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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이미지의 색채분석 연구
A Study on Color Analysis of Auditory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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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인간은 음에서도 색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청각을 통하여 음의 높고(고음), 낮음(저음), 장(길고), 단(짧음), 맑고, 탁함에 따라 색

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색청(色聽)이라고 한다. 소리와 색의 연관성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색의 3속성 

색상, 채도, 명도는 음악의 음계, 옥타브, 음색과 연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음악의 리듬은 조형의 공간, 형태의 조화와 반복이 유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에드워드 마이언(Edward D. Maryon)의 마르코톤의 음과 색의 이론을 바탕으로 뉴턴의 색채

와 음계로 경상도 민요 밀양아리랑의 색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밀양아리랑 음의 빈도에 의한 색채는 Blue Violet, Green 

Blue, Red, Yellow, Orange의 순으로 색채를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색에서 연상되는 형용사 이미지는 힘, 정열, 인내, 열정, 

진취적인, 우호적, 야망, 불꽃 등으로 경상도 지역 이미지로 연관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상도민요 밀양아리랑의 음을 분석하여 

색의 연상이미지와 지역 색을 찾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청각은 인간의 오감중 하나이며 청각으로 색상을 연상
할 수 있다. 이것을 공감각 색채지각이라 한다. 카르보스
키(Karwoski)와 오드버트(Odbert)는 “느린 음악은 대체로 
파란색을 연상시키며, 높은 음색은 밝은 색을, 낮은 음색
은 어두운 색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1] 이와 같
은 학자들의 음과 색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음과 색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이러한 배
경으로 한국의 전통 민요에서 색을 추출하기 위해 경상도 
밀양아리랑을 음계를 분석한다. 민요는 민중에게 전승되
어 온 가요를 말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박상훈(2001)은 ‘아리랑’의 음계분석을 통해 “각 지방 아리
랑의 선율적 특징으로는 모두 5음 음계(pentatonicscale)
를 사용하지만 주요 음과 종지음에 따라 그 음계의 구조가 
달랐으며 이것이 각 지방 아리랑의 지방색으로 부각되었
다.”고 하였다.[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는 경상도 지방 민요 ‘밀양아리랑’의 음계를 분석하고 뉴턴
(Newton)의 색과 7음계 이론을 적용하여 색채를 추출하였
다.

Ⅱ. 본론 

2. 이론적 배경

2.1 청각과 공감각 표현 

   ‘청각(聽覺)’이란 음파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으로

서 소리의 ‘높이(pitch)’, ‘크기(loudness)’, ‘음색(timbre)’
를 듣고 분간하는 듣기 감각 또는 ‘청감(聽感)’이라 한
다.[3] 음의 자극에 대해 색감이 나타나는 것을 색청이라
고 한다. 색청은 음에 의해서 본래의 청각 외에 특정한 색
채 감각이 일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공감각이란 감각의 한 
수용계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직접 그 감각 계통에 따르는 
반응 외에 본래 그 감각 기관 이외의 감성반응을 불러일으
키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공감각은 색을 “듣는”, 음악을 
“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4] 

2.2 색상과 음

  칸딘스키(Kandinsky)는 색과 소리 그리고 형태와 색을 
연관 짓기도 했으며, 색채와 소리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
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드워드 마이언(Edward D. 
Maryon)은 그의 저서 마르코톤(Marcotone)의 음과 색의 
과학에서 음과 색이 다음의 표와 같이 연관된다고 설명하
고 있다. 각 음의 파장의 비율과 색의 파장의 비율이 유사
하기 때문에 음을 들으면 색을 느낄 수 있고 또 색을 보면 
[표1]과 같이 음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5]

표 1. 마르코톤의 음과 색의 비율 비교

음
음의

진동수(Hz)

음의파장

(inch , m)
색

색의파장

(Å) 비율

B 483.5 27 1/2(0.6985) Violet-Red 3976 53

A# 456.5 29 1/4(0.74295) Violet 4104 56

A 430.5 31(0.7874) Blue-Violet 4241 60

G# 406.5 33(0.8382) Blue 455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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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384 35(0.889) Green-Blue 4737 66

F# 362 37(0.9398) Green 4919 70

F 342 39(0.9906) Yellow-Green 5233 75

E 322.5 42(1.0668) Yellow 5601 81

D# 305 44 1/4(1.12395) Orange-Yellow 5865 85

D 287.5 46 1/2(1.1811) Orange 6164 89

C# 271.5 48 1/2(1.2319) Red-Orange 6472 95

C 256 52(1.3208) Red 6870 100

3. 연구의 틀 

  아래 [그림1]은 빛의 전자기파를 가시광선 파장 영역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낸 것이다. 

▶▶ 그림 1. 전자기파 스펙트럼과 기본색 주파수 영역  

  뉴턴의 색채와 음계는 [그림2]와 같이 프리즘을 통해 분
광되는 7가지 색채를 서양 음의 7음계와 대응 시킨 것이
다. 뉴턴은 분광 프리즘을 통해 청색과 보라색 사이에 뚜
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남색을 추가하여 [표2와 같이 7음계
와 7가지 색을 맞추었다.[6]

          

▶▶ 그림 2. 뉴턴의 색채와 음계

표 2. 뉴턴의 색 음계 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C D E F G A B

도 레 미 파 솔 라 시

 

3. 분석 및 결과

3.1 밀양아리랑의 음 분석

  밀양아리랑의 리듬은 3분박 3박자로 9/8박자의 세마치
장단으로 구성된 민요이다. 밀양아리랑에 나타난 음의 빈
도수는 [표3]과 같다.

표 3. 밀양아리랑 음 빈도수

음
A C D E G

라 도 레 미 솔

빈도수 27 12 10 21 12

3.2 밀양아리랑의 색채 분석

  밀양아리랑의 음을 추출하여 뉴턴의 색채 음계에 적용한 
결과 밀양아리랑에 나타난 음의 색채는 Blue Violet,  
Green Blue,  Red, Yellow, Orange 등으로 [표4]와 같다. 

표 4. 밀양아리랑 음 색채분석 표

음
A C D E G

라 도 레 미 솔

색
Blue-

Violet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Ⅲ. 결론 

  음을 분석하여 색으로 나타내기 위한 연구는 오래전부
터 있었다. 그것은 음과 색채는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였
다. 경상도 지방 밀양아리랑의 음과 음정의 빈도에 나타난 
색채를 추출한 결과 Blue Violet,  Green Blue,  Red, 
Yellow, Orange의 색채와 함께 순차적인 선율 흐름에서 
음의 차이가 크지 않은 Red와 Yellow의 색채를 추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색에서 연상되는 형용사 이미지는 힘, 정
열, 인내, 열정, 진취적인, 우호적, 야망, 불꽃 등으로 이
것은 경상도 지역의 이미지로 연관 시켜볼 수 있다. 본 연
구는 경상도민요 밀양아리랑의 음과 음정을 분석하여 색
채를 추출하고 그 색의 연상이미지와 지역 색을 찾아보는
데 그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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