54 -1.45 

65 -0.55 -0.64 -0.96 -1.11 -1.16 -1.27 -1.41 -1.50 -1.38 -1.34 -1.45 

66 -0.38 -0.36 -0.52 -0.93 -1.13 -1.13 -1.30 -1.30 -1.27 -1.34 -1.48 

67 0.48 0.20 0.20 -0.77 -1.02 -1.00 -1.13 -0.86 -1.02 -0.63 -0.79 

68 0.45 0.38 0.73 -0.16 -0.18 -0.54 -0.82 -0.68 -0.80 -0.59 -0.84 

69 0.89 0.46 0.98 0.63 0.02 0.00 -0.23 -0.46 -0.20 -0.32 -0.45 

70 0.41 0.73 0.98 0.98 0.75 0.41 0.29 0.21 0.02 -0.25 -0.38 

71 0.38 -0.13 0.18 -0.39 0.27 -0.13 0.80 0.16 0.79 0.07 -0.30 

72 -0.46 -0.34 -0.25 -0.39 -0.16 -0.48 -0.13 0.07 0.63 -0.23 -0.29 

73 -0.54 -0.41 -0.63 -0.43 -0.54 -0.39 -0.23 -0.20 0.38 -0.20 0.00 

74 -0.88 -1.04 -0.93 -0.55 -0.63 -0.32 -0.59 -0.59 -0.29 -0.18 -0.20 

75 -1.07 -1.13 -1.02 -0.88 -0.63 -0.84 -0.32 -0.61 -0.27 -0.25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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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6) 

 

