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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종이색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친환경 의식이 종이색 허용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석현정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KAIST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종이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종이색으로 간주하는

색채 범위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그 선택의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의 친환경 의식이 영향을 미치,
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총 명으로 구성된 실험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주광 환경. 30 (D65)
하에 색채팔레트를 제시한 후 나열된 가지 색채 견본에 대하여 종이색으로 허용할 수 있는 종, 266
이색의 허용범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상황적 요인 구매 혹은 사용을 위한 목. - “
적 인가 사무용지 혹은 연습장종이의 용도 인가 그리고 종이가 재생이 되었는가에 대한 재생” , “ ” , “
여부 에 따른 총 여덟 가지 상황에서 실험참여자들의 종이색 허용 범위를 조사하였다 실험”- (23) .
결과 실험참여자들은 구매보다는 이미 구매된 종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무용지의 용도보다는, ,
연습장종이의 경우에 그리고 종이가 재생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 종이색의 허용 범위에 있어,
관대함을 보였다 삼원분산분석 결과 수준에서 유의함 또한 초록색 계열에서 종이색 허용( 0.05 ).
범위가 가장 넓고 빨강색 계열과 보라색 계열에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를, . EAI-24
활용하여 실험참여자들의 환경보존과 문명이기적 관점에 대한 수준을 수치화하여 개인의 친환경,
의식이 종이색의 허용 범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친환경 의식과 종이 종이.
색 허용 범위 간의 유의한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 이에 대하여 친환경 척도로 활용한,

의 적절성 및 친환경 의식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설문 이외의 정확성이 높은 방법 개발에EAI-24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어 종이 종이색 종이색 허용범위 친환경 의식 재생용지: , , , , , EAI-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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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1.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활용 재질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행동, ,
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최근. ,
여러 연구에서 친환경 의식의 심리적인 현상에 주

목해 왔으며 친환경 의식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자,
의 행동적 특성을 밝혀낸 바 있다 예 윤성준 외( : ,

정헌배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기존1998; , 1997). ,
제품의 원료를 재활용 재질로 대체한 경우나 자사

의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회사의 경우,
소비자들은 회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헌구 그리( , 1995).
고 재활용 재질을 활용한 제품은 품질이 다소 낮

을 수 있음은 설득력이 있으므로 환경 의식이 높,
은 소비자의 경우 품질이 극단적으로 나쁘지 않은,
한 어느 정도의 부적절한 품질에 대해 보다 관대“ ”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재활용 재. ,
질을 활용한 제품의 재질 색채에 대한 소비자의

허용치 즉 소비자가 부적절한 품질을 평가하는, “ ”
데 있어 재활용이라는 친환경적 측면이 어떻게 작

용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재활용 재질.
의 색채에 대한 소비자의 관대함의 정도는 개개인

의 적극적인 환경 의식이 반영되리라 가정할 때,
색채에 대한 관대함과 소비자 각자의 환경 의식

수준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법칙이 존재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연구 목표 및 방법2.

연구 목표2.1.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허용할 수 있는 종이의

색채 범위를 파악하고 재활용 용지임을 인식하였,
을 때 종이색의 허용 범위가 영향을 받는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의 환경 의식. ,
과 종이색에 대한 허용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다 환경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
의 경우 종이의 표백 과정이 환경오염을 초래함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종이 색채의 적합성을 판단하

는데 있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적은 경우에 비하,
여 관대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2.1.1.

첫째 소비자들은 종이가 재생용지임을 인식하,
였을 때 종이의 색을 허용하는데 더욱 관대해진,
다 즉 종이의 색이 흰색이 아닐 수 있다는 관대함.
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친환경적인 태도의 변화는 소비자,
개인의 친환경 의식의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친환,
경 의식이 높을수록 재생용지의 색채에 대하여 더

높은 허용 정도를 보일 것이다.

연구 방법2.2.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실험 연구는 크게 두 부분

으로 구분되는데 전반부에서는 개의 색채 견, 266
본으로 구성된 색채 팔레트를 준비한 후 실험참여,
자들로 하여금 종이의 색채로 허용 가능하다고 생

각하는 색채들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험은 종. 1)
이의 용도 사무용지 연습장 종지 종이의( vs ), 2)
목적 구입용 사용용 종이의 재생 여부 비( vs ), 3) (
재생지 재생지 등 개의 상황적 변인에 의해vs ) 3
변하는 개의 다른 조건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8 .
후반부에서는 참가자들의 친환경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개인의 친환경 수치,
와 종이색에 대한 허용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종이색 허용 범위에 대한 조사3.

