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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는 복잡 속의 질서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배색의 조합에 대하여 조화가 좋

은 아름다움은 정량적으로 표시된다고 하였다. 미도가 클수록 배색은 아름다우며, 보통 비도가 0.5이

상이면 아름다운 배색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beauty is obtained by of the order in the complex. The beauty of a good harmony for

several color combinations is displayed by quantitative. The greater the Aesthetic Measure , the

color is beautiful. Normally Aesthetic Measure is greater than 0.5 is a beautiful colo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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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색채 조화란 보기 좋은 색채의 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색채 조화는 색채조절이 갖는 가장 중요

한 과제의 하나로서, 예술가의 감각적인 것과 색

채론을 응용한 과학적인 조화 방법의 추구 등이

있다. 색채 조화에는 색상, 명도, 채도의 동일 조

화, 유사조화, 대비 조화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에 색채를 사용하여 그 효과를 얻으려면

먼저 색채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색채에 관한

것은 시대적ㆍ지리적 여건, 민족적 통일, 사회기

구 등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뿐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색채에서 미도란 색채조화의 근본을 수학적

으로 분석하여 모든 배색은 조화와 부조화로 구

별되며 조화는 쾌감을 갖게 하고 부조화는 불쾌

한 감각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1].

Ⅱ. 관련연구

색채조화의 일반적인 원리로 져드(D. B. Judd)

는 다음의 5가지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삼았다[2].

첫째, 질서의 원리로서 색을 배색할 때 규칙적이

고 계획성 있게 색채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

고 아름답다는 것이다. 둘째, 유사의 원리로서 색

상환에서 근접 색채들의 조화를 말한다. 색상환

에서 30도 이내의 배색을 통일성과 무난함을 줄

수 있고,안정감을 준다. 셋째, 동류의 원리로서 공

통되는 성질과 속성을 가진 색채들의 조화를 말

한다. 넷째, 명료의 원리로서 색을 배색할 때 배

색되는 색은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원리이

다. 다섯째 대비의 원리로서 반대색이나 보색관계

에 있는 색들의 배색을 말한다. 이러한 원리에 따

라 색채가 조화인지 부조화인지를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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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도는 이러한 색채 조화와 매우 밀접한데, 색

채조화 관련 연구로는 [3]에서는 인터넷 지도의

조화로운 색채사용을 위해 디지털 인터넷 지도의

색채 표현을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스펜서의 색채 조화론을 이용하여, 디지털 인

터넷 지도에서 색채가 조화롭게 사용되는지를 밝

히고 효과적인 색채 표현방법과 미도에 따른 평

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4]에서는 건축물의 색과

배경색을 문과 스펜서의 미도 이론에 의해 평가

하였다.

Ⅲ. 미도 추출

3.1 조화와 부조화

색상의 조화에서 동일 색상(identity), 유사

색상(similarity), 대비 색상(반대 색상, contrast)의

관계에 있는 색상은 기분 좋은 배합이라고 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관계는 부조화로 불쾌한

배합이라 한다.

3.2 조화의 면적 효과

색채 조화와 면적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분

좋은 균형'을 추구 하고 있는데, 먼셀 색채계에서

명도 단계 중간(회색)까지의 거리와 면적의 크기

에서 좋은 조화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배색의 심

리적 효과는 균형점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리로

균형점이라는 것은 배색과 회전 혼색되어 보이는

색을 말한다.

3.3 미도 계산

미도의 측정은 배색을 할 때 아름다움의 척

도. 색채 조화론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배색의 아

름다움을 계산으로 구하고 그 수치에 의하여 조

화의 정도를 비교하는 정량적 처리 방법이다. 복

잡성의 요소가 최소일 때 미도의 정도는 최대가

되며, 아름다움은 복잡한 것을 피하고 질서를 확

립해 나갈 때 얻어진다고 하였다.

미국의 학자 버크호프(G. D. Birkhoff)는 "미

[美]는 복잡성 속의 질서성을 가진 것 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분석하여 식 (1)과 같이 M = O/C로

나타내고 있다.

M = O/C (1)

M은 미도

O는 질서성의 요소

C는 복잡성의 요소

다시 질서성의 요소는 식 (2)와 같이 색상의 미

적계수와 명도의 미적계수 및 채도의 미적계수를

더한 값으로 조화별 미적계수에 대한 값들은 표

1에 자세히 나와 있다.

O = Ha + Va + Ca (2)

Ha : 색상의 미적계수

Va : 명도의 미적계수

Ca : 채도의 미적계수

다음으로 복잡성의 요소는 식 (3)과 같이 색의

수에 색상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와 명도차가 있

는 색조합의 수, 그리고 채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를 곱한 값을 더한 것이다.

C = Cn + HCn * VCn * CCn (3)

Cn : 색의 수

HCn : 색상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

VCn : 명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

CCn : 채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

이렇게 구해진 미도(M)의 값이 0.5 이상이면

아름다운 배색 즉 조화로운 배색이라고 한다.

다음 표 1은 각 조화 및 부조화 별로 색상, 명

도, 채도의 미적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조화별 미적계수

구분
색상의

미적계수
명도의
미적계수

채도의
미적계수

동일조화 +1.5 -1.3 +0.8
제1불명료 부조화 0 -1.0 0

유사조화 +1.1 +0.7 +0.1
제2불명료부조화 +0.65 -0.2 0

대비조화 +1.7 +3.7 +0.4

Ⅳ. 실험

실험을 위한 환경은, 먼저 운영체제는

Window Vista7에서 언어는 Visual C++ 2010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오픈 소스 컴

퓨터 비전 C 라이브러리인 OpenCV(Open

Computer Vision)를 이용하였다.

실험에는 그림 1과 같이 우선 두 가지 색이 나

오는 정지영상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에서는 두 가지 색을 선택하였으므로 두

가지 색상에 대한 질서의 요소와 복잡성의 요소

만 보면 된다. 질서의 요소를 보면 서로 반대색의

조화로서 대비 조화를 이룬다. 색상의 미적 계수

와 명도의 미적 계수가 각각 1.7과 3.7을 나타내

고, 다만 채도의 미적 계수만 0.4를 나타낸다. 복

잡성의 요소를 보면 색의 수는 2색이고, 색상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는 1, 명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는 1, 채도차가 있는 색조합의 수는 2이다. 따

라서 질서의 요소는 5.8이고, 복잡성의 요소는 4

로서, 최종 미도 값은 5.8/4 = 1.45로서 0.5보다

크므로 매우 바람직한 색상의 조화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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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지영상의 색 영역

최종 미도값이 1.45인 요소들의 자세한 값들

은 다음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질서성의 요소 값1

구분 Ha Va Ca O

값 1.7 3.7 0.4 5.8

표 3. 복잡성의 요소 값1

구분 Cn HCn VCn CCn C

값 2 1 1 2 4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 미도를 계산하여 구

영상이 조화를 이루는지 못 이루는지를 판단하였

다. 배색의 좋고 나쁨은 질서의 요소와 복잡함의

요소로 나누었으며, 공식을 제시하여, 미도는 질

서의 요소를 복잡함의 요소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그리고 영상의 미도 계산을 활용하여, 감성으로

취급되는 색채조화 및 부조화의 문제를 수치적으

로 계산하여, 영상에서 색을 판별하여 미도가 좋

은 배색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었다. 또한 본 논문

은 정지영상과 동영상에 각각 험을 수행하여 실

험 결과를 보여주고, 각 요소에 대한 값들을 보여

줘서 대체로 영상들이 미도가 0.5보다 큰 값들을

가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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