백색점 

자극물 

조명 색온도 (K), 조도 600 lx 기준 

25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5000 20000 

76 -1.18 -1.29 -1.38 -0.86 -0.86 -0.88 -0.73 -0.98 -0.75 -0.73 -0.61 

77 -1.45 -1.14 -1.34 -1.20 -1.14 -0.96 -1.20 -0.64 -0.98 -1.04 -1.05 

78 -1.21 -1.43 -1.61 -1.77 -1.88 -1.73 -1.88 -1.86 -1.80 -1.80 -1.86 

79 -1.23 -1.13 -1.34 -1.50 -1.59 -1.66 -1.75 -1.84 -1.71 -1.71 -1.82 

80 -0.79 -0.68 -0.91 -1.34 -1.43 -1.43 -1.54 -1.43 -1.59 -1.48 -1.50 

81 -0.29 -0.63 -0.64 -0.73 -0.91 -0.98 -1.14 -1.04 -1.13 -0.89 -1.04 

82 0.05 -0.23 -0.13 -0.45 -0.27 -0.82 -1.04 -0.89 -0.91 -0.82 -0.88 

83 -0.02 0.04 0.02 0.09 -0.20 -0.45 -0.75 -0.61 -0.70 -0.70 -0.55 

84 -0.30 0.18 0.41 -0.07 -0.30 -0.32 -0.52 -0.18 -0.52 -0.63 -0.71 

85 -0.38 -0.61 -0.52 -0.23 -0.27 -0.29 -0.18 -0.39 -0.34 0.04 -0.68 

86 -0.52 -1.00 -0.75 -0.39 -0.23 -0.57 -0.43 -0.52 -0.29 -0.48 -0.61 

87 -0.79 -1.25 -0.96 -0.55 -0.55 -0.55 -0.61 -0.43 -0.25 -0.61 -0.59 

88 -0.80 -1.25 -1.05 -0.63 -0.66 -0.55 -0.91 -0.50 -0.77 -0.45 -0.45 

89 -0.98 -1.34 -1.21 -1.05 -0.86 -0.95 -0.91 -0.80 -0.75 -0.43 -0.66 

90 -1.23 -1.34 -1.32 -1.25 -1.16 -1.16 -0.82 -0.77 -0.68 -0.88 -0.80 

91 -1.38 -1.52 -1.50 -1.50 -1.38 -1.55 -1.27 -1.34 -0.86 -1.23 -1.00 

92 -1.07 -1.21 -1.48 -1.71 -1.70 -1.63 -1.84 -1.70 -1.84 -1.68 -1.71 

93 -0.80 -1.04 -1.18 -1.32 -1.45 -1.45 -1.43 -1.57 -1.45 -1.61 -1.61 

94 -0.82 -0.70 -0.91 -1.09 -0.96 -1.09 -1.36 -1.39 -1.25 -1.32 -1.18 

95 -0.09 -0.04 -0.07 -0.52 -0.73 -0.82 -1.00 -0.63 -0.89 -1.23 -0.54 

96 -0.52 -0.82 -0.61 -0.70 -0.80 -1.02 -1.11 -1.02 -1.16 -1.07 -0.98 

97 -0.82 -0.98 -0.84 -0.57 -0.61 -0.91 -0.25 -0.95 -0.27 -0.68 -0.86 

98 -0.57 -0.68 -0.75 -1.00 -1.04 -0.95 -0.23 -0.64 -0.30 -0.57 -0.84 

99 -0.96 -1.02 -1.04 -0.95 -0.96 -0.91 -1.21 -0.77 -1.07 -0.61 -0.73 

100 -1.41 -1.63 -1.66 -1.20 -1.27 -1.20 -1.20 -1.48 -1.13 -1.3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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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조명 밝기에 따른 디스플레이 백색점 선호도 평가: 평균 점수 

 

(N=56) 

 

백색점 

자극물 

0 K 

0 lx 

4000 K  

30 lx 

6000 K 

30 lx 

10000 K 

30 lx 

20000 K 

30 lx 

4000 K 

3000 lx 

6000 K 

3000 lx 

10000 K 

3000 lx 

20000 K 

3000 lx 

1 -1.75 -1.89 -1.77 -1.95 -1.86 -1.63 -1.95 -1.95 -1.82 

2 -1.57 -1.52 -1.64 -1.79 -1.66 -1.36 -1.66 -1.71 -1.73 

3 -1.09 -0.98 -1.18 -1.20 -1.11 -0.86 -1.34 -1.34 -1.43 

4 -1.18 -0.82 -1.09 -1.16 -1.18 0.21 -1.04 -1.11 -1.11 

5 -0.70 -0.38 -0.84 -0.88 -0.91 0.43 -0.75 -0.70 -0.96 

6 -0.63 -0.04 -0.64 -0.79 -0.89 0.68 -0.13 -0.63 -0.88 

7 0.00 0.39 0.02 0.04 -0.30 1.02 0.75 -0.29 -0.16 

8 0.46 0.96 0.34 0.32 -0.07 1.36 0.96 0.02 0.13 

9 0.43 1.34 0.73 0.66 0.36 0.77 1.41 0.30 0.50 

10 0.64 1.45 1.04 1.14 0.82 0.59 1.29 0.50 0.75 

11 1.02 1.36 1.32 1.30 1.25 0.18 1.09 0.57 0.57 

12 1.30 1.32 1.52 1.59 1.25 0.23 0.96 0.98 0.86 

13 1.16 1.30 1.36 1.48 1.39 0.34 0.95 1.07 1.00 

14 0.75 0.63 0.89 1.11 1.13 0.41 0.41 1.14 1.04 

15 0.55 0.68 0.59 1.00 1.00 -0.46 0.18 1.38 1.14 

16 0.00 -0.30 -0.14 0.39 0.32 -0.93 -0.20 0.84 1.21 

17 0.29 0.00 0.00 0.25 0.34 -0.98 -0.61 0.38 0.88 

18 -0.52 -0.36 -0.52 -0.39 -0.38 -1.18 -1.07 -0.34 0.09 

19 -0.66 -1.07 -0.68 -0.50 -0.55 -1.32 -1.46 -0.84 -0.50 

20 -1.73 -1.91 -1.80 -1.89 -1.80 -1.66 -1.88 -1.86 -1.80 

21 -1.59 -1.68 -1.59 -1.84 -1.71 -1.27 -1.71 -1.79 -1.70 

22 -1.41 -1.05 -1.13 -1.30 -1.21 -0.82 -1.30 -1.39 -1.48 

23 -1.14 -0.93 -1.00 -1.20 -1.11 -0.70 -0.48 -1.13 -1.25 

24 -0.70 -0.41 -0.30 -0.66 -0.61 0.02 -0.41 -0.50 -0.68 

25 -0.14 0.00 -0.04 -0.14 -0.18 0.02 0.34 -0.54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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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6) 

 