실험 목표3.1.

실험 연구 에서는 소비자의 종이색에 대한 허I
용범위가 상황적 요인의 변화 어떠한 영향을 나타

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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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3.2.

실험 참가자3.2.1.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총 명의 한국인30
대학생이 참여하였다 여학생 명과 남학생 명. 20 10
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세였다 표, 20.83 (
준편차=1.72).

실험 자극물 구성 색채팔레트3.2.2. :

실험에 활용되는 색채 팔레트는 체계를 토RGB
대로 구성하였다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채는 업무.
를 위한 종이로 활용되기에 부적합하므로, RGB
체계를 기준으로 탁한 빨강(R/G/B: 1501) 탁/0/0),
한 초록 탁한 파랑 의 색채를(0/150/0), (0/75/150)
선택한 후 일반 문구류 판매점에서 시판되고 있는,
필기용 종이류에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색상 계

열인 노랑 주황 보라를 선택하여 각각 탁한 노랑, ,
탁한 주황 탁한 보라(150/112/0), (150/75/0),

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채색 계(150/0/150) .
열인 회색 를 추가하여 개의 색상 범주(75/75/75) , 6
와 한 개의 무채색 범주를 구성하였다 또한 개. , 6
의 색상은 채도를 낮추어 가며 다시 세 단계로 확

장하였다 예를 들어 탁한 빨강의 경우 이라. , “R1“
명한 후 와 수치를 조정하여, G B ”R2(150/75/75)
와 로 세분화 하였다 이러한“ ”R3(150/112/112)“ .
방식으로 개의 색상 범주 각각에서 채도의 변화6
를 준 개의 세부 색상 범주를 확대하여 개의3 18
색상 그룹을 구성하였다 다음 표 에는 가지. < 1> 19
의 색상 범주들의 수치가 정리되어 있으며RGB ,
회색은 으로 표기되어 있다”N" .

표 가지 색상 범주 대표색 구성< 1> 19

색상범주기호 R(0~255) G(0~255) B(0~255)

N1 75 75 75

R1 150 0 0

O1 150 75 0

Y1 150 112 0

G1 0 150 0

B1 0 75 150

P1 150 0 150

R2 150 75 75

O2 150 112 75

Y2 150 131 75

G2 75 150 75

B2 75 112 150

P2 150 75 150

R3 150 112 112

O3 150 131 112

Y3 150 140 112

G3 112 131 150

B3 112 131 150

P3 150 112 150

그 다음으로 표 에 제시된 색상 범주의 각< 1>
대표색마다 점점 흰색2)에 가까워지는 중간색 12
개를 추출하여 각 색상 범주마다 개의 색채 자, 14
극을 구성하였다 그림 참조 색상 범주별(< 2> ).
대표색의 경우는 백색도 이하 로(White Index; WI
지칭 로 흰색을 백색도 로 설정하고 그 중간)1 , 14 ,
단계는 부터 까지의 백색도 번호를 부여하였2 13
다 따라서 수치가 에 가까울수록 흰색 저채. WI 14 ,
도 고명도에 가까워지며 에 가까울수록 대표색, 1 ,
고채도 저명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일차 선발된 의 채도를 조절하여 만든 와< 1> R1 R2 R3.
이차 선발된 모든 색채와 흰색사이에 다시 개의 색채가12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로 열 표 참고 세19 (< 1> ),
로 열 그림 참고 의 총 개의색으로 구성14 (< 1> ) 266
된 색채팔레트가 완성되었다 더불어 실험에 사용. ,
된 색채팔레트는 사의 프Canon Laser beam 5610
린터기로 사APP(Ashia Pulp & Paper Co. Lt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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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의 지 상에 출력하였으A3 Paper Excelpro
며 그 직후 사의 색차, Konica Minolta CM-3600d
계를 사용하여 각 색채 견본의 값을 측정CIELab
하였다.

그림 색채 팔레트는 독일 공업 규격 용지 크기로< 2> DIN( ) A2
출력하였다 개 색채 견본은 가로 열 세로 행으로. 266 19 , 14

정렬하였다.

실험참여자 친환경 척도 평가지3.2.3.

