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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velengths of color stimulate the hypothalamus and induce psychological re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r preference and psychiatric disorders has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This pilot study performed to
investigat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color preference and medication adherence on 155 psychiatric outpatients (65 for
major depression disorder, 68 for anxiety disorder, 22 for bipolar disorder). We asked three questionnaires about a favorite
color, a hatred color and self-assessment adherence, and conducted cross-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color preference
between result of this study and preceding study (2015). And we investigated the color distribution ratio of central nervous
system therapeutics for oral solid formulation. The most favorite color was purple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patients,
and green in anxiety disorder and bipolar disorder patients. Purple-blue-green, the short wavelength colors were preferred
in all subjects. This result present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preference of non-psychiatric patients. Of the 131 oral
solid formulations, 46.6% were white color. So far, the favorite color has not yet been applied to patients’ medication.
Because the favorite color of psychiatric patients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non-psychiatric patients, the color preference
might consider application in psychiatric medications.
Keywords Color preference, compliance, adherence, psychiatric outpatient, color

서 론(Introduction)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고, 낮은 복약순응도는 입원 증가, 생산
2)

성 손실, 사망률 증가와 치료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Haynes(2003)는 ‘복약순응도를 증진시키는 것은 새로운 치료법

경제적 손실마저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2001년 8월
3)

을 개발하는 것보다 인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되면서, 환자의 복약

언급한 바 있다. 복약순응도가 중요한 이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순응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가장 기본 요소이며,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나타나고 있다.

1)

2-7)

연구자들은 환자의 약물치료에 대한 신념이나,

질병의 중증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약사의 복약지도 등이 복
약순응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복약을 이행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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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는 복용 시간, 복용 횟수, 약물치료의 시기, 약의 색상, 형
태 등 여러 인자가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치료에
.8)

대한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고 약물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을 이행하지 않는 행동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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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이어서, 환자가 복약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질병에 대한 인

응도를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지 정도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신념 등의 어떤 심리적인 요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소들이 개입된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약물을 마주한 환자에게
복약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의료진에 대한 믿음, 질
병 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지, 약물 제형의 복용 편의성(복용 방

연구대상 및 기간

법, 횟수, 조작의 단순함 등), 약물 외형에 대한 지각적인 측면

본 연구는 2015년 8월 1일부터 9월 5월까지 5주 동안 서울

(크기, 숫자, 색깔 등) 등이 있다. 이 중 약물의 지각적인 측면

소재 종합병원 정신과 외래에서 우울장애(D), 불안장애(A) 또는

에 대한 환자의 심리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로 색채

양극성장애(M)으로 진단받아 약물치료 중인 만 18세 이상의 성

(color)가 있다. 색채란 자연 그 자체이자 고대로부터 내려온 언

인 환자 중 설문조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어로써 영역을 구분하는 단순 기능에서부터 감성을 표현하고 신

중 약물 치료를 개시한 지 1개월 미만인 경우와 설문 문항에 답

체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기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

변이 1개 이상 누락된 경우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정규분포를

능을 하는 인공적인 색을 의미한다. 색채는 이미 그 성질을 이용

나타내기 위한 최소 대상자 수는 60명으로 탈락율 10%를 고려

해 심리치료나, 미술치료, 대체의학의 일종인 컬러테라피 등으로

하여 각 질환별로 66명씩 배정하였다. 본 연구는 강동경희대학

이러한 배경에서 본

교병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았다(승인번호: 2015-07002-001).

9)

질병 치료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10)

연구팀(예경남 등, 2015)은 국내 최초로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대
상으로 색채선호도와 복용 약물의 색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함
으로써 색채가 환자의 복약순응도 증진을 위한 요소가 될 수 있
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8)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정신과 외래에서 실시하였으

과거 약물의 색채에 대한 관심은 특히 정신과 영역에서 꾸준

며, 자가기입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색채는 심리를 나타내므로

히 연구되어 왔다. Schapira 등(1970)은 불안 장애 환자 48명을 대

‘Miller Mood Map’ 을 활용한 예비설문으로, 대상자의 심리상

상으로 oxazepam 정제를 빨강, 노랑, 초록색으로 만들어 무작위

태를 수치화하였다. 심리상태는 활력상태(energy state)와 기분상

로 1주일씩 복용시킨 후 임상 증상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정

태(feeling state)로 나타내었으며,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거나,

