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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quantitatively detect harmonious set of colors in painting.
However, finding harmony pattern of colors using global color information in painting has limitations
in expressing the harmony of colors displayed in small amounts. In this research, we use informationtheoretic method to partition a painting into quasi-homogeneous blocks and analyze the color
interaction among the sub-blocks to assess color harmony in various scales. We compare our result
with the eight harmonic templates defined by D. Cohen-Oret al. [ACM Trans. Graph. 25, 624
(2006)] for three sample paintings. As a result, we revealed that different patterns of color harmony
dominate in the paintings depending on the scale of partitions.
PACS numbers: 05.10.-a, 89.70.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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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에는 전통적으로 조화로운 색상 조합이라고 여겨진 색상 집합이 있다. 미술 작품에서 선호되는
조화로운 색상의 집합을 찾기 위하여 작품 전체의 색상을 이용하여 색상 조화 패턴을 정량화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 색상을 이용한 색상 조화 패턴은 작은 크기에서 나타나는 색상 조화를 표현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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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이론을 이용하여 그림을 거의 균일한 조각으로 분할했고, 그림 내의 모든
이웃하는 조각 사이의 색상 상호 작용을 분석했다. 이 결과와 기존 D. Cohen-Or [ACM Trans. Graph.
25, 624 (2006)] 이 정의한 8가지 색상 조화 템플릿에 대한 색상 조화도를 측정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세
가지 미술작품에 대한 색상 조화를 분석한 결과, 분할된 조각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색상 조화 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회화에 대한 정보-이론적 접근이 예술 작품 속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PACS numbers: 05.10.-a, 89.70.Eg
Keywords: 색상 조화, 색상 네트워크, 공간 분할, 정보량

I. 서 론
‘색’ 이 자아내는 느낌은 주위의 색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배색에 따라 같은 색이라도 아름답게 느껴지기
도 그렇지 않기도 한다. 조화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같은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거나, 어떤 한 곳을
강조하기 위해 주변의 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을 사용
하기도 한다. 색상의 사용 방식은 디자인 측면에서 큰 담론
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과거부터 ‘색’ 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색채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 대해 연구해왔다. 초기
색채론은 빛을 연구하면서 약 18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i), 뉴턴 (Newton),
괴테 (Geothe), 영 (Young), 맥스웰 (Maxwell) 등이 발전시
켰다. 하지만 빛의 분산과 혼합 등 색의 기본 성질에 관한
연구와 기본 색상을 이용한 색상환을 제시하는 정성적인
색채 조화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후, 20세기의 현대 색
채론에서는 색상을 분류하는 체계적인 색 입체와 색 공간을
제시하고, 조화로운 색상 구성에 대해 고찰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J. Itten의 12 색상환이다. 그는 색상환 위의
색상 위치를 기준으로 두고 색상 조화를 묘사한 새로운 종류
의 색상환을 도입했다 [2]. 이후 Y. Matsuda는 Itten의 색
상환에 기반을 두고, 심리학적 연구를 이용하여 색상 분포의
여러 유형을 결합하여 정의된 80가지 색상 체계를 도입했다
[3].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여 M. Tokumaru는 조화 평가
및 색상 디자인을 위한 8가지 색상 조화 템플릿 (harmonic
template) 을 제시했다 [4]. 이 템플릿을 D. Cohen-Or가
각도와 색상 조화도 (color harmonic scheme) 를 정의하여
재정리했다 [1].
기존 연구에서는 그림 전체에 대한 색상 조화 템플릿을
계산하고 제시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성 정보량을
이용하여 국소 영역에서의 색상 상호작용 네트워크 (color
interaction network) 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림의 세
부적인 색상 조화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Rigau
와 공동연구자들은 정보이론을 활용하여 그림에서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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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이 가지는 정보량인 ‘구성 정보량’ [5–7]을 정의하였
고, 가장 높은 구성 정보량을 따라 그림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 정보량을 활용해 분할된
조각들을 이용하여 인접한 조각 사이의 색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분할 횟수가 지속됨에 따른 색상 상호작용의 변
화를 관찰한다.
W. Ostwald는 등가색상환 (isovalent) 에서 두 색상이 가
지는 조화를 유사색 조화, 이색 조화, 보색 조화로 정의했
다 [8]. 이 연구에서는 색상 (hue), 채도 (saturation), 명도
(value) 로 구성된 HSV(hue saturation value) 으로 변경 색
공간에서 두 색상의 색상 차 (color difference) 가 어떤 조화
에 속하는지 분류하고, 색상 차이에 따른 분포를 이용하여
그림의 특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 작가인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의 세 가지 작품에 대하여 4장에
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색상 정보만을
이용하는 색상 조화도 만으로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고흐
풍경화에서 색상 대비 특성을 찾았다. 또한, 색상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색상 조화도를 비교하였다. <해바라
기 (Six Sunflowers, 1888)>, <꽃병에 꽂힌 열 두 송이 해바
라기 (Vase with Twelve Sunflowers, 1889)>, <론강 위로
별이 빛나는 밤 (Starry night over the Rhone, 1888)> 이
세 작품을 이용하여 색상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II. 전체 색상 조화와 색상 조화 템플릿
‘색상 조화 템플릿’ 을 사용하여 그림의 전체 색상 조화를
분석하였다. HSV 색 공간에서 색상 (Hue) 는 0∼360◦ 로
정의된다. 색상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HSV 색상환에 Fig. 1(b)와 같이 그림의 색상 분포 히스토그
램을 표현하였다. D. Cohen-Or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상
조화를 8가지 템플릿 {i, V, L, I, T, Y, X, N}으로 색상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Fig. 1(a)) [1]. 이 템플릿에서 i,
L, I, Y의 작은 부분의 폭은 전체 디스크의 5%인 18◦ 이고,
V와 Y, X은 디스크의 26%인 93.6◦ 를 이룬다. L의 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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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lor harmonic scheme F̃ and orientation α of
Gogh’s paintings from the Fig. 1.
Image
(b)
(c)
(d)

