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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과 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은 먼셀의 색채 조화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다. 이 조화론은 크게 조화와 부조화, 조

화의 면  효과, 그리고 조화화 부조화의 미도 계산의 3개로 성립된다. 여기서 미도는 조화의 정도를 정량 인 수식

으로 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학자 버크호 가 문 스펜서의 미는 복잡성 속의 질서성을 가진 것이라는 명

제를 분석하 다. 본 논문에서는 배색의 좋고 나쁨은 질서의 요소와 복잡함의 요소로 나 었다. 미도는 질서의 요

소를 복잡함의 요소로 나  것이다. 이를 상의 미도 계산에 활용하여, 감성으로 취 되는 색채조화  부조화의 

문제를 수치 으로 계산하 다. 그리하여 상에서 색을 별하여 미도가 좋은 배색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었다.

ABSTRACT

Color harmony of Moon and Spencer is based on the Munsell color harmony theory. This harmony theory is established in the three of 

harmony and disharmony, the harmony of the area of effect, and Aesthetic Measure of harmony and disharmony. Aesthetic Measure here is 

how to obtain the quantitative expression of the degree of harmony. American scholar Burkhoff were analyzed with the proposition that beauty 

of Moon-Spencer is with the order in complexity. In this paper, the good and bad of  coloration was divide elements of the order and the 

complexity. Aesthetic Measure is divided into elements of the complexity from elements of the order. This is utilized in the calculation shown 

in the various image, problem of color harmony and disharmony, which is treated as a sensibility was calculated by numerically. Thus 

Aesthetic Measure show was  good or bad coloration by determining the color in the various i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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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색채 조화란 으로 보기에 매우 좋은 색채의 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색채 조화는 색채조 이 갖는 가장 요

한 과제의 하나로서, 술가의 감각 인 것과 색채론을 

응용한 과학 인 조화 방법의 추구 등이 있다. 색채 조화

에는 동일 조화, 유사조화, 비 조화 등이 있다. 

환경 색채는 단일 색상으로 구성되는 것은 거의 무

하다고 본다. 단일 색으로 구성된 색채에  있어서도 그곳

을 비추는 빛의 효과에 의해 다양한 색상의 음 이 나타

나며 경험을 하게 된다. 매우 다양한 환경의 색채에 있어

서 두 가지 이상의 색채가 서로 조합하여 어우러짐으로

서 통합된 체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색채들의 계를 조

화롭다고 말한다. 이러한 조화의 문제는 색에서 보다는 

음악에서 더 오래 부터 이론 이고 체계 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화음과 불 화음의 계를 제시해왔

다. 색채는 음악과 매우 긴 한 연 성을 가지고 있고, 

음악 인 시야에서  색채의 조화에 해 이야기 하는 많

은 이론들이 있다.

색채에서 미도란 색채조화의 기본을 수학 으로 분

석하여 모든 색채의 배색은 조화와 부조화로 구분되며 

조화는 아주 좋은 쾌감을 갖게 하고 부조화는 매우 불쾌

한 감각을 주는 것이라고 하 다[1].

문(P. Moon)과 스펜서(D. E. Spencer)는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다. 이들은 조화를 미 인 가치가 있는 조화와 

미  가치가 없는 부조화가 있고, 조화를 이루는 배색은 

원칙 으로 두 색채의 계가 모호하지 않고, 두 색채가 

색입체 공간 안에서 간단한 기하학  계에 있는 색채

들이라고 설명했다. 조화에는 동일 조화, 유사 조화, 

비 조화가 있다. 동일 조화란 같은 색의 조화를 말하고, 

유사 조화는 유사한 색의 조화를 말하며, 비 조화는 반

색의 조화를 말한다. 

부조화에는 제1불명료의 부조화, 제2불명료의 부조

화, 그리고 부심의 부조화가 있다. 제1불명료의 부조

화는 아주 동일하지 않고 다르지도 않은 애매한 계의 

유사한 색의 부조화를 말하고, 제2불명료의 부조화는 비

슷하지도 않고 반 도 아닌 애매한 계의 색상, 명도, 

채도를 갖는 약간 다른 색의 부조화를 말하며, 부심의 

부조화는 극단 인 흑백의 명도 비를 갖는 극단 인 

반 색의 부조화를 말한다.

색채조화의 일반 인 원리로 져드(D. B. Judd)는 다음

의 5가지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삼았다[2]. 

