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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bile shoppers have encountered frequent color mismatch in the products that they 
have purchased, as they can only rely on their sense of sight. Therefore, fabric color 
and color difference recognized by smartphone display during mobile shopping were 
studied using instrument analysis method. It aimed to gather precise information on 
actual fabric color understanding of the mobile shoppers purchasing textile products. 
Three smartphones were selected from LG, Samsung, and Apple companies, and four 
colors were researched  (red, yellow, green and blue) to both polyester and wool test 
fabrics for color analysis though color measuring instruments. The results from the 
spectrophotometer indicated that the color coordinate location of smartphone fabric 
color is similarly distributed regardless of the type of fabric. The Samsung smartphone 
displays a relatively high color chroma (especially on red-colored fabric) regardless 
of the type of fabric due to a high color reproduction range. In contrast, the LG 
smartphone, which has high color temperature, displays high color chroma on the blue 
colored fabric with a significant color mismatch between the actual fabric color and 
smartphone fabric color.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ssues related to mobile 
shopping can be address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products sold, the smartphone’s 
color representation, and user understanding.

Keywords: mismatch(색상 불일치), smartphone(스마트폰), mobile shopping(모바일 쇼
핑), color difference(색차), display(화면)

I.� Introduction

스마트폰은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여 장소의 제약 없이 이동 중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PC를 대신할 수 있는 기기로 자리 잡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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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 온라인 쇼핑을 대체하여 그 비중이 점차 증

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업체들도 모바일 웹 또

는 앱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강화하기 시작

하였고,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유입으로 그 비

중도 날로 커지고 있다(The Korea chamber of com-
merce & industry, 2013; Statistics Korea, 2014).

모바일 화면은 제조 방식과 그 특성에 따라 색을 표

현하는 색 재현율이 상이하며, 스마트폰에 따라 같은 

색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 시 제품의 색상 차이가 나타나

게 된다. 모바일 쇼핑은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

하지 못하는 온라인 쇼핑의 한계점으로 소비자는 제

품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쇼핑몰 또는 

쇼핑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제품을 구매

해야 한다(Yoh, 2011). 따라서 치수, 소재 재질감, 색
상, 혼용율 불일치, 봉제 불량, 배송문제 등 소비자 불

만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Kim, 2012). 모바일 쇼핑 

역시 온라인 쇼핑과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PC 화면을 통해서 보는 쇼핑의 문제

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ark and Stole(2002)
은 패션제품 구입시 소재, 질감, 색상, 사이즈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였고, Korea Consumer Agency(2005)
는 제품의 불량이나 색상 차이 등의 외관에 관한 소

비자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Kim(2007)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시 구매결정에 미치는 요인

으로 디자인, 색상, 소재의 일치가 중요하다고 했으며 

남성소비자에 비해 여성소비자가 색상에 대한 불만

이 많다고 하였다. Kim(2012)는 온라인 쇼핑으로 제

품을 구매할 때 디자인과 색상의 차이가 청소년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가장 크게 지각하는 위험요소라

고 하였다. 특히 제품의 소재와 색상의 불일치가 소

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위험지각 요인으로 나

타났다(Cho, Lim, & Lee, 2001; Yun & Kweon, 2003).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모바일 화면은 크게 LG의 

IPS와 Samsung의 AMOLED로 나눌 수 있다. IPS는 

LCD의 시야각과 색감을 개선시킨 화면이며, AMOLED
는 자체적으로 발광하여 색을 표현하는 유기발광 다

이오드를 사용한 화면이다. IPS는 기존 LCD계열의 

화면으로 색역이 웹 표준인 sRGB 유사하기 때문에 

색재현율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시야각도 우수하여 

현재 TV, 스마트폰, 모니터 등 주요 화면에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AMOLED는 IPS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화면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화면으로써 IPS
의 색역보다 넓기 때문에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으

며, 상대적으로 선명하고 화사한 색감을 느낄 수 있

다. 또한 화면 구동 시 백라이트가 필요한 IPS와 달리 

AMOLED는 자기발광성이 있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를 사용하여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저전력 구동이 가

능하고, 플렉서블(flexible) 화면과 같은 신기술 접목

이 가능하여 미래형 화면으로 주목받고 있다(Kim, 
Shin, & Lee, 2014).