Template
F̃ [◦ ]
α [◦ ]
F̃ [◦ ]
α [◦ ]
F̃ [◦ ]
α [◦ ]

i
75.14
54
14.71
49
26.73
219

I
5.65
38
14.63
49
10.24
46

L
20.98
181
1.00
160
6.10
109

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고, 값이 작아질수록 템플릿 m 에 잘
맞음을 의미한다. 모든 템플릿에 대하여 각도 α 를 0∼359◦
사이에서 1◦ 씩 증가시키면서 계산을 한 후, 색상 조화도가
가장 작은 템플릿을 찾는다. 또한, 그림마다 크기가 다르므
로, 전체 화소 수 N 으로 나눈 값으로 색상 조화도를 다음과
같이 정규화한다.
F̃ = F /N
Fig. 1. (Color online) (a) Eight harmonic templates defined on the hue wheel [1]. (b) V. Gogh <Six Sunflowers>(1888): the color distribution on the hue wheel is
closer to the I type template, (c) V. Gogh <Vase with
Twelve Sunflowers>(1889): the color distribution on the
hue wheel is closer to L type template, (d) V. Gogh
<Starry night over rhone>(1888): the color distribution
on the hue wheel is closer to the V type template.

(2)

식 (1) 의 색상 조화도는 템플릿의 넓이와 반비례하여 값이
작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림에서 T 혹은 X 템플릿
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회색 부분의 넓이가 비슷하고, 색채론에서 흔히 주장하는 세
가지 조화 유형인 유사색 조화 템플릿 i, 보색 조화 템플릿
I, 이색 조화 템플릿 L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은 22%인 79.2◦ , T는 절반인 180◦ 이다 [4]. 또한 I, Y, X는

Table 1에 Fig. 1에서 제시한 고흐 작품의 색상 조화도

두 개의 부분은 서로 180◦ 를 이루므로 보색 조화이고, L은

계산 결과를 나타냈다. Fig. 1(b) 의 경우 I 템플릿으로 계

90◦ 를 이루므로 이색 조화이다. i, V, T는 유사색 조화라

산했을 때 색상 조화도가 5.65◦ 로 가장 낮으므로, 전체적인

할 수 있다. Fig. 1(b) 로부터 (d) 사이에 나타난 히스토그램

색상은 보색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때 한 템플릿의 중심은

중에서 Fig. 1(b) 에 제시한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은 보색

38◦ 에 있다. 즉, I 템플릿의 두 부분이 38◦ 의 주황색과 218◦

조화 I 템플릿에 가까우며, Fig. 1(c) 는 이색 조화 L 템플릿,

의 하늘색이 대비를 이룬다. Fig. 1(c) 의 경우 L 템플릿의

Fig. 1(d) 는 유사색 조화 V나 i 템플릿에 가까운 것으로

색상 조화도가 1.00◦ 로 가장 낮고, 이때 템플릿의 큰 부분은

기대된다.