첫째, 질서의 원리 : 색을 배색할 때 규칙 이고 계획성 

있게 색채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 이고 아름답다

둘째, 유사의 원리 : 색상환에서 근  색채들의 조화

셋째, 동류의 원리 : 공통되는 성질과 속성을 가진 색채

들의 조화

넷째, 명료의 원리 : 색을 배색할 때 배색되는 색은 정확

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다섯째, 비의 원리 : 반 색이나 보색 계에 있는 색들

의 배색

이러한 원리에 따라 색채가 조화인지 부조화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련 연구에 해 살펴보고, 3장에

서는 미도 추출에 해 살펴보고, 4장에서는 다양한 정

지 상을 상으로 미도 추출의 실제 를 실험하고 결

과를 제시하며, 5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Ⅱ. 련연구

미도는 이러한 색채 조화와 매우 한데, 색채조

화 련 연구로는 [3]에서는 인터넷 지도의 조화로운 

색채사용을 해 디지털 인터넷 지도의 색채 표 을 분

석하고 특징을 악하 다. 한 문·스펜서의 색채 조

화론을 이용하여, 디지털 인터넷 지도에서 색채가 조

화롭게 사용되는지를 밝히고 효과 인 색채 표 방법

과 미도에 따른 평가 방법을 제시하 다. [4]에서는 건

축물의 색과 배경색을 문과 스펜서의 미도 이론에 의해 

평가하 다.

[5]에서는 사용자의 감성  요구에 합한 이미지를 

탐색한 후 문-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에 기 하여 조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이미지들을 순 별로 제시하는 이미

지 검색법을 제시하 고, [6]에서는 유아복 랜드 스타

일과 색채 이미지의 일 성과 조화에 한 연구를 수행

하 으며, [7]에서는 색채 비를 통해 효율 으로 지도

를 제작하기 한 방법을 살펴보기 해 색채 비가 지

도제작에 이용되는 방식에 해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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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서는 컬러 디자인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

템을 제안하 는데, 제안 된 시스템은 5 부분으로 구성

하 다. 5 부분은 색채 조화를 평가하는 부분, 색채 결합 

부분, 색채 배합 상의 단 부분, 상 워드 출력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비교 부분이다. 이처럼 색채 

조화 부분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 시스템의 근

간을 이루고 있다. [9]에서는 가능한 한 원래 색상을 충

분히 남기기 해 주어진 사진이나 일반 인 상들 사

이의 색채 조화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리하

여 본 논문의 색채 조화 기술은 다른 분야에서 가져온 여

러 부분으로 구성된 이미지의 색상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용함을 증명하 다. [10]에서는 색상의 조화 여러 가

지의 특성을 확인하 고, 색채 조화 개념의 다양한 의미

를 12 가지 이상의 속성을 통해 분류하 으며, 그 결과는 

색상 조화의 의미를 포함하는 여섯 개의 고유 한 도메인

에 응축시켜 놓았다. 이처럼 색채 조화의 속성도 무수히 

많을 수 있으며, 개인의 개성  취향에 따라 서로 다르

게 나타 날 수 있다.

Ⅲ. 미도값의 추출

미국의 학자 버크호 (G. D. Birkhoff)는 페히 (G. T. 

Fechner)의 “미는 복잡성 속의 질서성을 가진 것이다”라

는 명제를 분석하여 식 (1)과 같은 공식을 발표하여 미도

라는 척도를 제안했다. 

미도의 측정은 배색 시 미의 척도, 다시 말해서 색채 

조화론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배색의 아름다움을 계

산하여 구하고, 그 계산된 수치에 의하여 조화의 정도

를 비교하는 정량  처리 방법이다. 복잡성의 요소가 

최소일 때 미도의 정도는 최 가 되며, 아름다움은 복

잡한 것을 피하고 질서를 확립해 나갈 때 얻어진다고 

하 다.

M = O/C (1)

여기서 M은 미도, O는 질서성의 요소, C는 복잡성의 

요소이다. 

다시 질서성의 요소는 식 (2)와 같이 색상의 미 계

수와 명도의 미 계수  채도의 미 계수를 더한 값으

로 조화별 미 계수에 한 값들은 표 1에 자세히 나와 

있다.

O = Ca + Ma + Ch (2)

여기서 Ca : 색상의 미 계수, Ma : 명도의 미 계수, 

Ch : 채도의 미 계수이다.

다음으로 복잡성의 요소는 식 (3)과 같이 색의 수에 

색상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와 명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 그리고 채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를 곱한 값을 더한 

것이다.

C = Cn + HCa * VMa * CCh (3)

여기서 Cn : 색의 수, HCa : 색상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 VMa : 명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 CCh : 채도차가 있

는 색조합의 수이다. 

이 게 구해진 미도(M)의 값이 0.5 와 같거나 크면 그 

배색은 아름다운 배색 는 조화로운 배색이라고 한다. 

다음 표 1은 각 조화  부조화에 따른 색상의 미

계수, 명도의 미 계수, 채도의 미  계수를 나타낸 것

이다.

표 1. 조화에 따른 미 계수
Table. 1 Aesthetic Factor for Harmony

구분
색상의

미 계수

명도의

미 계수

채도의

미 계수

동일조화 +1.5 -1.3 +0.8

제1불명료 부조화 0 -1.0 0

유사조화 +1.1 +0.7 +0.1

제2불명료

부조화
+0.65 -0.2 0

비조화 +1.7 +3.7 +0.4

미도의 측정에 사용되는 두 가지 성질은 질서성과 복

잡성인데 질서성의 요소에는 색상, 명도, 그리고 채도의 

미 계수가 사용되며, 복잡성의 요소에는 색의 수와 색

상차, 명도차, 그리고 채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가 사용

된다. 본 논문에서 미도 계산에 사용된 각 요소를 정리하

여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냈다.