백색점 

자극물 

0 K 

0 lx 

4000 K  

30 lx 

6000 K 

30 lx 

10000 K 

30 lx 

20000 K 

30 lx 

4000 K 

3000 lx 

6000 K 

3000 lx 

10000 K 

3000 lx 

20000 K 

3000 lx 

26 0.14 0.84 0.48 0.05 0.14 0.88 1.09 0.16 -0.23 

27 1.23 1.41 1.45 1.38 1.09 0.46 1.18 1.02 0.86 

28 1.05 1.38 1.30 1.32 1.32 0.30 0.73 1.04 0.18 

29 0.55 0.80 0.89 1.13 1.05 0.25 -0.05 0.91 0.27 

30 0.63 0.73 0.66 1.04 1.09 -0.45 -0.04 1.20 1.20 

31 0.41 -0.30 0.63 0.71 0.79 -1.07 -0.48 0.98 0.86 

32 -0.16 -0.75 -0.29 0.30 0.27 -0.84 -0.50 0.29 0.36 

33 0.11 -0.93 -0.13 0.02 0.21 -1.23 -1.14 -0.45 0.29 

34 -0.54 -1.02 -0.63 -0.43 -0.52 -1.61 -1.38 -0.61 -0.34 

35 -1.61 -1.45 -1.61 -1.66 -1.70 -1.55 -1.50 -1.55 -1.59 

36 -1.59 -1.41 -1.36 -1.48 -1.48 -1.23 -1.43 -1.59 -1.59 

37 -1.21 -1.07 -1.04 -1.21 -1.20 -0.80 -0.96 -1.05 -1.16 

38 -0.68 -0.70 -0.36 -0.63 -0.70 -0.73 -0.82 -0.80 -1.02 

39 -0.23 0.00 -0.09 -0.39 -0.52 -0.13 -0.45 -0.59 -0.73 

40 0.29 0.55 0.48 0.34 0.27 0.61 0.64 0.25 -0.30 

41 1.05 1.41 1.34 1.09 1.05 0.23 0.70 0.38 0.36 

42 0.38 0.39 0.89 1.00 0.88 0.41 -0.23 0.41 0.30 

43 0.64 -0.07 0.98 1.14 1.18 -0.05 0.14 0.66 0.61 

44 0.32 0.20 0.59 0.86 1.04 -1.07 0.07 0.55 0.25 

45 0.09 -0.68 0.20 0.39 0.79 -1.11 -0.57 -0.27 0.30 

46 0.00 -0.70 0.05 0.43 0.50 -1.14 -0.71 0.09 0.02 

47 -0.88 -0.89 -0.68 -0.68 -0.55 -1.38 -1.00 -0.52 -0.45 

48 -0.84 -1.14 -0.70 -0.70 -0.55 -1.41 -1.39 -0.70 -0.88 

49 -1.70 -1.82 -1.68 -1.84 -1.80 -1.66 -1.68 -1.68 -1.68 

50 -1.39 -1.36 -1.39 -1.46 -1.41 -1.48 -1.38 -1.4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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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6) 

 