실험참여자들의 환경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

기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밀퐁 과 덕킽. (Milfont)
이 개의 항목으로 요약한 친환경 평가(Duckitt) 24

척도 이하(Environmental Attitudes of Inventory;
로 지칭 를 활용하였다EAI-24 ) (Milfont &

는 쌍의 문장으로구성되Duckitt, 2007). EAI-24 12
어있고 이 중 쌍은 환경의 보존 에, 7 (Preservation)
관한 내용에 그리고 나머지 쌍은 문명의 이용, 5

에 관한 내용에 해당한다 다음 표(Utilization) . <
에서는 쌍의 문장들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2> 12

용을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자연과. , “
더불어 살고자하는 욕망 에 대한 문항으로서 나” “
는 숲속이나 들판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 “
말 지루하다 의 상반된 의미의 문장들이 제시되었”
다 실험참여자들은 각 문장에 대하여 절대 그렇. “
지 않다 의 경우 점을 매우 그렇다 의 경우 점” 1 , “ ” 7
을 기입하였는데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하는 욕, “
망 과 일관된 문장인 나는 숲속이나 중략 좋아” “ ( )
한다 에 대한 응답은 기입한 수치 그대로 상반된” ,
문장인 자연 속에서 중략 지루하다 에 대한 응“ ( ) ”

답은 추후 역코딩 을 통하여 데이(reverse-coding)
터를 정리하였다 개의 문장은 임의의 순서로 제. 24
시되었다.

표 친환경 평가척도< 2> EAI-24 (Milfont & Duckitt, 2007)

항목

환경
보존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하는 욕망

환경보호주의자들에 대한 지원

환경보호활동에 대한 참여

인간으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이해

개인차원에서의 환경보존을 위한 행동

친환경주의에 대한 관심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지원

문명
이용

인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자원보존

과학기술에 대한 확신

자연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확신

자연을 이용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확신

실험 진행3.2.4.

실험참여자들이 동일한 광원 하에서 팔레트 색

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의BoTech Super Light
가 구현하는 자연광 조건 하에서 실험을VI (D65)

진행하였다 그림 참조 실험 진행자는 그(< 3> ). <
림 에 도식화된 크기의 색채 팔레트를 제시2> A2
하며 실험 참여자에게 목적 사용 구매 용, “ ( vs )”, “
도 사무용지 연습장 종이 재생 여부 새 종( vs )”, “ (
이 재생지 등 세 가지의 상황적 변인 조합한vs )”
총 가지 상황을 표 에서와 같이 제시하였다8 < 3> .
즉 각 상황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색의 한계를,
질의하였다 예를 들어 표 의 상황 의 경우. , < 3> 1 ,
어느 색까지 사무용지로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로“ ?”
질의하였으며 실험참여자는 사무용지로서 사용가,
능하리라고 판단되는 색의 한계를 지적 실험 진행,
자는 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실험 진행 모습 환경< 3> : D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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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적 용도 재생 여부 등 세 가지 상황적 변인의< 3> , ,
조합으로 설계한 개의 조건8

상황적 변수
상황

목적 용도 재생여부

사용
사무용지

새 종이

1

구매 2

사용
연습장종이

3

구매 4

사용
사무용지

재생지

5

구매 6

사용
연습장종이

7

구매 8

단 처음네가지상황 표 의상황 은목, (< 3> 1~4)
적과 용도에 대한 상황은 설명하되 종이의 재생,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실험 참여.
자가 처음 네 가지 상황에 대하여 종이색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색의 한계치를 응답한 후에 실험,
진행자는 다른 색채 팔레트를 제시하며 재생 용지

에 인쇄된 색채 팔레트임을 설명하였다 실제로는(
동일한 용지에 인쇄되었다 실험 참여자는 제시된).
색채 팔레트가 재생지를 사용하였다고 이해를 한

후 목적과 용도가 변화하는 네 가지 상황에 대하,
여 표 의 상황 종이의색으로적절하다고(< 3> 5~8)
판단하는 색의 범위를 선택하였다.

종이색 허용 범위의 결과 및 분석3.3.

표 에서 설정한 가지의 각 상황에서 실험< 3> 8
참여자들이 응답한 색채 견본의 수치에 기초WI
하여 모든 실험참여자들이 비슷한 경향으로 응답,
했는지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측정을 실행하였다.
다음 표 과 같이 개의 색상 범주에 대해< 4> , 19
크론바흐 알파 지수를 산출한(Cronbach's alpha)
결과 가지 모든 상황에서 알파 계수가 이상, 8 0.70
인 것으로 집계되어 종속변수 즉 수치간에 내, , WI
적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림. < 4>
에서 실험참여자들이 개의 색상 범주에 걸쳐19 8
가지 각 상황에 대해 선택한 종이색 허용범위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결과,
가 명의 실험참여자들이 응답한 결과는 일정한30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음 섹션.
에서는 실험참여자들이 허용한 종이색의 경향에

대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신뢰도평가 결과 크론바흐 알파< 4> : (Cronbach's alpha)
수치 (N=30)

상황

1 2 3 4 5 6 7 8

19
색상
범주

0.9
9

0.9
8

0.9
8

0.9
8

0.9
9

0.9
9

0.9
8

0.9
8

그림 개의 색상 범주에 걸쳐 가지 각 상황에 대한< 4> 19 8
선택 색채의 의 평균값을 꺾은선 그래프 형태로 나타냄WI .
우측 번호는 상황 표 참조 에 해당하며 빨간색 꺾은선은(< 2> ) ,

가지 개별상황의 평균 수치를 나타냄8 .