한편, 화면은 제조 공정, 화면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색차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색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 여러 요

인 중 색재현율, 휘도, 명암비를 말할 수 있다. AMOLED
와 IPS는 구동원리 및 그 특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선호도 또한 상

이하게 나타나는데, 모바일 화면과 관련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IPS의 색재현율은 웹 표준인 sRGB와 

유사하고, 푸른색 계열의 색들이 실제보다 진하게 표

현된다고 하였으며, AMOLED는 sRGB의 색역의 약 

136%로 나타나 색이 과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

다(Kim, Shin, & Lee, 2014).    
화면의 주관적 평가 실험을 진행한 Park, Lee, and 

Ha(2008)의 연구에 의하면, LCD가 AMOLED에 비

해 사람들에게 자연색 재현이 우수하게 인식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채도가 높고 선명한 색은 상대적으

로 색재현율이 넓은 AMOLED를 우수한 것으로 인식 

하였다. 즉, LCD의 경우,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움을 잘 

표현하지만 색역이 좁기 때문에, 채도가 낮고 색을 다

양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AMOLED는 색

의 표현이 선명하고 화사하기 때문에, 깨끗한 느낌이

지만 색역이 넓어 색이 과장되게 표현되며, 실제의 

느낌보다는 부자연스럽게 표현된다고 하였다.
Lee(2013)는 광원색에 따라 직물색의 느낌이 상이

하다고 하였는데, 빨간색과 노란색은 A광원 환경에

서 색의 강조효과가 있었고, 파란색은 F광원 환경에

서 색의 강조효과가 있었으나, 초록색은 광원에 의한 

색인상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oi and Lee 
(2006)의 연구에서도 광원에 따라 직물색의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노란색의 경우 광원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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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light)인 D65 상용 광원 환경에서 관찰한 직물색

의 이미지 평가가 좋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화면을 통해 인식되는 직물의 

색재현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였고, 특히 모바일 화

면 직물색의 색재현에 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전문 측색기기를 통하여 직물 색

상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직물색과 유사

도 정도를 알아보고, 스마트폰으로 인지되는 직물과 실

제 직물색과의 차이를 알아보아, 최종적으로 모바일 

쇼핑 의류제품의 소비자에게 실제 직물색 정보를 정확

히 제공하여 모바일 쇼핑 시 색상 불일치로 인한 소비

자 불만과 반품 현상을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Experiment

1.�Materials� and� instruments

1)� Test� fabrics

실험에 사용한 시료직물은 섬유종류, 직물조직, 표
면가공, 두께, 용도 등에 차이가 있고, 재질감이 전혀 

다른 직물로 선정하였다. 섬유조성은 양모 100%와 폴

리에스터 100% 두 종류이며, 섬유 별로 4가지 기본색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을 선택하여 총 8종의 직물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Table 1>은 시험에 사용한 실제 

직물 특성이다. 폴리에스터 직물은 두께가 0.22mm로 

얇고 표면이 매끈한 입체감이 적은 평직물이었으며, 
양모직물은 두께가 1.62mm로 상대적으로 두꺼웠으

며, 표면 기모가공 처리가 되어 직물 표면의 입체감

이 나타났다.
한국산업표준 KS A 0011(물채색의 이름: Korean 

Fiber Polyester 100% Wool 100%

Fabric Taffeta Doeskin

Thickness 0.22mm 1.62mm

Weave Plain Satin

Property Filament yarn
smooth surface

Staple yarn, napping
Hairy, soft, bulky

Use Outdoor wear Winter coat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test fabrics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과 공공

디자인 색채표준 가이드 2009(Korean Agency for Te-
chnology and Standards, 2009)를 참고하여 직물 색과 

그에 대응하는 L*a*b*값을 기준으로 선정한 후, 기준

색의 L*a*b*값과 가장 유사한 직물을 구매하였다. 직
물의 크기는 실험 스마트폰 중 화면 크기가 가장 작

은(약 50×90mm) Apple사의 화면 크기와 동일하게 

재단하여 사용하였다. <Table 2>는 실험에 사용한 직

물의 색상을 정리한 것으로 실험 직물 색과 기준 색

을 비교하여 사진으로 제시하였고, 객관적인 색 측정

을 위해 Macbeth사의 color-eye 3000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L*a*b* 값을 측정하였다. 분광광도계 측색 

조건은 D65, 시야각도는 2°로 설정하였다.
<Fig. 1>은 Table 1의 a*b* 값을 사용하여 표준색

과 직물색의 차이를 정확한 위치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각 좌표로 나타낸 것이다. a*b* 좌표는 표준색 좌

표와 실험 직물 색 좌표의 비교를 위해 같은 영역에 

표시하였으며, 영역안의 원은 표준색 좌표이고, 삼각

형은 실험 직물 색 좌표이다. 수집된 많은 직물 중에

서 KS 표준색과 가장 유사한 직물을 선정했으나, 모
든 색상에서 조금씩 색차를 보였다.

