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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작금의 현대 사회는 바쁜 일상 속 부모들의 관심이 부족한 자녀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환경 적응력을 위한 색채심리치료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동의 그림 등으로 아동의 감성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감성의 실증적 

연구는 크게 심리학적 관점과 공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학분야에서 이해하고 있는 감성은 감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한편 공학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감성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감각,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 야기되는 고도의 

심리적 체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색채 이미지 공간에서의 단색, 배색의 정보를 활용하여 색채조화를 식별하고, 아동의 그림에서의 심리를 추출해

내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우선 색채 이미지공간을 기반으로 감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후에 영상을 K-Means알고리즘을 

이용해 클러스터링 하여 방대한 컬러 값들을 그룹화 시킨 후에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을 시켜 감성을 추출해 내고, 아동의 그림에

서의 컬러 분포도를 이용하여 아동색채심리를 알아본다.

키워드: K-Means Algorithm, 아동색채심리, 감성인식, 색채조화, 클러스터링

I. 서론

아동들은 그들의 언어를 대신하여 그림, 색채들을 통하여 정서, 
성격, 내적욕구, 개념, 생활경험의 표현과 환경에 대한 자극을 이야

기 한다. 그렇기에 아동이 직접 그린 그림에서의 컬러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그 색채에 대한 감성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감성의 실증적 연구는 크게 심리학적 관점과 공학적 관점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학분야에서 이해하고 있는 감성은 감정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성 또는 정서(Emotion)
는 여러 가지 감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고 상대

적으로 심리적인 차원에 중점을 두고 정의’되고 있다. 한편 공학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감성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감각, 지각

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 야기되는 고도의 심리적 체험으로써 쾌적

감, 고급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정의’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감성 중 색에 대한 사람들의 감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하
지만 색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매우 방대하여 개인의 반응을 일관

화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고자, 일상적 영향의 하나

로 흡수되어있는 색의 속성 이해와 색의 기능을 통한 심리적 상징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특정 대상자를 정하여 색

에 대한 감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한다. 이 후에 영상에서의 감성을 추출해내고, 또한 아동의 

색채심리를 파악하여 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환경 적응력을 

높여 주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2.1 색채에 대한 심리적 작용

색은 그 자체로도, 그리고 형태와 결합이 되었을 때도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힘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작용에 대한 사람의 변화

를 연구하는 것이 색채심리이다[1]. 색채의 심리적 효과로는 색의 

이미지 연관성, 인상, 색의 특성 등의 시각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미리 결정되어지는 부분이다. 색채의 형상들은 우리 눈이라는 

감각기관에서 다양하게 시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각을 매개

로 하여 감정, 정서에도 영향을 준다. 색채를 지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심리학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색채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은 색채에 

대한 감정, 정서적 반응 등 효과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2]. 
표 1을 보면 파버 비렌은 주요색에 대한 심리적 작용을 정의 하였다. 
이를 보면 색채에 대한 심리적 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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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색의 심리적 작용

Table 1. Psychological Reaction of Major Color

2.2 아동 색채 심리

유 · 아동의 그림의 색채심리를 연구하는 것은 유·아동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유·아동의 정서적 발달, 즉 인

격형성이나 지적기능에 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3]. 아동의 그

림 속에서 그들의 정서 생활의 성질이나 그 표출의 심리가 특히 

잘 반영되는 것이 색채이다.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색채는 아동

의 당시의 정서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림에 표현된 색채는 다

분히 개인적이다[4]. 그러나 색채의 사용이 주관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그림을 모방할 경우 색의 감정이 없고 획일적이고 기계

적으로 칠하여 놓은 느낌을 준다. 어른으로부터 주입된 고정관념

은 오래도록 잔존하므로 어른들의 그릇된 색에 대한 교육은 중대

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로 여아는 붉은 색의 옷, 남아는 푸른색

의 옷으로 색칠해야 한다는 고정된 사고를 흔히 볼 수 있다. 즉 

그림활동 중 색채의 표현이 얼마나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가 직선

적으로 표현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5].

III. 데이터베이스 구축

3.1 색채에 대한 감성 데이터베이스

색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매우 방대하고 난해하며 개인의 반응

을 일관화하기 어렵다[6]. 이를 해결하고자 일상적 영향의 하나로 

흡수되어 있는 색의 속성 이해와 더불어 문헌을 통해 색의 기능과 

그에 따른 심리적 상징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특정 다수

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작성은 그림 1의 이텐의 12
색상환을 기본으로 하여 각 컬러들에 대한 개개인의 감성을 작성

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나온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통계를 내어 

색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을 일관화 시키고, I.R.I 형용사 Image 
scale[7]을 바탕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1. 이텐의 12색상환

Fig. 1. 12 Itten's 12 Color Circle

그림 2. 설문 통계자료

Fig. 2. Questionaire Statistical Data

3.2 아동의 색채에 대한 감성 데이터베이스

아동 색채심리에 대해 연구한 여러 학자들 중 박재명은 여러 연

구가의 분석내용을 가지고 색채의 임상적 의미와 당위성의 확률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색채심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표 2. 색의 임상적 의미

Table 2. Clinical Implication of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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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색채 조화 식별

4.1 클러스터링

영상에서의 색채조화 식별을 위하여 색채특징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클러스터링을 한 후 감성 데이터베이스와 매칭을 시켰다.
K-means 알고리즘은 군집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면서

도 많이 쓰이고 있는 자율학습 알고리즘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을 하였다. 
K-means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벡터 공간을 이룬다고 가정하

고, 각 묶음의 분산도를 최소화 한다. 