종이색에 대한 허용 정도의 경향 분석3.3.1. :
상황적 변수의 영향

본 실험에서 설정한 가지 상황 표 참조 에8 (< 3> )
따라 실험참여자들이 종이색에 대한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파악하

고자 하였다 앞서 제시된 그림 의 우측에 표. < 4>
기된 번호는 표 에서 설정한 상황에 해당하며< 3> ,
꺾은선 그래프는 각 상황에서 실험참여자들 선택,
한 색채 견본의 평균 수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
번 상황에 해당하는 꺾은선 그래프가 가장 상단2
에 위치하는데 이는 사무용지 를 구매 하는 상, “ ” “ ”
황에서 종이색의 허용 정도에 대한 평가가 가장

민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번 꺾은선에. , 2
해당하는 색보다 더 아래에 배치된 색은 사무용“
지 를 구매 하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 ”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번과 번의 상황 즉. , 3 7 ,
연습장 종이 를 사용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꺾“ ” “ ”
은선 그래프는 가장 하단에 위치하는데 이는 연, “
습장종이 를 사용 하는 상황에서 종이색의 허용” “ ”
정도에 대한 평가가 가장 관대한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빨간색 꺾은선은 총 가지 상황에 대한 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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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의 허용 범위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 군집 내 삼원분산분석을 활용한 분석

상황에 따라 종이색에 대한 허용 정도를 선택하

는 경향이 변화하는 현상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군집 내 삼원분산분석

을(Repeated-measurement Three-Way ANOVA)
실행하였다 세 개의 독립 변인으로서 표 의. < 3>
상황적 변수들 목적 용도 재생여부 가 고려되었- , , -
으며 실험참여자 각자가 선택한 종이색 허용범위,
의 수치를 종속 변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WI .
따라서 각 색상 범주에 따라 각 상황적 변수에 따

른 주요 효과 및 개 이상의 상황적 변수들의 조2
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등을 다음 표 와 같< 5>
이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목적 용도 그리고 재생여부, “ ”, “ ”, “ ”
등 세 가지 독립변인 각각에 따라 수치가 변화WI
하는 현상은 가지 색상 범주 전체에서 유의미한19
결과를 도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생여. , “
부 에 따른 두 가지 상황 즉 표 의 여덟 가지” , < 3>
상황 중 처음 네 번의 상황 상황 까지 색채팔( 1~4 :
레트에 사용된 종이의 재생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

하지 않음 과 후반부 네 번의 상황 상황 까지.) ( 5~8 :
색채팔레트에 사용된 종이가 재생용지임을 알려

줌 을 비교하였을 때 실험참여자들이 평가한) , WI
수치가 가지 모든 색상 범주에서 유의미한 차이19
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일한 해석 방법으로.
종이의 목적 사용 구매 과 용도 사무용지“ ( vs )” “ ( vs
연습장종이 에 따른 효과를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세 가지 독립변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

생하는 상호작용 효과는 용도 와 재생여부 의“ ” “ ”
상호작용 효과를 제외하면 대체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p>0.05;
표 의 우측열 참고 용도 와 재생여부 의< 4> ). “ ” “ ”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색상 범주가 다수 발견

되는 현상은 재생하지 않은 사무용지 와 재생한“ ” “
연습장종이 에 대한 소비자들의 종이색 허용범위”
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구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허용하는 종이색을

차별화하여 적용해야함을 시사한다.

