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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신이 느끼는 것이나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서툰 아동들에게 있어 미술 활동은 감정을 표

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미술 치료를 위한 중요한 분석 대상이기도 하다.  PC의 그림판 기능 등을 통한 디지털 

그림이 일상화된 최근에는 기존의 색채학 이론과 미술 치료 이론이 접목되고 있으며 자동 분석 기능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이 그린 그림에 대해 주조색 분석을 하고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색채 정보를 

군집화한다. 군집화된 각각의 중심 벡터값을 기반으로 색채 빈도수를 소속 함수에 적용하여 퍼지화한다. 퍼지화된 

중심 벡터 값을 퍼지 추론 규칙에 적용한 후에 비퍼지화를 수행한다. 비퍼지화된 값을 분석한 후에 주조색과 보조색

을 결정하여 알슈울러와 해트윅의 단일 색채에 따른 심리 상태와 색상 조합의 심리상태와 비교한 결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For young children who are not spontaneous or not accurate in verbal communication of their emotions and 
experiences, drawing is a good means of expressing their status in mind and thus drawing analysis with chromatics is a 
traditional tool for art therapy. Recently, children enjoy digital drawing via painting tools thus there is a growing needs 
to develop an automatic digital drawing analysis tool based on chromatics and art therapy theory. In this paper, we 
propose such an analyzing tool based on dominant color analysis. Technically, we use ART2 clustering and fuzzy logic 
to understand the fuzziness of subjects' status of mind expressed in their digital drawings. The frequency of color usage 
is fuzzified with respect to the membership functions. After applying fuzzy logic to this fuzzified central vector, we 
determine the dominant color and supporting colors from the digital drawings and children's status of mind is then 
analyzed according to the color-personality relationships based on Alschuler and Hattwick's historical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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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포나 불안과 같은 주체하기 힘든 감정을 표

출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스스로 

대비하고자 하는 주술의 목적으로 미술 작품을 창조하

였다[1]. 특히 아동의 미술 표현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측면은 많은 관심을 끌어왔는데, 심리학, 정신의학, 미

술치료 분야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아동의 그림 그

리기는 의사표현이 서툰 아동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

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고, 이러한 

아동들의 그림에는 그들의 심리적 상태나 다양한 감정

들을 나타내는 내면세계를 반영한다. 아동을 치료하는 

대부분의 치료사들은 의사표현이 서툰 아동들이 그림

을 그리는 것을 통해 그들의 심리적 상태나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은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2]. 그 중에서 아동들은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이용하여 그림을 표현하

는데, 그림 그리기에 사용된 색을 통하여 아이의 내면 

심리와 성격을 파악 할 수 있다. 그 심리 결과를 통해 정

신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미술치료 

활동으로 재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기

표현을 향상시키고 자기 성장을 도모시켜준다[3]. 기존

의 색채 정보를 이용한 아동 심리 분석연구[4, 5]에서는 

아동이 그린 그림에서 애매모호한 색에 대해 색채 정보

를 정확히 분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의 심리를 분석

하거나, 퍼지 논리를 이용하는 단일 색채 정보에 기반

을 두었다[6, 7]. 본 논문에서는 아동이 그린 그림에 대

해 주조색 분석(Dominant Color Analysis)을 중심으로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색채 정보를 동적으로 군

집화하고, 군집화된 색채 정보의 중심 벡터 값을 퍼지

화하여 모호성을 제거하여 아동의 심리 상태를 보다 정

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알슈울러와 해트윅의 단일 색채의 아동심리 

색채는 아동화를 보는 안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

식의 한 부분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심리학적인 측

면에서와 서로의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

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3]. 심리학자 알슈울러

와 해트윅(Alschuler and Hattwick) 등이 아동화에 나타

난 단일 색채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내용의 일부는 표 

1과 같다. 김재은 등은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들을 바

탕으로 색채의 조합심리를 연구하였다[1]. 주조색에 대

한 조합 심리는 표 2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 Personality Features by Single 
Color Choice

Color Personality

Red
Very affective and shows relatively free-will 
behaviour.
Active and willing.

Orange
Symbolic  color of romanticism.
Dependent and act like a baby.

Yellow
Not too much dependent nor seeking affection. Try 
to maintain the status if satisfied with being loved 

Blue

Not harmonious with others.
If the color is bright blue, one usually is very 
compliant. If it is dark blue, one is submissive but not 
fully compliant.