다양한 정지 상에서 미도값의 추출

1345

표 2. 미도 계산에 사용된 요소
Table. 2 Elements of Aesthetic Measure 

구분 1단계 2단계

미도

질서성의 

요소

색상의 미 계수

명도의 미 계수

채도의 미 계수

복잡성의 

요소

색의 수

색상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

명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

채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

Ⅳ. 실  험

실험환경으로 운 체제는  Window Vista7에서 언어

는 Visual C++ 2010을 이용하여 실험하 다. 오  소스 

컴퓨터 비  C 라이 러리인 OpenCV를 이용하 다.

그림 1. 정지 상의 색 역1
Fig. 1 Color Area 1 of Stabilized Image

정지 상에 한 실험으로 실험에는 그림 1과 같이 

두 가지 색이 나오는 정지 상을 상으로 실험을 하

다. 그림 1에서는 두 가지 색을 선택하 으므로 두 가지 

색상에 한 질서의 요소와 복잡성의 요소만 보면 된다. 

질서의 요소를 보면 서로 반 색의 조화로서 동일 조화

를 이룬다. 색상의 미  계수와 명도의 미  계수가 각각 

1.5와과 -1.3을 나타내고, 다만 채도의 미  계수만 0.8을 

나타낸다. 복잡성의 요소를 보면 색의 수는 2색이고, 색

상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는 1, 명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는 1, 채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는 1이다. 따라서 질

서의 요소는 1이고, 복잡성의 요소는 3으로서, 최종 미도 

값은 1/3 = 0.33로서 0.5보다 작으므로 매우 바람직한 색

상의 조화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최종 미도값이 0.335인 요소들의 자세한 값들은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질서성의 요소 값1
Table. 3 Value 1 of The Order

구분 Ca Ma Ch O

값 1.5 -1.3 0.8 1

표 4. 복잡성의 요소 값1
Table. 4 Value 1 of The Complexity

구분 Cn HCa VMa CCh C

값 2 1 1 1 3

실험에는 그림 2와 같이 정지 상에서 세 가지 색을 

선택하도록 하 다. 그림 2에서는 세 가지 색을 선택하

으므로 세 가지 색상에 한 질서의 요소와 복잡성의 

요소를 보록 하자. 그림 2의 조화는 표 1에 해당하지 않

는다. 미 계수의 요소를 색상의 미  계수와 명도의 미

 계수가 각각 2.1과 3.7을 나타내고, 다만 채도의 미  

계수만 0.5을 나타낸다. 복잡성의 요소를 보면 색의 수는 

3색이고, 색상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는 2, 명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는 2, 채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는 1이다. 

따라서 질서의 요소는 6.3이고, 복잡성의 요소는 7로서, 

최종 미도 값은 6.3/7 = 0.9로서 0.5보다 크므로 매우 바람

직한 색상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정지 상의 색 역2
Fig. 2 Color Area 2 of Stabiliz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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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미도값이 0.9인 요소들의 자세한 값들은 다음 

표 5  표 6과 같다.

표 5. 질서성의 요소 값2
Table. 5 Value 2 of The Order

구분 Ca Ma Ch O

값 2.1 3.7 0.5 7

표 6. 복잡성의 요소 값2
Table. 6 Value 2 of The Complexity

구분 Cn HCa VMa CCh C

값 3 2 2 1 7

다음 표 7은 제 인 시스템의 수행 결과를 나타낸

다. 체 으로 다양한 정지 상을 각각 100개씩 실행하

여 가각 91개의 바람직한 색상의 조화를 얻었다. 단하

지 못할 때도 각각 5개로 색 선택을 잘 못 했거나, 특히 정

지 상에서는 장면 변화할 때 색을 선택한 경우에 잡음

이 포함되어서 단하지 못했다.

표 7. 체 인 결과
Table. 7 Overall Result

구분 정지 상

체 상 100

바람직한 색상의 조화 91

색상의 부조화 4

단하지 못함 5

단하지 못하는 이유 선택의 오류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장면 환 검출 방법인 컬러 히스토

그램을 이용하여 수면을 취하는 사람의 뒤척임 수를 알

아보았다. 여기서 센서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들과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뒤척임 수와 만

족도와의 계를 악했다. 이러한 정보들과 장면 

환 검출을 이용하여 최 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여 수면

을 질을 높이고자 하 다. 다만 사용자 정보인 피곤한 

정도, 음주의 정도, 공복의 정도에 따른 만족도를 알아

보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피

실험자들이 부분 20 인 것을 감안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피실험자들의 연령을 높이면 충한 효

과를 보리라 믿는다. 한 숨소리를 녹음하여 분석하

고 장면 환 검출을 수행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

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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