제의 색채 간에 임상적 증상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초록색

긍정적이고 밝은 행복한 기분이 들수록 +1~+5점을. 무기력하고

14)

oxazepam을 복용한 후에는 불안 증세가 가장 호전되었고, 노란

힘이 없는 상태이거나, 기분이 울적하고 부정적이고 불행한 기

색 oxazepam을 복용한 후에는 우울 증세가 가장 호전되었다고

분이 들수록 −1~ −5점으로 표기하였다. 설문은 선호색과 혐오색,

초록색은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중심에 위치하며, 균형

복약순응도에 대한 3가지 문항으로만 구성하였다. 색채 선택방

과 조화, 공감의 색이다. 심리적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근육

법으로 Whorwell 등의 38 색상환 을 이용하였고, 복약순응도

이나 신경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안정적인 색채이다. 노란색은

문항은 2008년 한국의료패널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순응과 불

정신활동을 자극하여 기억력을 강화하고, 운동신경을 활성화하여

순응을 구분하기 위한 3가지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일한 성분

다. 색상환은 Excel 2013 (Microsoft )에서 RGB를 사용하여 제

의 oxazepam임에도 불구하고, 초록색 oxazepam이 불안 증세를

작하였으며, 빨간색(1~4), 초록색(5~8), 갈색(9~12), 노란색(13~16),

가장 호전시켰고, 노란색 oxazepam이 우울 증세를 가장 호전시

보라색(17~20), 분홍색(21~24), 파란색(25~28), 오렌지색(29~32)의

켰다는 연구결과는 색채가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8가지 색채군과 무채색인 검은색(33), 회색(34~37), 흰색(38)의 3

하였다.

11)

근육에 에너지를 생성케 한다.

12)

15)

©

을 의미한다. 또 Blackwell 등(1972)은 의대생 56명을 대상으로

가지를 합하여 총 11가지 색채군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는 38

파란색과 분홍색 위약정제를 진정제 또는 흥분제로 복용시킨 후

가지 색채 내에서 원하는 색상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 색채

반응을 평가하였는데, 대상자들은 분홍색 정제를 복용한 후에 더

의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Appendix 1).

흥분감을 느꼈고, 파란색 정제를 복용한 후에는 더 우울감을 느
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색채가 환자의 심리나 무의식,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이용되며, 특히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색채 조사
해당 기관의 의약품집에 수록된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

미술치료가 발전하고 있으므로, 정신과 영역에 사용되는 약물의

병약 109 품목을 수집하여 그 중 두 가지 색이 혼합된 8품목을

색채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제외한 총 101 품목을 대상으로 (재)약학정보원의 식별정보를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선호색

수집하여 약물의 색채 분포를 조사하였다

과 혐오색을 조사하여 질환별 색채 특이성을 살펴보고, 대상자
들이 복용하는 정신과 약물의 색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
구 결과 질환별로 선호색이 뚜렷하다면 그 색채를 해당 질환의

분석방법
첫째, 대상자가 문항별로 표기한 색상환 번호를 빨간색, 초록

약물이나 복약 이행 도구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

색, 갈색, 노란색, 보라색, 분홍색, 파란색, 오렌지색, 검은색, 회

해 만성적으로 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정신과 환자들의 복약순

색, 흰색의 11가지 색채군으로 분류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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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답변이 누락된 응답자 1명을 제외하여 우울장애군(D) 65명,

또 본 연구팀(2015) 이 수행한 일반인 환자 대상 색채선호도 조

불안장애군(A) 68명과 양극성장애군(M) 22명으로 총 155명을

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반인 환자 149명의 색채선호도도 교

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대상자는 남성 48명(31.0%), 여성 107명

차분석하였다. 셋째, 심리상태와 선호/혐오색과의 상관관계를 단

(69.0%)으로 여성이 많았고, 연령대는 50대 43명(27.7%), 40대

순선형 회귀분석하였다. 넷째, 약물의 색채 분포를 빈도분석하

38명(24.5%), 60대 29명(18.7%), 30대 22명(14.2%), 30대 미만

8)

였다. 자료 분석과 통계처리는 Microsoft Excel 2010 (Microsoft

13명(8.4%), 그리고 70대 10명(6.5%) 순으로 50대 환자가 가장

Co., One Microsoft Way, Redmond, Washington, U.S.)과 SPSS

많았다. 질환으로는 우울장애(D) 68명(43.9%), 불안장애(A) 65명

Program 18.0 (SPSS Inc., Chicago, IL, U.S.)을 이용하였다.