표 군집내 삼원용도목적재생여부 분산분석에 따른< 5> ( , , )
유의도(Significance), * p<0.05, ** p<0.01, *** p<0.001

색상
범주
기호

주요 효과 상호작용 효과

목적 용도 재생
여부

목적
x

용도

목적
x

재생
여부

용도
x

재생
여부

목적
x

용도
x

재생
여부

N1 *** *** *** 0.92 0.38 0.06 0.27

R1 *** *** ** 0.17 1.00 0.05 1.00

O1 *** *** * 0.53 * * 0.82

Y1 *** *** ** 0.64 0.02 ** 1.00

G1 *** *** ** 0.94 0.73 * *

B1 *** *** ** 0.20 * ** 0.81

P1 *** *** ** 0.07 * 0.08 1.00

R2 *** *** *** 0.60 0.30 ** 0.41

O2 *** *** ** 0.47 0.09 * 0.66

Y2 *** *** ** 0.76 * ** 0.81

G2 *** *** ** 0.26 0.20 ** 0.30

B2 *** *** * 0.66 0.09 * 0.58

P2 *** *** * 0.32 0.17 0.03 0.48

R3 *** *** ** 0.33 0.55 * 0.85

O3 *** *** ** 0.20 0.12 ** 0.18

Y3 *** *** * 0.24 0.19 0.15 0.35

G3 *** *** ** 0.14 0.19 *** 0.95

B3 *** *** * 0.38 * * 0.55

P3 *** *** ** 0.82 0.07 * 0.13

� 각 상황적 변인에 따른 종이색 허용범위

군집 내 삼원분산분석 결과 목적 용도 재“ ”, “ ”, “
생여부 등의 주요 변인에 대한 주요 효과는 가” 19
지 색상범주에 걸쳐 유의수준 에서 모두 유의0.05
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표 참고 이에 각(< 5> ). ,
주요 변인에 따라 실험참여자들의 종이색의 범위

를 판단하는 경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미 구입된 종이를 사용하는 상황과 종, ( )
이를 구입하는 상황의 차이를 비교하는 목적 의“ ”
상황적 변인에 따라 종이색에 대한 허용 정도가

다르게 판단하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
그림 에서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실선 종이< 5> ,
를 구입하는 상황은 점선에 해당한다 즉 실선 꺾. ,
은선은 표 의 에 점선은 표 의< 3> 1, 3, 5, 7 , < 3> 2,

에 해당하는 값의 평균값인 것이다 그4, 6, 8 WI . <
림 에서 볼 수 있듯이 점선은 실선보다 항상 위5> ,
에 위치하는데 이는 종이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보,
다 더 까다로운 종이색 선택 즉 흰색에 가까운 종,
이를 선호하게 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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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종이의 용도가 사무용인가 혹은 연습용인, ,
가에 따라 종이색에 대한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변화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다음 그림. <
에서와 같이 실선으로 표시된 사무용지의 상황6>

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연습장종이의 상황보다 더,
까다로운 색 선택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색채팔레트로 활용된 종이의 재생,
여부를 인지하느냐에 따라 실험참여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종이색 범위의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살펴

보았다 그림 의 실선은 종이의 재생여부에 대. < 7>
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한 경우의

의 평균값이며 점선은 재생용지임을 밝힌 후의WI ,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점선은 실선보다 항상 아래.
에 위치하는데 이는 종이의 재생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하는 경우에 종이의 색이 흰색에 가깝지 않더,
라도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그림. , <
의 점선과 실선의 차이는 그림 와 그림7> < 5> <
에 비하여 그 간격이 작음을 관찰할 수 있다 즉6> .

앞서 표 에서 종이의 재생여부 가 종이색 선< 4> “ ”
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함을 밝힌 바 있으나,
실제 그 영향력의 정도가 종이의 목적 이나 용“ ” “
도 에 비해서는 경미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

그림 종이를 사용하는 상황실선 종이를 구매하는< 5> ( ) vs
상황 점선에 따른 종이색 허용 범위의 차이( )

그림 사무용지의 상황실선 연습장종이 점선의< 6> ( ) vs ( )
상황에 따른 종이색 허용 범위의 차이

그림 종이의 재생여부가 언급되지 않은 상황실선< 7> ( ) vs
재생용지임을 인지한 상황점선에 따른 종이색 허용 범위의( )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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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색 허용 범위의 경향 분석 색상3.3.2. :
범주별 차이

앞서 그림 의 가로 방향으로는 회색으로 시< 4>
작하여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순서, , , , ,
로 색상이 배열되어 있는데 꺾은선 그래프의 형상,
이 노랑이나 초록을 저점으로 의 패턴을 보임, “V"
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빨강과 보라 색상을 종이.
색으로 활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거부감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노랑이나.
초록을 종이색으로 활용한다면 비록 채도가 높고,
명도가 낮아지더라도 소비자가 허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다른 색상 계열에 비하여 높음을 시사한다.

실험참여자 개인별 특성3.3.3.