2)� Test� smartphones

실험에 사용한 스마트폰은 ATLAS 리서치의 2013
년 국내 휴대폰 판매 동향(ATLAS Research & Con-
sulting, 2014) 리포트를 참고하여 최종 실험용 스마트

폰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스마트폰은 2013년 하반기 

제조사별 판매순위가 높았던 제품으로써 각각의 제조

사와 모델은 LG의 G2, Samsung의 Galaxy S4 LTE-A, 
Apple의 iPhone 5S였다. 각각의 스마트폰에 사용된 화

면 특성은 상이하였으며, LG와 Apple은 IPS를, Sam-
sung은 AMOLED를 사용하고 있었고, 화면 휘도는 

Apple이 574cd/m2로 가장 높았으며, LG(515cd/m2), 
Samsung(300cd/m2) 순서로 휘도가 높았다(Table 3).

3)� Instruments� for� color�measurement

기기분석에 의한 측색 평가는 분광휘도 색차계(Ko-
nica Minolta사의 CA-1000)를 이용하여 실제 직물과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직물을 측색하였다.

2.�Measurement�methods

스마트폰 안에 있는 직물의 색상을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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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 Color KS Standard color
(D65)

Test fabric 
(measured)

Color (L*)

Standard Measured 

Polyester
100% 

Red
40.51
66.31
46.13

41.37
55.65
35.11

Yellow
86.26
–1.69
96.59

86.32
–5.46
72.48

Green
51.43
–63.50
26.68

55.15
–42.36
23.86

Blue
51.19
–6.78
–47.25

40.36
6.77
–45.30

Wool
100%

Red
40.51
66.31
46.13

42.42
60.43
35.04

Yellow
86.26
–1.69
96.59

82.21
–3.90
83.15

Green
51.43
–63.50
26.68

32.99
–39.88

8.89

Blue
51.19
–6.78
–47.25

30.16
2.58
–32.45

<Table� 2> Colors of the test fabrics

    

(Polyester) (Wool)

● KS Standard color,   ▲ Colors of the test fabrics

<Fig.� 1>�Color coordinate of the test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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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G2
Galaxy S4 

LTE-A iPhone 5s

Manufacturer LG Samsung Apple

Release date Aug., 2013 Jul., 2013 Oct., 2013

Color temp. 8000K 7100K 7200K

Max. brightness 515cd/m2 300cd/m2 574cd/m2

Panel IPS AMOLED IPS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test smartphones

    
서는 먼저 직물을 사진으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하

였다. Cannon 500D DSLR 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동
일 환경, 동일 거리(50cm)에서 시료 직물의 촬영이 진

행되었다. 촬영 환경은 내부가 무채색 명도 N7로 조

성된 60×90×60cm 크기의 부스를 제작하여 이용하였

고, 부스 내부에 직물을 거치할 수 있는 45° 경사각 

거치대를 추가로 제작하여 직물을 촬영하였다. 촬영 

시 주변 광원은 최대한 차단하여 주변광원 효과를 상

쇄시킨 후 주광(day light)인 D65 상용 광원을 주 광원

으로 이용하여 직물을 촬영하였다.

Fiber Color
Through naked eyes LG

(G2)
Samsung 

(Galaxy S4 LTE-A)
Apple

(i phon5s)

L* a* b* L* a* b* L* a* b* L* a* b*

Poly-
ester

Red 46.91  59.46  34.79 47.57  64.71  41.90 55.78  81.84  52.87 51.01  66.32  41.05

Yellow 94.64  –9.69  77.79 94.75 –24.08  80.83 99.64 –16.56  88.58 97.32 –17.36  66.92

Green 65.53 –45.86  27.74 73.69 –42.71  26.95 77.42 –46.50  23.24 77.47 –34.34  19.79