백색점 

자극물 

0 K 

0 lx 

4000 K  

30 lx 

6000 K 

30 lx 

10000 K 

30 lx 

20000 K 

30 lx 

4000 K 

3000 lx 

6000 K 

3000 lx 

10000 K 

3000 lx 

20000 K 

3000 lx 

51 -1.27 -1.04 -0.91 -1.20 -1.13 -1.09 -0.95 -1.29 -1.36 

52 -0.75 -0.80 -0.61 -0.70 -0.84 -0.98 -0.64 -0.89 -0.91 

53 -0.68 -0.41 -0.57 -0.79 -0.75 -1.02 -0.45 -0.95 -0.82 

54 0.14 0.09 0.54 0.32 0.00 -0.80 -0.39 -0.41 -0.61 

55 0.07 -0.39 0.48 0.20 0.39 -0.79 -0.23 -0.30 -0.38 

56 -0.07 -0.20 0.38 0.45 0.55 -0.77 -0.05 -0.27 0.02 

57 -0.27 -0.11 0.16 0.43 0.46 -1.27 -0.14 -0.29 -0.43 

58 -0.14 -0.79 0.14 0.18 0.46 -1.23 -0.79 -0.55 0.04 

59 -0.45 -0.82 -0.57 -0.41 0.04 -1.39 -0.57 -0.32 -0.29 

60 -0.64 -1.11 -0.54 -0.27 0.00 -1.21 -0.61 -0.68 -0.38 

61 -0.82 -0.95 -0.50 -0.52 -0.30 -1.54 -1.18 -0.91 -0.68 

62 -1.13 -1.39 -0.95 -1.07 -0.64 -1.64 -1.41 -1.04 -1.07 

63 -1.57 -1.91 -1.70 -1.70 -1.63 -1.82 -1.82 -1.88 -1.75 

64 -1.27 -1.41 -1.11 -1.27 -1.23 -1.41 -1.57 -1.70 -1.57 

65 -0.91 -1.21 -0.96 -1.13 -0.98 -1.32 -1.21 -1.32 -1.45 

66 -1.29 -1.13 -1.09 -1.21 -1.18 -0.61 -1.20 -1.14 -1.30 

67 -0.16 -0.57 -0.41 -0.64 -0.23 -0.63 -0.61 -1.04 -1.14 

68 -0.16 0.21 -0.29 -0.48 -0.29 -0.30 -0.11 -0.84 -0.86 

69 0.14 0.64 0.32 0.27 0.34 0.45 0.45 0.11 -0.34 

70 0.00 1.13 -0.20 -0.16 -0.21 0.57 0.68 0.70 0.11 

71 0.34 0.95 0.48 0.45 -0.05 0.09 0.57 0.39 0.79 

72 0.64 0.63 0.68 0.48 0.61 -0.38 -0.34 0.09 0.59 

73 0.13 0.14 0.20 0.34 -0.02 -0.71 -0.59 0.34 0.98 

74 0.00 -0.41 0.00 0.11 -0.18 -0.91 -0.59 0.34 0.84 

75 -0.34 -0.39 -0.61 -0.38 -0.43 -1.18 -0.89 -0.3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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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6) 

 