앞서 신뢰도 분석에서 밝혀낸 바와 같이 실험참,
여자들의 응답은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으

므로 과 에서 파악된 경향성이 각 실험, 3.3.1. 3.3.2.
참여자들에서 상당히 일관성이 있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험참여자 각자가 판단한 종이색의 허,
용 범위를 살펴본 결과 개인의 차이가 상당히 크,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종이색 허용 범위를. ,
판단함에 있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한 실험참여

자는 여덟 가지 상황적 조건 모두에 걸쳐 높은

흰색에 가까운 색 을 선택한 반면 관대한 기WI( ) ,
준을 적용한 실험참여자는 항시 낮은 을 선택WI
한 것이다 따라서 실험참여자들이 세 가지 상황적.
요인과 색상범주에 따라 종이색 허용 범위에 영향

을 받으며 그 패턴에 있어서는 높은 일관성을 보,
이나 실제 선택한 를 살펴보면 종이색 결정에, WI
있어 까다로운 혹은 관대한 실험참여자들로 구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친환경 의식이 종이색 허

용범위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을

세운 바 있으며 이러한 개개인의 까다로움과 관대,
함의 차이가 친환경 의식과 관련이 있으리라 유추

하였다 이에 다음 섹션에서는 실험참여자들의 친. ,
환경 의식과 종이색 허용 범위 간의 관계를 분석

하고자 한다.

환경의식과 종이색 허용범위 간의 관3.4.
련성 분석

본 논문 에서 설정한 가설에 따르면 환경2.2.1. ,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이

표백 과정이 환경오염을 초래함을 인지하고 있으

므로 종이색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색의 허

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더 관대할 것임을 예상한

바 있다 이에 첫째 실험참여자들의 값의 총체. , , WI
적 평균과 친환경 척도 평가 결과 간을 살펴보고

둘째 개인의 친환경 의식의 정도에 따라(3.4.1.), ,
종이의 재생여부라는 상황적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는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3.4.2.).

환경의식과 수치 간의 관계 분석3.4.1. WI

실험참여자들은 종이색 선택 후 잠시 휴식 시간

을 가진 다음 에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결, EAI-24 ,
과는 환경보존 에 대한 평균값과 문명이용 에“ ” “ ”
대한 평균값으로 정리되었다 다음 그림 에서. < 8>
는 총 명의 실험참여자들을 환경보존 가로축30 “ ( )”
과 문명이용 세로축 으로 구성된 좌표평면에 위“ ( )”
치시킨 결과이다.

그림 실험참여자 개인의 환경보존 평균< 8> (Preservation)
수치와 문명이용 평균수치에 따라 명을 분포시킨(Utilization) 30

좌표평면.
초록색 점 색채 허용 정도가 높은 참가자: (WI<5)

회색 점 색채 허용 정도가 보통인 참가자 가 이상 미만: (WI 5 7 )
주황색 점 색채 허용 정도가 낮은 참가자: (W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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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점 옆에 표기한 숫자는 실험참여자

개인이 종이색 허용 범위의 한계 범위로 선택한

값의 총체적 평균값으로서 그 값이 보다 큰WI , 7
경우는 주황색 점으로 그리고 보다 작은 경우는, 5
초록색 점으로 표기하였다 값의 총체적 평균값. WI
은 실험참여자 개개인의 종이색 허용 범위에 있어

서의 다소 까다로움 주황색 점 과 다소 관대함 초( ) (
록색 점 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그림 에 도식화된 개의 점으로 표, < 8> 30
시된 실험참여자들의 분포에서는 가로축과 세로축

간의 상관관계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 색상별 주황색 회색 초록색 점들. , ( , , )
로 형성된 분포는 군집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도

않으며 가로와 세로축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친환경 의식과 종이색 허용 범위 사.
이 관계는 찾을 수 없었다.

환경의식과 재생종이색의 허용 범위3.4.2.
사이의 관계 분석

친환경 의식이 낮은 실험참여자들에 비하여 친

환경 의식이 높은 실험참여자들은 재생용지의 색

채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의 관대함이 더 급격이

나타나리라 예상하였다 즉 그림 에서 종이의. , < 7>
재생여부 에 따라 가 상하로 변하게 되는 현상“ ” WI
이 친환경 의식이 높은 실험참여자들에게서 더 현

저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목적 과 용도 가 동일, “ ” “ ”
한 상황 조건에서 재생여부 의 인지 여부에 따라“ ”
종이색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차이점을 살펴보

기로 하였다 이를 로 규정하고 친환경 의. “ WI” ,Δ

식이 높을수록 가 높으리라 예상한 것이다 본WI .Δ

연구에서 활용한 평가척도에서 환경보EAI-24 “
존 수치와 문명이기 수치를 측정하였으므로” “ ” , Δ
와 환경보존 수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WI “ ” , Δ
와 문명이기 수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기WI “ ”

대하였다.
다음 표 에서는 피어슨 의 상관계< 6> (Pearson)
수 r을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연습장종이의 경우 예측한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환경의식. ,
의 수준에 따라 재생용지 라는 상황적 변수에 더“ ”

민감하게 혹은 둔감하게 반응하리라 예상했던 가

설은 증명할 수 없었다.