Blue 46.78   6.93 –48.46 47.71  35.58 –69.66 53.97  15.16 –67.87 56.82  16.82 –57.20

Wool

Red 49.30  65.06  29.38 47.98  71.07  52.37 57.35  91.03  62.56 52.30  73.89  47.55

Yellow 94.69 –5.88  82.18 94.10 –20.86  96.47 99.80 –10.62 110.48 97.38 –15.30  84.40

Green 40.60 –43.18   5.26 45.65 –42.24  22.53 46.92 –48.25  14.05 48.40 –37.99  14.94

Blue 38.78   3.07 –43.18 33.61  32.30 –58.59 40.64  11.41 –54.83 41.92  16.15 –49.59

<Table� 4>�Fabric colors through naked eyes and the smartphones

Ⅲ.� Results�&� Discussion

1.� Comparison� of� fabric� colors� through� naked�

eyes� and� the� smartphones

분광휘도색차계를 이용하여 실제 직물과 스마트폰 

직물 색상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측
정된 색상(L*a*b*) 데이터의 수치적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X-rite사의 color I-control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여 측정결과의 수치를 색으로 재현하여 색차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나타내었다(Table 5, Table 6).
<Fig. 2>와 <Fig. 3>은 측정 데이터 <Table 4>의 

a*b*좌표로 나타낸 것이다. 좌표 위치를 통해 색상 

및 채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좌표의 a*가 ‘–’일수록 

선명한 초록에, ‘+’일수록 선명한 빨강에 가까운 색이

다. 또한 b*가 ‘–’일수록 파랑에, b*이 ‘+’일수록 노랑

에 가까운 색을 의미한다. 먼저 실제 직물 색상좌표

와 스마트폰 색상좌표 분포를 분석하였다.
폴리에스터 직물은 모든 색상에서 스마트폰 직물과 

실제 직물과의 색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 중 빨간색은 a*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선

명한 빨강을 나타냈는데, 그중에서도 Samsung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노란색은 모든 스마트폰 

직물 색상 좌표가 실제 직물 색상 좌표에 비해 a*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직물 색상보다 초록이 표

현되는 색으로 치우쳐 있었다. 초록색은 스마트폰 직

물과 실제 직물의 색상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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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naked eyes LG
(G2)

Samsung 
(Galaxy S4 LTE-A)

Apple
(i phone 5s)

Red

Yellow

Green

Blue

<Table� 5> Fabric colors of polyester through naked eyes and the smartphones

    

Through naked eyes LG
(G2)

Samsung 
(Galaxy S4 LTE-A)

Apple
(i phone 5s)

Red

Yellow

Green

Blue

<Table� 6> Fabric colors of wool through naked eyes and the smartphones

●: Naked eyes,  ▲: Samsung,  ★: Apple,  ■: LG

<Fig.� 2> Color coordinate of the polyester fabrics

●: Naked eyes,  ▲: Samsung,  ★: Apple,  ■: LG

<Fig.� 3> Color coordinate of the wool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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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amsung사와 LG사가 유사하였다. 파란색은 스

마트폰 직물 색상의 b*가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LG사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났다.

양모 직물 또한 모든 색상에서 스마트폰 직물과 실

제 직물과의 색상 차이가 나타났으며, 폴리에스터 직

물보다 전반적으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색상별

로 살펴보면, 빨간색은 스마트폰 직물의 a*가 ‘+’경향

을 보이고 있었으며, 타 스마트폰에 비해 S사가 실제 

직물보다 선명한 빨간색으로 나타났다. 노란색은 스

마트폰 직물의 b*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직

물보다 노란색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양모직물 

역시 초록색에서 스마트폰 직물과 실제 직물의 색상

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파란색은 스마트폰 직물 

색상의 b*가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LG사가 가

장 크게 나타나 폴리에스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직물 종류에 따른 색상 좌표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폴리에스터 직물의 좌표는 빨간색에서 Samsung
사의 a*값이 가장 ‘+’로 나타나 실제 직물과 편차가 

가장 컸다. 반면에, LG사와 Apple사는 상대적으로 실

제 직물과 편차가 적었으며, LG사가 가장 실제 직물

과 유사하였다. 초록색의 경우는 Apple사의 a*가 가

장 ‘+’로 나타나 실제 직물과의 색상 차이가 가장 컸

으며, Samsung사와 LG사는 실제 직물과 색상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또한, Samsung사의 a*값이 가장 