여기서 개의 묶음은      으로 표시되고, 
는 각 묶음에 속한 점들 ∈의 무게중심이 된다. 이 식을 이

용한 알고리즘 순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K-means Algorithm

Fig. 3 K-means Algorithm

그림 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K의 수나 초기 중심 값을 설정하

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K를 최대한 작게 

할수록 처리시간이 감소한다는 결론은 변함이 없다. K 개수 줄이

기와 중심 화소를 정하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서 RGB 컬러 공간을 8등분으로 하여 K 개수, 중심 화소를 정하

는 방법을 채택하였다.[8]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그림 4
와 같은 군집화 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 K-means Algorithm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Fig. 4 Clustering Using K-means Algorithm

4.2 레이블링

레이블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라벨이라는 말과 동일한 용

어이며, 영상 처리에서는 특정 픽셀 집합에 고유의 숫자를 매기는 

작업을 의미한다. 앞서 클러스터링 된 결과 영상과 감성 데이터베

이스와의 매칭을 위해서 각 군집에 번호를 부여한다. 레이블링 할 

때 레이블 번호는 감성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컬러 범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4.3 색채 및 감성과 아동 심리 추출

입력된 질의 영상에 대해서 K-means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같은 

컬러특징 정보를 갖는 화소끼리 클러스터 되었다. 클러스터링을 

할 때, 전체 화소 개수의 0.1% 이해 부분을 갖는 클러스터를 제외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클러스터들에 각각의 번호를 부여하여 데

이터베이스와 매칭을 시키면 그림 5와 같은 색에 대한 감성과 그

림 6과 같은 아동색채심리를 추출할 수 있다.

그림 5. 감성 추출 결과영상

Fig. 5. Result Image of Sensibility Extraction

그림 6. 아동의 색채 심리 추출 영상

Fig. 6 Color Psychology Extraction Image of Child

Ⅴ. 실험

우선적으로 색에 대한 감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임의의 자연

영상들에 대하여 감성추출을 해본 결과 그림 5와 같이 대체적으로 

편안하고, 휴식의 느낌과 안정적인 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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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연영상에 대한 H, S, I 평균값

Fig. 7 H, S, I Average Value of Natural Image

아동 색채 심리를 실험하기 위하여 “아동화의 색채표현 연

구”[9] 의 학술자료에 나오는 8세의 여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아동은 평소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항상 자기 일에 양심적으로 전념하고 있다. 비교적 명

랑한 성격으로 주위에 잘 적응하며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기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아동은 대체적으로 푸른색 계열의 색상을 많이 사

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을 질의 영상으로 입력하여, 클러스터링을 이용해 컬러

특징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아동의 색채에 대한 감성·심리 데이터

베이스와 매칭을 시켰다. 그 결과 그림 8과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 아동색채심리 결과

Fig. 8. Result of Child Color Psychology Extraction 

학술자료에 나온 아동의 성향을 보면 아동의 색채를 통한 심리

추출 결과와 많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을 보면 기존의 감성인식과 색채심리의 추출에 관한 방법

과 제안한 방법 모두에서 다른 감성인식과 아동의 색채심리를 파

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감성 인식을 위하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레이블링을 하였는

데, 이들 알고리즘들을 데이터에 정확히 부합되는 알고리즘을 이

용한다면 더욱 정확한 영상에서의 감성인식과 심리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표 3.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평가

Fig. 3.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Traditional System

구분 기존 방법 제안 방법

색상환 없음 이텐의 12색상환

감성 인식 없음
이미지 공간의 형용사에 

따른 감성인식

색채 심리 추출 없음
학자들의 아동 색채 

심리연구에 따른 객관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른 감성 
인식 방법

연구 필요 연구 필요

Ⅵ. 결과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의 감성과 아동색채심리를 추출해내고

자 하였다. 감성의 정량적 평가 기술로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 생
활용품 등, 산업에 기여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보다 편한 제품을 제

공할 수 있게 하였고, 아동의 색채심리를 파악함으로써, 현대사회

의 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환경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함으로 색에 대한 감성을 일관화 시키고자, 각종 

문헌의 참고와 설문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서 앞으

로의 감성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감성 인식을 위한 기

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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