표 환경의식과 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5> WI (N=30)∆
양측검증

상황적 변수
와WI∆

환경보존
와WI∆

문명이기
목적 용도

사용
사무용지

r= -0.09 r= 0.03

구매 r= 0.01 r= 0.04

사용
연습장종이

r= 0.32 r= -0.25

구매 r= 0.24 r= -0.14

결론 및 논의4.

주요 발견점4.1.

상황에 따른 종이색 허용 범위4.1.1.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종이제품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목적 구“ (
매 사용 용도 사무용지 연습장종이vs )”, “ ( vs )”,
재생여부 의 세 가지 변수를 상황적 요인으로 설“ ”
정한 바 있다 실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요인의. ,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종이색의

허용 범위의 차이를 밝혀내었다 특히 군집 내 삼. ,
원분산분석을 실행한 결과 표 참조 실험에(< 5> ),
포함된 가지 색상범주 전체에 서 세 가지 상황19
적 변수 모두는 실험참여자들이 종이색의 허용 범

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
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목적 적 측면 종이를 새로 구매하는 상, “ ” :
황에 비하여 이미 구매된 종이를 사용하는 상황에

서 종이색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둘째 용도 적 측면 사무용지에 비하여 연습장, “ ” :
종이의 색을 판단할 때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셋째 재생여부 적 측면 재생종이임을 인지하, “ ” :
는 경우 종이색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

그리고 가지 색상범주간의 비교 결과 초록19 , (G
계열 계열의 색상범주에서 종이색의 허용 범위가)
가장 넓고 빨강 계열 계열과 보라 계열 에서, (R ) (P )
가장 좁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그림 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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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꺾은선 그래프들이 자 형태를 보이는 현상“V"
에 해당한다.
더불어 세 가지 주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

과를 살펴본 결과 용도 와 재생여부 의 상호작, “ ” “ ”
용 효과에 한하여 유의미한 색상 범주의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재생하지 않은 사무용지. “ ”
와 재생한 연습장종이 에 대한 소비자들의 종이“ ”
색 허용 범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
구류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허용하

는 종이색을 차별화하여 적용해야함을 시사한다.

개인의 친환경 의식 정도가 종이색 허용4.1.2.
범위 판단에 끼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은

종이색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 즉 종이색의 허,
용범위가 더 클 것이라 가정한 바 있다 이에. ,

를 활용하여 실험참여자 개인의 친환경 의EAI-24
식의 정도를 환경보존 적 측면과 문명이기 적“ ” “ ”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각 실험참여자가 선택한,
의 결과와 연관성을 갖는가에 대하여 분석을WI

실행하였다 즉 환경보존 의 수치가 높고 문명이. “ ” “
기 의 수치가 낮게 평가된 실험참여자의 경우 친”
환경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간주하였다.
분석에 있어 첫째 각 실험참여자가 여덟 가지, ,
종이 선택의 상황에서 가지 색상범주에 걸쳐 선19
택한 의 평균 수치와 친환경 의식간의 상관관WI
계를 살펴보고자한 분석에서는 두드러진 시사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림 참조 즉 에(< 8> ). , EAI-24
근거하여 평가된 개인의 친환경 의식의 수준과 종

이색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경향성 간의 상관관

계는 파악할 수 없었다.
둘째 친환경 의식이 높은 실험참여자의 경우, ,
색채 팔레트가 출력된 종이의 재생여부 상황 요“ ”
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리라 예상하였는데,
표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5> ,
경향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연구의 한계4.2.

실험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의 종이색 허용 범위

및 친환경 의식이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

악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색채팔레트 구성4.2.1.

실험연구에 활용되었던 색채팔레트는 색채 추출

의 편의상 체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RGB . RGB
체계는 인간의 시각적 색채인지 체계에 상응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색채팔레트 상의 가로 방향, WI( )
에 속하는 색채의 경우라도 각 색상범주에 따라,
실제 명도 및 채도 수준이 현격히 차이가 날 수 있

는 것이다.