‘–’로 나타나 채도가 가장 높았다. 노란색도 Samsung
사의 b*값이 가장 ‘+’로 나타나 실제 직물보다 채도

를 높게 표현해 주고 있었지만, 반면에 파란색만 LG
사의 b*값이 가장 ‘–’로 파란색 채도가 높게 나타나, 
다른 색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종합해 보았을 때 Samsung 스마트폰이 타 스마트

폰에 비해 채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Samsung의 화면 색재현율이 타 스마트폰 화면에 

비해 높기 때문에 채도가 높게 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Kim, Shin, & Lee, 2014). 그러나 파란색에서

만 LG 스마트폰이 높았는데, 이는 화면의 색온도가 타 

화면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향후 세부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폴리에스터 직물의 색좌표(Fig. 2) 결과는 양모 직

물 색좌표(Fig. 3)의 경향과 유사하였다. 실제 직물의 

종류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좌표의 위치는 동일하

지 않았지만, 각 스마트폰 좌표의 위치가 폴리에스터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직물의 종

류가 변해도 실제 직물의 색을 나타내는 경향이 유사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양모 직물도 빨강, 
노랑, 초록에서 Samsung사의 채도가 가장 높았으며, 
파란색에서만 LG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 폴리에스터 

직물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폴

리에스터 직물과 양모 직물의 색상 측정 결과, 각각

의 스마트폰의 a*b* 색좌표 위치가 유사하게 분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직물

을 볼 때 직물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색상 계열

에서는 유사한 분포를 나타나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좌표분포 위치는 직물 종

류에 따라 상이했는데, 노란색 폴리에스터 직물은 스

마트폰 색상좌표가 실제 직물의 왼쪽에 분포하고 있

었지만, 양모 직물은 상단에 분포하였다. 한편, 초록

색 폴리에스터 직물의 경우, 스마트폰 색상 좌표가 

실제 직물 기준으로 하단에 분포하고 있었지만, 양모 

직물은 상단에 분포하고 있었다.
    

2.�Comparison�of�fabric�color�difference�through�

naked�eyes� and� the� smartphones

<Fig. 2>와 <Fig. 3>을 통하여, 직물의 색상(a*b*) 
경향은 확인할 수 있지만,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직물간의 정확한 색차

(ΔE)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실제 직물과 스마트폰 

직물의 색차를 비교하기 위해 색상평가 자료를 이용

하여 수식에 의하여 색차(ΔE)를 구하여 <Table 7>에 

나타내고, 그래프로 비교분석하였다(Fig. 4, Fig. 5).

1)�Color�differences� of�polyester� fabrics

실제 육안으로 보는 폴리에스터 직물과 각각의 스

마트폰으로 보이는 직물의 색차를 직물색 별로 정리

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 4). 스마트폰 모델별

로 그래프 색을 다르게 하여 구분하기 용이하게 하였

고, 왼쪽은 ‘LG’ 스마트폰, 가운데는 ‘Samsung’, 오른

쪽은 ‘Apple’을 나타낸다. 각각의 그래프 상단에 위치

한 수치는 실제 직물 색과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직물

색의 색차이다.
기기 분석에 의한 색 측정 결과, 직물색에 따라 스

마트폰의 색표현 정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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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er

Phone

Color

Polyester Wool

LG
(G2)

Samsung 
(Galaxy S4 LTE-A)

Apple
(i phon5s)

LG
(G2)

Samsung 
(Galaxy S4 LTE-A)

Apple
(i phon5s)

Red  8.87 30.11 10.15 23.79 42.89 20.42

Yellow 14.71 13.73 13.57 20.72 29.14 10.05

Green  8.78 12.73 18.40 18.02 11.96 13.47

Blue 35.65 22.28 16.58 33.44 14.45 14.90

<Table� 7> Fabric color difference through naked eyes and the smartphones

Red
(Polyester)

Yellow
(Polyester)

Green
(Polyester)

Blue
(Polyester)

<Fig.� 4> Colors differences of polyester fabrics 
through naked eyes and the smartphones

    
간색의 경우, Samsung이 노란색과 파란색은 LG가 실

제 직물 색과 가장 색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초록색

은 Apple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4가지 색 중에 노란

색은 스마트폰 별로 색차가 1 이내로 편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색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파란