(41.9%), 양극성장애(M) 22명(14.2%)로 구성되며, 양극성장애 환
자는 연구기간 내에 목표치인 60명에 도달하지 못하였다(Table 1-1).

결 과(Results)
대상자 기초 분석
설문조사에 응한 환자는 178명이었으나, 이 중 우울장애나 불
안장애, 또는 양극성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응답자 22명과 설문

명은 초록색(30.8%)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파란색(20.0%),
(31.0)
(69.0)

Age group, n (%)
< 20 yrs
20-29 yrs
30-39 yrs
40-49 yrs
50-59 yrs
60-69 yrs
70-78 yrs

2
11
22
38
43
29
10

(1.3)
(7.1)
(14.2)
(24.5)
(27.7)
(18.7)
(6.5)

Diagnostic group, n (%)
Depressive disorder
Anxiety disorder
Bipolar disorder

68
65
22

(43.9)
(41.9)
(14.2)

Mood state, median (IQR)
Energy state
Feeling state

0.0
1.0

(-2.0~2.0)
(-2.0~3.0)

yrs=years; IQR=interquartile range.

등을 선호하였다(Fig. 1). 질환별로 선호색을 살펴본 결과, 우울
초록색(19.1%), 분홍색(11.8%)을 선호하였다. 불안장애군(A) 65

Patients (N=155)
48
107

호하였고, 다음으로 보라색(20.6%), 파란색(14.2%), 노란색(11.6%)
장애군(D) 68명은 보라색(26.5%)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Table 1-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ll subjects

Gender, n (%)
Male
Female

질환별 선호색
대상자 전체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초록색(26.5%)을 가장 선

Table 1-2. Classification of psychiatric agents
n

(%)

Anti-depressive agents
Tricyclic antidepressants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s
Others

Psychiatric Agents (N=146)

41
7
15
7
7

(28.1)
(17.1)
(36.6)
(17.1)
(17.1)

Anxiolytic agents
Benzodiazepines
Non-benzodiazepines

25
18
7

(17.1)
(72.0)
(28.0)

Antipsychotic agents
Typical antipsychotic agents (first generation)
Atypical antipsychotic agents (Second generation)
Others

44
7
32
5

(30.1)
(15.9)
(72.7)
(11.4)

Mood stabilizers

18

(12.3)

Psychostimulants and nootropics

23

(15.8)

Other psychiatric agents

4

(2.7)

Fig. 1. The distribution of the favorite color and the hatred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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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favorite color by groups on psychiatric outpatients. D=major depressive disorder group; A=anxiety disorder group; M=bipolar
disorder group
Table 2. The result of χ2-test on the favorite colors between psychiatric outpatients and non-psychiatric patients
Color /
Wavelength (nm)

Diagnostic group (n, %)

P-value

D (n=68)

Non-D (n=87)

Non-Psy (n=149)

Purple
380-450

18 (26.5)

14 (16.1)

NA

0.161

18 (26.5)

NA

9 (6.0)

<0.001

Green or Blue
450-570

18 (26.5)

45 (51.7)

NA

0.001

18 (26.5)

NA

46 (30.9)

0.527

A (n=65)

Non-A (n=90)

Non-Psy (n=149)

Green
495-570

20 (30.8)

21 (23.3)

NA

0.357

20 (30.8)

NA

18 (12.1)

0.002

Green or Blue
450-570

33 (50.8)

30 (33.3)

NA

0.033

33 (50.8)

NA

46 (30.9)

0.009

M (n=22)

Non-M (n=133)

Non-Psy (n=149)

Green
495-570

8 (36.4)

33 (24.8)

NA

0.298

8 (36.4)

NA

18 (12.1)

0.007

Green or Blue
450-570

12 (54.5)

51 (38.3)

NA

0.167

12 (54.5)

NA

46 (30.9)

0.033

D=major depressive disorder group; A=anxiety disorder group; M=bipolar disorder group;
Non-D=non group D (group A and group M); Non-A=non group A (group D and group M);
Non-M=non group M (group D and group A); Non-Psy=non psychiatric patient group; NA=not applicable.