개인의 환경의식 측정4.2.2.

실험참여자 개인의 친환경 의식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하여 를 번역하여 활용하였다 개의EAI-24 . 24
척도로 구성된 는 환경보존의 관점과 문EAI-24 ‘ ’ ‘
명이기적 측면에서 개인의 친환경의식을 측정할’
수 있어 편리성을 장점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실.
험 결과 분석 결과 개인의 친환경 의식 정도가 종,
이색 허용범위를 판단하는데 끼치는 영향을 발견

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의 정확성에 의문의, EAI-24
여지를 남기고 있다 는 뉴질랜드 연구 기. EAI-24
관에서 개발되어 해당 지역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국 소비자들 특히 본 실험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들의 생활 방식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
개인의 친환경 의식을 설문 방식으로 질의한 방법

은 정확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친환경적. ,
태도와 행위간의 불일치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수

차례 밝혀진 바 있는데 예를 들어 윤성준과 김준,
환 의 논문에서는 환경인식변수와 행위의향(1998)
변수 간에 상관성이 높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기존,
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소비자.
들의 친환경 의식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
종이색의 허용범위를 판한한 결과와 상관성을 가

질 수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다.

논의4.3.

종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있어 백색도는 종

이색의 품질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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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본 연구는 과연 소비자들이 종이를 구매하고.
사용할 때 종이의 백색도 정도를 얼마나 관여하는

가 다시 말해 펄프를 얼마나 완벽히 탈색하였는, ,
가에 대하여 생산자나 유통업자에 비하여 큰 관여

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였다 이에 가. , 266
지 색으로 구성된 색채팔레트를 사용하여 소비자

가 종이를 다루는 상황을 목적 용도 그리고“ ”, “ ”,
재생여부 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고 각 상황에“ ” ,
따라 어떤 색까지 허용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제“ ”
시하였다 즉 소비자에 따라서 완벽하게 표백이 되.
지 않은 제지를 완성된 제품으로 인정하고 구매의

사가 충분히 있으리라 예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세 가지 상황적 변수에 따라 실험참여자들이

선택한 종이색의 허용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

내었는데 구매 보다는 사용 할 때 사무용지, “ ” “ ” , “ ”
보다는 연습장종이 의 경우에 그리고 종이가 재“ ” , “
생 되었을 때 종이색의 허용 범위가 넓어짐을 발” ,
견하였다 또한 초록계열에서 허용 범위의 범위가.
가장 넓고 빨강과 보라계열에서 가장 좁게 나타나,
는 현상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종이색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개

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주목하며 그 원인으로서,
친환경의식 수준의 차이를 예측하였으나 분석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실험참여자 개인의 친환경 의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된 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EAI-24
제기되었다 그리고 둘째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 ,
개인의 친환경 의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설문 질

의방식이 과연 정확성을 갖는가와 친환경 의식이

친환경 행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

하여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밖에도. RGB
시스템에 기반한 색채팔레트 구성상의 문제를 지

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표백 과정의 축소,
를 통한 종이 생산 과정에서의 에너지 절감 및 전

세계적으로 점차 급격히 증가할 재생용지 생산자

들에게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종이색의 표백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
실증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각각은 에서 의 범위 내 값을 취할 수 있음1) R, G, B 0 255 .
종이의 원래색2)
본 연구는 일본 교토 공과대학3) (Kyoto Institute of

과 국제협력으로 진행되는 연구로서 문화적 비교Technology) ,
실험을 위하여 동일한 색채팔레트를 동시에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실험 연구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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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s Tolerance of Paper Color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Attitude-

Suk Hyeon-Jeong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KAIST

In this study, the consumers' tolerance of accepting colored paper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find out how much influence environmental attitude has on color tolerance. Surveys were
conducted that asked about the border colors the participants could tolerate as colors of paper
dichotomously varied by three contextual variables, such as intention (purchase versus use),
usage (office paper versus notebook paper), and recycled status (not informed versus
informed). For color stimuli, 266 samples were collected and displayed in A2 size panel. Based
on the participants' assessments, four trends were identified in terms of hue category,
intention, usage, and recycled status. For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the participants'
environmental attitudes were assessed by facilitating EAI-24. The individual's attitude toward
environment was quantified in aspects of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However, neither
qualitative nor quantitative analyses provided any evidence to support our hypothesis that the
attitude toward environment would affect consumers' tolerance of paper colors.

Key-words: Paper, Paper Color, Tolerance of Paper Colors, Environmental Attitude, Recycled
Paper, EAI-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