백색점 

자극물 

0 K 

0 lx 

4000 K  

30 lx 

6000 K 

30 lx 

10000 K 

30 lx 

20000 K 

30 lx 

4000 K 

3000 lx 

6000 K 

3000 lx 

10000 K 

3000 lx 

20000 K 

3000 lx 

76 -0.61 -0.71 -0.91 -0.59 -0.73 -1.50 -1.18 -0.27 -0.13 

77 -0.86 -0.59 -0.89 -0.70 -0.70 -1.64 -1.57 -0.91 -0.36 

78 -1.75 -1.75 -1.82 -1.84 -1.88 -1.75 -1.84 -1.93 -1.88 

79 -1.63 -1.70 -1.45 -1.61 -1.55 -1.57 -1.70 -1.63 -1.63 

80 -1.46 -1.13 -1.32 -1.30 -1.55 -1.07 -1.50 -1.55 -1.43 

81 -1.27 -0.89 -1.18 -1.39 -1.43 -0.96 -0.89 -1.04 -1.07 

82 -1.00 -0.54 -0.98 -1.05 -1.00 -0.38 -0.70 -0.91 -1.02 

83 -0.55 -0.29 -0.54 -0.70 -0.86 -0.09 0.00 -0.32 -0.52 

84 -0.09 0.48 -0.36 -0.20 -0.46 0.05 -0.21 -0.11 -0.27 

85 0.02 -0.30 -0.32 -0.25 -0.16 -0.36 -0.34 0.02 -0.07 

86 -0.45 -0.30 -0.16 -0.34 -0.41 -0.79 -0.59 -0.05 -0.21 

87 -0.14 -0.75 -0.50 -0.29 -0.61 -0.75 -0.84 -0.36 0.36 

88 -0.29 -0.11 -0.32 -0.54 -0.39 -0.93 -0.71 -0.41 0.34 

89 -0.48 -0.82 -0.71 -0.57 -0.68 -1.14 -0.80 -0.48 -0.20 

90 -0.54 -0.70 -0.55 -0.54 -0.63 -1.32 -1.34 -0.95 -0.18 

91 -1.02 -1.20 -1.09 -0.98 -1.00 -1.57 -1.59 -1.29 -0.34 

92 -1.61 -1.61 -1.64 -1.68 -1.64 -1.45 -1.71 -1.71 -1.68 

93 -1.29 -1.20 -1.21 -1.36 -1.30 -0.95 -1.46 -1.45 -1.25 

94 -1.05 -1.04 -1.21 -1.11 -0.79 -0.84 -1.29 -1.16 -1.23 

95 -0.98 -0.46 -1.13 -0.98 -0.96 -0.66 -0.48 -0.68 -0.57 

96 -0.84 -0.50 -0.70 -0.79 -0.79 -0.25 -0.89 -0.82 -0.77 

97 -0.11 -0.61 -0.18 -0.29 0.21 -0.64 -0.63 -0.84 0.11 

98 -0.80 -0.41 -0.73 -0.88 -0.91 -0.79 -0.80 -0.61 0.13 

99 -0.71 -0.57 -0.86 -0.93 -0.96 -1.14 -1.32 -0.86 -0.66 

100 -0.70 -1.27 -0.70 -0.75 -0.82 -1.41 -1.61 -1.09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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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 검증 평가: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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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 검증 평가: 선호도 빈도수 

 

 

(N=37) 

조명 환경 기존 백색점 연구 결과 잘 모르겠다 카이제곱 적합도 검증 (*: p<0.05) 

2500 K - 600 lx 9 28 0 X2=9.76 (df=1)* 

3000 K - 600 lx 10 27 0 X2=7.81 (df=1)* 

4000 K - 600 lx 13 19 5 X2=8.00 (df=2)* 

5000 K - 600 lx 11 26 0 X2=6.08 (df=1)* 

6000 K - 600 lx 12 25 0 X2=4.57 (df=1)* 

7000 K - 600 lx 12 25 0 X2=4.57 (df=1)* 

8000 K - 600 lx 10 27 0 X2=7.81 (df=1)* 

9000 K - 600 lx 12 25 0 X2=4.57 (df=1)* 

10000 K - 600 lx 10 27 0 X2=7.81 (df=1)* 

15000 K - 600 lx 11 26 0 X2=6.08 (df=1)* 

20000 K - 600 lx 10 27 0 X2=7.81 (df=1)* 

4000 K - 30 lx 6 31 0 X2=16.89 (df=1)* 

6000 K - 30 lx 11 26 0 X2=6.08 (df=1)* 

10000 K - 30 lx 9 28 0 X2=9.76 (df=2)* 

20000 K - 30 lx 10 27 0 X2=7.81 (df=1)* 

4000 K - 3000 lx 8 29 0 X2=11.92 (df=1)* 

6000 K - 3000 lx 14 18 6 X2=5.24 (df=2) 

10000 K - 3000 lx 12 25 0 X2=4.57 (df=1)* 

20000 K - 3000 lx 10 27 0 X2=7.81 (df=1)* 

OFF 11 26 0 X2=6.08 (df=1)* 

TOTAL 211 518 11 X2=528.78 (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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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 사용자 선호 기반 백색점 검증 평가: 색 변화 인지 빈도수 

 

 

(N=37) 

조명 환경 변했다 안 변했다 카이제곱 적합도 검증 (*: p<0.05) 

2500 K - 600 lx 25 12 X2=4.57 (df=1)* 

3000 K - 600 lx 22 15 X2=1.32 (df=1) 

4000 K - 600 lx 16 21 X2=0.68 (df=1) 

5000 K - 600 lx 13 24 X2=3.27 (df=1) 

6000 K - 600 lx 6 31 X2=16.89 (df=1)* 

7000 K - 600 lx 14 23 X2=2.19 (df=1) 

8000 K - 600 lx 8 29 X2=11.92 (df=1)* 

9000 K - 600 lx 9 28 X2=9.76 (df=1)* 

10000 K - 600 lx 10 27 X2=7.81 (df=1)* 

15000 K - 600 lx 27 10 X2=7.81 (df=1)* 

20000 K - 600 lx 22 15 X2=1.32 (df=1) 

4000 K - 30 lx 17 20 X2=0.24 (df=1) 

6000 K - 30 lx 12 25 X2=4.57 (df=1)* 

10000 K - 30 lx 4 33 X2=22.73 (df=1)* 

20000 K - 30 lx 25 12 X2=4.57 (df=1)* 

4000 K - 3000 lx 28 9 X2=9.76 (df=1)* 

6000 K - 3000 lx 20 17 X2=0.24 (df=1) 

10000 K - 3000 lx 24 13 X2=3.27 (df=1) 

20000 K - 3000 lx 24 13 X2=3.27 (df=1) 

OFF 16 21 X2=0.68 (df=1) 

TOTAL 342 398 X2=4.24 (df=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