노란색(15.4%)을 선호하였다. 양극성장애군(M) 22명의 경우, 초

호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09) 양극성장애군(M)은 두 다른

록색(36.4%)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보라색(27.3%), 파란

질환과 구별되는 선호색은 없었으나, 일반환자군(Non-Psy)에 비

색(18.2%)을 선호하였으며, 분홍색과 오렌지색은 선호하지 않았

해 초록색을 더 선호하였고(p=0.007), 초록/파란색 비교에서도 유

다(Fig. 2).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33)(Table 2).

질환별 선호색을 서로 교차분석한 결과, 우울장애군(D)은 두

색채를 파장으로 나열해서 질환별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450-

다른 질환군에 비해 선호하는 색채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일반

570 nm 파장 범위에서 3군 모두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환자군(Non-Psy)에 비해 보라색을 더 선호하였다(p<0.001). 불안

였다(Fig 3). 450-570 nm는 초록과 파란색 사이의 파장으로, 이

장애군(A)은 두 다른 질환군에 비해 단색 선호도는 유의한 차

는 양극성장애군(M)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일반환자군(Non-Psy)

이가 없었고, 초록/파란색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

의 선호도와 비교하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33)(Table

다(p=0.033). 또 불안장애군(A)은 일반환자군(Non-Psy)보다 초록

2, 4). 즉 우울장애 환자는 보라색을 가장 선호하였고, 불안장애

색을 더 선호하였으며(p=0.002), 초록/파란색 비교에서도 더 선

와 양극성장애 환자는 초록과 파란색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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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 of χ2-test on the hatred colors between
psychiatric outpatient groups

Fig. 3. The favorite color and wavelength by groups. D=major
depressive disorder group; A=anxiety disorder group; M=bipolar
disorder group

질환별 혐오색
전체 대상자들이 싫어하는 색채는 검은색(28.4%), 회색(16.8%)

Depressive disorder and
Color

D (n=68)

Non-D (n=87)

P-value

Red

2 (2.9)

13 (14.9)

0.013

Gray

12 (17.6)

14 (16.9)

0.831

Brown

14 (20.6)

13 (14.9)

0.398

Black

18 (26.5)

26 (29.9)

0.721

Anxiety disorder and
Color

A (n=65)

Non-A (n=90)

Red

8 (12.3)

7 (7.8)

0.414

Gray

11 (16.9)

15 (16.7)

1.000

Brown

11 (16.9)

16 (17.8)

1.000
0.858

Black

19 (29.2)

25 (27.8)

BP Mania and Color

M (n=22)

Non-M (n=133)

Red

5 (22.7)

10 (7.5)

0.042

Gray

3 (13.6)

23 (17.3)

0.770

Brown

2 (9.1)

25 (18.8)

0.370

Black

7 (31.8)

37 (27.8)

0.799

D=major depressive disorder group; A=anxiety disorder group;
M=bipolar disorder group; Non-D=non group D (group A and group
M); Non-A=non group A (group D and group M); Non-M=non group
M (group D and group A).

으로 무채색 계열이 많았으며, 갈색(17.4%)도 싫어하는 색채라
고 응답하였다(Fig. 1). 질환별로 혐오색을 살펴보면, 우울장애군

애 환자는 모두 무채색을 싫어하였고, 양극성장애 환자는 빨간

(D)은 검은색(26.5%), 갈색(20.6%), 회색(17.6%)순으로 싫어하였

색을 보다 더 싫어하였다(Table 3).