Green
Not  very much expressive and be patient. Control 
emotions and get along with others well and adaptive 
to the given environment. 

Purple
If a child uses this color alone, he/she is not get along 
well with other sand be nervous. 

Table. 2 Personaluty Index with respect to the Combinatoric 
Dominant Color Usage

Combination Diagnostic  Meaning

Yellow
Red

Hostility, fear, affection complaints, worrying 
about parents' hysterical responses

Orange
Yellow

Strong desire to be recognized and supported. 

Red
Blue

Conflict with aggressiveness and control,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Suffer from 
human relationship control.

Purple
Others

Family  dissension or have  disability (physical 
or mental).

Blue
Green

If blue is emphasized, it reveals the sublimation 
of strong basic desire.
If green is more emphasized, it reveals no 
sublimation or intentional avoidance of strong 
basic desire.

Green
Red

Have strong complex and dissatisfied with 
his/her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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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색체 주조색 분석에 의한 아동 심리 분석

3.1. ART2 알고리즘을 이용한 색채 군집화

아동이 그린 그림에서 R, G, B 각각의 채널에 대해 

유사한 색채들을 군집화하기 위해 ART2 알고리즘[8]

을 적용한다. ART2 알고리즘은 입력 패턴에 대하여 목

표값 없이 자율학습을 통해 군집화하는 클러스터링 방

법이다. ART2 모델은 임의의 입력 패턴에 대해 이미 학

습된 패턴들을 잊지 않고 새로운 패턴들을 학습할 수 

있는 안정성(stability)과 적응성(plasticity)을 가지면서 

저속 및 고속을 지원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최소화(local 

minima)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갖는다. ART2의 

연결 가중치 변화는 모든 입력의 평균값을 취함으로서 

클러스터의 생성을 고르게 반응하게 된다. ART2 알고

리즘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i번째 입력 패턴을  , 신경망의 j 번째 클러스

터의 중심값을 라고 설정한다.

      입력패턴 집합     

      클러스터 집합     

           입력패턴수
  클러스터수   
  총반복횟수

단계 2. 승자 클러스터를 선정한다. 새로운 입력 패턴 

에 대해 최소거리를 가지는 클러스터 을 승자 노드

로 선택한다. 승자 노드의 출력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1)

단계 3. 입력 패턴에 대한 유사성 검증을 수행한    다. 

만약 입력 패턴이 승자 클러스터의 중심반경 이내에 있

고 입력 패턴이 승자 노드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경우

에는 클러스터의 중심 벡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
              (2)

여기서, ∥∥는 j번째 클러스터에 갱신된 

입력 패턴의 수이다. 만약 입력 벡터와 승자 클러스터

의 중심 벡터 사이의 거리가 반경이내에 포함되지 않으

면 이 입력 패턴은 기존의 클러스터와는 상이한 패턴임

을 의미하며 이 입력 벡터에 대한 새로운  클러스터를 

생성한다.   

 

단계 4. 모든 입력이 제시될 때까지 단계 1에서 단계 3

의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단계 5. 지정된 횟수의 학습을 반복 수행하거나 신경망

의 클러스터 중심 벡터가 각각 변함이 없으면 학습을 

종료 한다.

아동이 그린 그림은 사용하는 색이 각각 다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R, G, B 각각의 값에 대해 ART2 알

고리즘을 적용하여 동적으로 군집화하고 중심벡터 값

을 구한다. 그리고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성된 

중심 벡터 값을 퍼지 소속 함수에 적용한 후에 퍼지 추

론 규칙을 적용한다. 

3.2. 퍼지 추론 규칙

퍼지 추론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R, G, B 각각의 값

에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중심 벡터 값을 구한

다. 구한 중심 벡터 값을 기반으로 색채 빈도수에 따

라 그림 1과 같은 소속 함수에 적용하여 퍼지화한다. 

그림 1에 대한 소속 함수의 카테고리의 범위는 표 3과 

같다.

Fig. 1 Membership Functions for R, G, B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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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vals for Color Frequency

Fuzzy Values Interval

Low (L) [0 ,79]

Slightly Low (SL) [49,143]

Slightly High (SH) [113,207]

High (H) [177,255]

그림 1과 같은 소속 함수에 적용하여 퍼지화된 R, G, 

B 각각의 값을 퍼지 추론 규칙에 적용한다. 퍼지 추론 

규칙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빨강에 대한 추론 규칙

IF R is H and G is L and B is L then Y is H.