색의 경우는 스마트폰 별로 색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

다. 또한 빨간색의 경우 Apple과 LG 스마트폰은 편

차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는 범위인 1.5 이내인 반

면 Samsung 스마트폰이 가장 큰 색차를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Color�differences� of�wool� fabrics

양모 직물 또한 직물 색에 따라 스마트폰의 색차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는데, 폴리에스터와 유사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었다(Fig. 5). 빨간색의 경우는 Sam-
sung이 가장 큰 색차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노란색은 

Apple이 실제 직물 색과 가장 색차가 크게 나타났다. 
초록색은 LG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파란색의 경

Red
(Wool)

Yellow
(Wool)

Green
(Wool)

Blue
(Wool)

<Fig.� 5> Colors differences of wool fabrics through 
naked eyes and the smartphones

우 Samsung과 Apple은 색차가 유사한 반면, LG의 색

차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실제 직물을 기준으로 L*값을 비교해본 결

과, LG가 실제 직물과의 편차가 6 이내로 가장 유사

하게 나타났으며, Samsung과 Apple은 실제 직물과 

편차가 10이내로 나타났다. a*와 b* 값은 실제직물과 

스마트폰과의 차이가 *L값에 비해서 편차가 크게 나

타났는데, 특히 빨간색의 경우 *b값은 20까지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해 보았을 때, 모든 스마트폰에서 실제직물과 

뚜렷한 색차(폴리에스터 직물: 8 이상, 양모 직물: 10 
이상)를 나타내었으므로 모바일 폰 쇼핑에서 소비자 

불만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

본 연구는 실제 육안으로 보는 폴리에스터와 양모 

두 직물의 색상과 LG, Samsung, Apple사에서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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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류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지는 빨강, 노랑, 초
록, 파랑 네 직물의 색상과 색차를 전문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 후, 정량적 수치로 비교 분석하여 얻

은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직물 두 종류의 색상을 

측정한 결과, 각각의 스마트폰 직물색의 색좌표 위치

가 폴리에스터와 양모직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유사

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직물을 볼 때 직물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색상 

계열에서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므로, 모바일 쇼핑 시

에 직물 종류에 따른 색상 불일치 문제는 크게 발생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둘째, 스마트폰 세 종류에 따른 직물의 네 가지 색

상을 측정한 결과, Samsung 스마트폰은 색재현율이 

타 스마트폰보다 높아서 직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빨

강, 노랑, 초록에서 채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빨

간색에서 타 스마트폰에 크게 나타났다. 파란색은 색

온도가 가장 높았던 LG 스마트폰의 채도가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직물색의 

종류에 따라서 색상 차이가 존재하므로 모바일 쇼핑 

시 색상 불일치에 대한 고려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셋째, 실제 직물과 스마트폰 직물과의 색차를 비교

해본 결과, 색상측정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특
히 Samsung 스마트폰은 빨간색 양모와 폴리에스터 

직물에서 실제 직물과의 색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LG 
스마트폰은 파란색에서 크게 나타났다. 색차 9-43 사
이의 범위는 현저하게 색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모바

일 쇼핑 구매자의 불만족을 발생시키는 위험 요소이다.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기기분석 결

과, 스마트폰 별 색상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화

면 색 재현율이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Samsung 스마

트폰은 LG와 Apple에 비해 색재현율이 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채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현재 Samsung 
스마트폰은 색재현율을 낮춘 화면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가 보다 정확한 색상옵션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옵션도 표준 규격보다 높은 색

재현율을 보이기 때문에, 제조사는 표준 규격에 맞는 

색재현 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새로운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개발될 것이고, 

모바일 쇼핑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

측되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 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모바일 쇼핑은 시각으

로만 제품을 판단해야 하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상품 판매자 또는 
업체는 직물 종류와 색상에 따른 정확한 제품 색상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

며, 스마트폰 제조사는 밝기 조절, 화면 색재현율 옵

션 등의 세부적인 옵션과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색상의 기기분석을 위하

여, 실제 직물과 스마트폰에 보여지는 직물을 카메라

로 촬영하여 스마트폰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동일조건

에서 촬영했으나 촬영도구에 따라 색상 표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관

능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육안으로 보는 색과 스마트

폰으로 보여지는 색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사용한 직물과 섬유가 두 종류이므로 모든 직물에 확

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

양한 직물과 섬유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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