고, 불안장애군(A)은 검은색(29.2%), 갈색(16.9%), 회색(16.9%)순
으로 우울장애군과 동일하였다. 양극성장애군(M)도 검은색(31.8%)
을 가장 싫어하였고, 다음으로 빨간색(22.7%), 회색(13.6%) 순으

심리상태 척도와 선호(혐오)색
설문조사에 응할 당시의 대상자의 심리상태는 활력상태(energy

로 나타났다(Fig. 4).

state)와 기분상태(feeling state)로 나타내었다. 각 상태별 척도값

질환별 혐오색의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우울장애군(D)이

은 −5~+5점이며, 각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결과는

주로 싫어한 갈색, 회색, 검은색은 다른 질환군과 차이가 나타

중앙값과 분위수로 나타내었다. 활력상태의 중앙값은 0점(IQR

나지 않았으나, 빨간색은 덜 혐오하였다(p=0.013). 불안장애군(A)

−2~+2)이고, 기분상태의 중앙값은 1점(IQR −2~+3)으로 나타났

은 빨간색, 갈색, 회색과 검은색을 주로 혐오하였으나, 다른 질

다(Table 1-1). 심리상태와 선호(혐오)색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환과의 차이는 없었다. 양극성장애군(M)은 빨간색을 두 다른 질

기 위해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선호색은 두 가지 더

환군에 비해 유의하게 싫어하였으며(p=0.042), 회색, 갈색, 검은

미변수(초록/보라/파랑 vs. 나머지 색채)로 설정하였고, 혐오색도

색은 차이가 없었다(Table 3). 즉 우울장애, 불안장애, 양극성장

두 가지 더미변수(갈색/검정/회색 vs. 나머지 색채)로 설정한 후

Fig. 4. The hatred color according to diagnostic groups in psychiatric outpatients. D=major depressive disorder group; A=anxiety disorder
group; M=bipolar disord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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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 between mood state and favorite/hatred
color

다빈도 색채로는 항우울제가 흰색(51.6%), 노란색(19.4%), 분홍
색(12.9%)였고, 항불안제는 흰색(44.0%), 노란색(20.0%), 분홍색
(24.0%), 항정신병약은 흰색(38.1%), 노란색(26.2%), 분홍색(14.3%)

Variable

F

B

t

P value

Energy state
Favorite color

0.027

-0.003

-0.163

0.870

으로 나타났다(Table 5).

Mood state
Favorite color

0.838

0.014

0.916

0.361

자가측정 복약순응도

Energy state
Hatred color

1.190

0.017

1.091

0.277

‘순응’ 또는 ‘불순응’으로 양자택일한 자가측정 복약순응도 조

Mood state
Hatred color

0.154

-0.006

-0.392

0.696

사 결과, ‘정해진 방법대로 복용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은 우울장애군(D) 92.6%(63명), 불안장애군(A) 92.4%(61명), 양
극성장애군(M) 95.5%(21명)로 모두 높은 복약순응도를 나타내
었다(Fig. 6).

활력상태와 기분상태를 각각 회귀분석한 결과, 비표준화계수(B)

고 찰(Discussion)

값이 0에 가깝고, p값이 유의하지 않아 활력상태와 기분상태는
선호(혐오)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태양광에는 수많은 빛의 입자를 가진 빛의 파동이 흐르며, 그
빛은 파동을 가진 에너지로, 파장의 길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색

정신과 효능별 약품의 색채
병원 의약품집에 수록된 중추신경계용 경구약은 항우울제 41

들로 구분된다.

16)

색(Color)은 인간의 눈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

품목(28.1%), 항불안제 25품목(17.1%), 항정신병약 44품목(30.1%),

계 내에서 지각되는 파장을 가진 빛으로 그 파장은 380-780 nm

기분조절제 18품목(12.3%), 정신흥분제 및 뇌기능개선제 23품목

의 범주에 있다. 물체는 여러 가지 파장의 빛 중 그 특성에 따

(15.8%)과 기타 4품목(2.7%)인 총 146품목으로 구성되었다(Table

라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하게 되는데 인간의 시각에 인

1, 2). 이 중 혼합색채 15품목을 제외한 131품목을 대상으로 빈

지되는 색채는 물체가 흡수하지 않고 반사되는 빛의 파장이다.