IF R is SH and G is L and B is L then Y is H.

(2) 파랑에 대한 추론 규칙

IF R is L and G is L and B is (SL, SH, H) then Y is H.

IF R is L and G is SL and B is (SH, H) then Y is SH.

(3) 하늘색에 대한 추론 규칙

IF R is L and G is H and B is H then Y is SH. 

IF R is SL and G is H and B is H then Y is H.

 (4) 노랑에 대한 추론 규칙

IF R is H and G is H and B is L then Y is H. 

IF R is H and G is H and B is SL then Y is SL. 

(5) 초록에 대한 추론 규칙

IF R is L and G is (SL, SH, H) and B is L then Y is H. 

IF R is L and G is H and B is (SL, SH) then Y is SH. 

(6) 주황에 대한 추론 규칙

IF R is LH and G is SL and B is (L,SL) then Y is SH. 

IF R is H and G is SH and B is L then Y is H. 

(7) 보라색에 대한 추론 규칙

IF R is SL and G is L and B is (SL,SH) then Y is SH. 

IF R is SL and G is L and B is H then Y is H.  

퍼지 추론 규칙에 의해 도출된 R, G, B 각각의 값을 

비퍼지화하기 위해 식(3)과 같은 무게 중심법[7]을 적용

한다. 

 


                            (3)

비퍼지화된 값을 이용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색과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색을 주조색으로 구한다. 구해

진 주조색을 통해 그림을 그린 아동의 심리 상태를 분

석한다.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아동이 그린 그림에서 주조색의 조합 

심리와 단일 색채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색채 

군집화 및 분류 방법을 Intel(R) Core(TM) i5-3337U 

CPU 4.00GB RAM이 장착된 PC 상에서 Visual Studio 

2010 C#으로 구현하였다. 그림 2는 아동이 그림을 그리

기 위한 제안된 초기 화면이다.

Fig. 2  Starting User Interface for proposed Software 

그림 2에서 화면의 왼쪽 부분에는 원하는 펜의 크기

를 조절하거나 펜의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림 3은 아동이 그린 그림을 나타내었다.  

Fig. 3 Example of Children's Digital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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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아동이 그린 그 

그림의 색채 정보를 분석한다. 그림 3에서 ART2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색채를 군집화하여 생성된 클러스터

의 수와  경계 변수는 표 4와 같다.

Table. 4 Vigilance Variables and Number of Clusters 
for Figure 3 

Boundary Variables Numver of Clusters

0.1 6

0.3 7

0.5 8

그림 3에 대하여 ART2 알고리즘의 경계 변수를 0.5

로 설정하여 색채를 군집화 한 후에 색채 정보를 분석

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Fig. 4 Example Output of Dominant Color Analysis by 
Proposed Method

 

그림 3의 그림에 대해 그림 4의 아동 심리 상태 결과

를 분석하면 그림 3의 경우에는 초록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두 번째로 파란색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ART2 알고리즘으로 군집화하는 과정에서 해와 나무

의 열매의 색채 정보가 같은 클러스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보조색은 빨간색이 분석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의사표현이 서툰 아동들이 그린 그림

에 대해 색채 정보를 ART2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각

의 색채를 군집화하고 중심 벡터 값을 설정하였다. 설

정된 각각의 중심 벡터값에 대해 색채 빈도수를 4개의 

카테고리를 가진 소속 함수에 적용하여 퍼지화하였다. 

퍼지화된 중심 벡터 값을 퍼지 추론 규칙에 적용한 후

에 비퍼지화를 수행하였다. 비퍼지화된 값을 분석하여 

주색과 보조색을 결정하여 아동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

였다.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아동이 그린 그림을 분

석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알슈울러와 해트윅의 단일 

색채에 따른 심리 상태 및 색상의 조합의 심리상태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 과제는 ART2 알고리즘의 경계 변수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색채를 세밀하게 

분류할 것이다. 그리고 분류된 클러스터의 중심 값에 

따라 소속 함수의 카테고리를 동적으로 설정하여 아동

의 심리 상태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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