도분석한 결과, 가장 다빈도 색채는 흰색(46.6%)이 압도적으로

눈을 통해 흡수된 빛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이로 인해

많았고, 다음으로 노란색(26.0%), 분홍색(12.2%), 파란색(6.1%)

수면, 감정, 체온, 에너지 등이 조절된다. 정우석 등(2000)은 색

순으로 나타났으며, 검은색이나 회색 약물은 없었으나 혐오색인

채자극이 정상인의 생리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갈색(2.3%)과 빨간색(2.3%)이 소량 분포하였다(Fig. 5). 효능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푸른색과 녹색에서 EEG상 알파파가

Fig. 5. Color distribution percentage of central nervous system drugs as oral solid formulation.
Table 5. The Color distribution ratio of central nervous system oral solid formulation
Classification

White

Yellow

Mood stabilizers

8

8

Psychostimulants and nootropics

10

4

Anxiolytic agents

11

5

6

2

Anti-depressive agents

16

6

4

2

Antipsychotic agents

16

11

6

3

sum

61

34

16

8

46.6

26.0

12.2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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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

Blue

Green

Brown

1

1

Red

Purple

1
1
1

2

2

1

1

2

4

3

3

2

3.1

2.3

2.3

1.5

정신과 환자의 색채선호도와 중추신경계약물의 색채분포

이기도 하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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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양극성장애 환자와 불안장애 환

자가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불안하고, 흥분되고 고양된 상태
인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초록색에 끌리는 것으로 보
여진다. 파란색도 평화와 평온을 상징하는 색으로 긴장과 격분
을 감소시키는, 천천히 가라앉히는 성질이 있으므로,

12)

초록색과

마찬가지로 불안장애와 양극성장애 환자들을 진정시키는데 도
움을 주는 색이다. 보라색은 자외선과 인접한 파장을 가지고 있
어 화학작용이 강하며 활동력이 저하되었을 때 마음이 끌리기
쉬운 색이라고 한다.

21)

신승우 등(2000)은 보라색은 상부의 뇌를

자극하여 정신수련자에게 높은 의식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며, 감수성을 조절하고, 정신질환의 치료에 있어 매우 유익한
Fig. 6. Self-assessment of medication adherence. D=major
depressive disorder group; A=anxiety disorder group; M=bipolar
disorder group.

색으로 기술하였으며.

22)

본 연구에서도 우울장애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였으므로, 우울한 기분상태가 보라색이 가진 파장에 자극
을 받는 것으로 보여 질환과 색채의 특성이 서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본 연구의 정신과 환자는 일반환자에 비해 보라, 초

이

록, 파란색의 단파장(380-570nm) 색채를 유의하게 더 선호하였

제 색채는 시각이 주는 정서적인(심리적인) 영향뿐 아니라, 색

으나, 병원 약품집에 수록된 정신과용 약물 131종의 색채에는

상승하고, 베타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7)

채가 지닌 파장과 에너지로 이해되고 있다. 색은 인체에 미치는

보라, 초록, 파란색 비율이 낮았다. 따라서 약품 제형이나 포장

효과로 미술심리치료에 적용되거나, 병원 시설 등의 환경색채로

디자인에 질환의 특성에 알맞은 색채를 적용해 볼 수도 있겠다.

써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주기 위해 고려되거나,

18-20)

혐오색의 경우, 정신과 외래 환자는 검은색(28.4%), 회색(16.8%),

신체에 부족한 파장의 빛을 찾아 그 빛을 쬐어 수면치료나 스

갈색(17.4%), 빨간색(9.7%)을 싫어하였다. 본 연구팀(2015)의 선

트레스치료에 이용되거나, 색을 보거나,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두 연구대상자 모두 검은색을 혐오색

등의 다양한 색광치료(color therapy)에 활용되고 있다.

으로 선택한 것은 일치하지만, 일반환자들이 빨간색, 보라색 순

8)

그렇다면 환자가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에도 색채의 심리적

으로 싫어하였던 것과는 달리. 정신과 환자는 일반환자보다 무

영향이 고려되었을까?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은 초록색(26.5%)

채색과 갈색을 더 싫어하였다. 양극성장애 환자는 빨간색을 특

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보라색(20.6%), 파란색(14.2%), 노

히 싫어하였는데 이는 일반환자와 구별된다. 색광치료에서 빨간

란색(11.6%), 빨간색(7.7%), 분홍색(7.1%), 오렌지색(3.9%)을 선

색은 생명, 힘, 활력의 상징으로 강한 활력소이고 자극제이다.

12)

호하였으며, 갈색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질환별 선호색을

빨간색은 우울하거나, 지나친 억압 또는 느린 반응으로 문제가

살펴보면, 우울장애군(D) 68명은 보라색(26.5%)을, 불안장애군

생길 때 치료에 사용하는 자극으로써, 분노나 감정적 혼란이 있

(A) 65명은 초록색(30.8%)을, 양극성장애군(M) 22명도 초록색

는 경우에는 치료에 많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36.4%)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병원 약품집에 등록된 중추신경

가 빨간색을 싫어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과 심리를 내포하는 것

계용 약물 131품목 중에는 보라색(1.5%)과 초록색(3.1%)이 매우

으로도 판단된다.

23)

양극성장애 환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설문 당시 기분에 따라 선호색이나 혐

적게 분포하였다.
선호색이 질환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과 외

오색의 색채가 변경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심

래 환자의 색채 선호도와 본 연구팀(2015) 에서 수행한 일반환

리상태 척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기분상태 척도와 선호(혐

8)

자의 색채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우울장애 환자가 가장 선호한

오)색과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활력상태의 최빈값이

보라색(26.5%)은 일반환자의 보라색 선호도(6%)에 비해 유의하

−3점, 기분상태의 최빈값이 +3점이므로 대상자들은 대체로 기운

게 높은 편이었고, 불안장애와 양극성장애 환자가 가장 선호한

이 없는 상태지만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

초록색은 일반환자의 선호도(12.1%)에 비해 높았으며 각각 유의

겨진다. 즉 일상에서 변화하는 심리나 기분상태가 선호(혐오)색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심

정신과 외래 환자의 선호색으로 조사된 보라색, 파란색, 초록

리상태에 대한 조사가 1회에 그쳐 문항에 대한 수정과정을 거치

색의 가시광선 파장 범주를 살펴보면 380-570 nm의 영역대로,

지 못했으며, 일상의 변화하는 심리를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오렌지색이나 빨간색과 같은 장파장의 색채보

연구대상자들이 실제 복용하는 약물의 색채 분포를 살펴보면,

다 단파장 색채를 더 선호하였다. 초록색은 균형과 조화의 색으

대상자들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흰색(46.6%)이 압도적으로 많

로 빛의 중심 파장(495-570 nm)에 위치한다. 초록색은 근심으로

았다. 대상자들이 주로 선호한 단파장 영역의 보라색 약은 2%,

부터의 도피와 자연의 고요한 초록 은신처를 의미하며 피곤할

초록색 약은 3.1%, 파란색약은 8%에 불과하였다. 흰색약이 가

때 가장 끌리는 색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색

장 많은 이유는 색소를 첨가하지 않는 제조과정이 원인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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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wavelengths of spectral colors by visible light
Color

RGB value (R, G, B)

Red

순응도를 평가할 때 비교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Wavelength (nm)

255, 0, 0

620-750

Orange

255, 127, 0

585-620

Brown

150, 75, 0

615

Yellow

255, 212, 0

570-590

Green

0, 153, 0

495-570

Blue

0, 0, 255

450-495

128, 0, 255

380-450

결 론(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외래 환자의 질환별 색채 선호도와 그
심리적 특성을 고찰하고, 일반환자와 비교할 때 선호도에 차이
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러 선행연구

와 같이, 정신과 질환

11-13)

Purple

NA=not applicable; RGB=a device-dependent color model, RGB is an
abbreviation for red-green-blue.

의 특성과 환자가 선호하거나 혐오하는 색과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제시하였으며, 중추신경계용 약물의 제형이나 포장 등에
단파장의 선호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환자
가 복용하는 약물의 색채가 환자의 심리나 기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복약순응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나
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있고, 흰색이 주는 깨끗한 이미지를 적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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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ing)하거나, 중성적(neutral)인 색채로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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