160◦ 를 중심으로 위치한다. Fig. 1(d) 의 경우 L 템플릿의

실제 작품 전체의 색상 분포도와 색상 조화 템플릿 사이의
색상 조화도를 정량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색상 조화도
∑

회색 작은 부분이 위치한다.
또한, 색상 조화도는 그림이 유사색 조화 템플릿 i에 유

F (X, (m, α))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5].
F (X, (m, α)) =

색상 조화도가 6.10◦ 로 가장 낮았으며, 109◦ 를 중심으로

사할수록 보색 조화 템플릿 I의 색상 조화도도 비슷하게
∥H(p) − ETm (α) (p)∥

(1)

p∈X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Fig. 1(c) 는 I 템플
릿보다는 i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i와 I의 색상 조화

이 값은 그림 X 의 모든 화소에 대해서, 색상 H(p) 와

도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I 템플릿을 계산할 때, 한쪽

Fig. 1(a) 의 회색 영역에 해당하는 색상 조화 템플릿

회색 부분과 일치할 경우 다른 한쪽과는 상관없이 가까운

ETm (α) (p) 사이의 떨어진 거리의 합으로 정의된다. 템

회색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와 L

플릿의 안쪽에 포함된 색상 값과 템플릿의 거리는 0이고,

템플릿에 대한 색상 조화도는 i 템플릿의 색상 조화도와

벗어날수록 거리의 차이가 커진다. 따라서 이 양은 그림의

비교했을 때만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I 템플릿의 색상

색상 분포도가 색상 조화 템플릿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

조화도가 i 템플릿의 색상 조화도에 비해 작으면 그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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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이 전체적으로 보색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L 템플릿의 색상 조화도가 i 템플릿의 색상 조화도에 비해
작으면 전체적으로 이색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 1(b) 와 (c) 의 경우 기존에 기대했던 결과와 일치
한다. 반면, 대비가 큰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는 [9] (d) 의
경우 색상 조화도 계산 결과 I템플릿이 아닌 L 템플릿과
가장 가까운 색상 조화도를 가졌다. 이는 파란색과 대비를
이루는 노란색의 화소 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전체적
으로 분석했을 때는 대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지만, 국소
영역을 확대하면 노란색과 파란색이 대비를 이룬다. 따라서
전체적인 색상 분포에 대한 색상 조화 템플릿 분석뿐 아니
라, 국소적인 영역에서의 색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구성 정보량과 색상 상호작용
그림의 국소 영역에서 색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을 거의 균일한 색을 갖는 조각들로 분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 정보량을 이용한 이중분할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분할된 결과를 분석했다. 먼저, 한 그림에서
사용하는 전체 색 변수 C 에서 특정한 색상 c 를 사용하는
확률이 P (c) 라고 하면, 색상 정보량 H(C) 은 식 (3) 로 정
의된다. C 는 HSV 공간에서 색상 (Hue) 을 나타낸다. 또한,
색상 값은 0◦ ∼ 360◦ 를 1◦ 간격으로 계산했다.
H(C) = −

∑

P (c) log2 P (c)

(3)

c∈C

그리고 색상 C 를 사용하는 2 차원 그림에 공간 분할 R
을 도입하였을 때, 얻게 되는 구성 정보량 (compositional
information) I(C, R) 는 원래 그림의 색상 정보량 H(C)
와 분할 R 에 의한 정보량의 차이로 주어진다 [5,6]. 만약
공간 분할 R 에 의해서 그림이 a 와 b 로 나눠질 때, 첫 번째
분할에서 구성 정보량 I(C, R1 ) 은 식 (4) 로 주어진다 [6].
I(C, R1 ) = H(C) − {πa H(a) + πb H(b)}

(4)

이때 πa 와 πb 는 각각 분할 a 와 분할 b 가 전체 그림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나타낸다. 두 번째 분할부터는 단
색이 아닌 조각 중에 가장 큰 것을 선택한 후, 구성 정보량
I(C, R) 이 최대가 되는 곳을 분할 위치로 선택한다. 예를
들면, Fig. 2(a) 의 경우에는 가장 정보량이 큰 지점인 543
화소에서 수평 분할을 했다. 첫 번째 분할 R1 으로 얻을 수
있는 구성 정보량 I(C, R1 ) 은 0.257이다. 한 번의 분할로 최
대 1 bit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구성 정보량이 많을수록
색상 분리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조각이 단색이

Fig. 2. (Color online) (a) Partitioning of an image using the bi-partitioning algorithm where the position of
the vertical or horizontal line is determined to maximize
compositional information gain. Horizontal partition at
the position p = 558 is shown as the dashed line. (b) Labeling of N = 30 partitions and find the nearest neighbor
blocks of No. 5 block. (c) The most frequently used color
from the color histogram is 213◦ for No. 5 and 38◦ for
No. 30. The color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lors is
represented by the link.
될 때까지 분할을 지속하며, 이때까지 얻은 정보량의 총 합
은 색상 정보량과 같아진다. 또한, 조각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분할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다. 위나 왼쪽 조각이 1
번이고, 아래나 오른쪽이 2번이다. 그리고 새로 분할되는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매겼다. 예를 들어, Fig. 2(a) 처럼
위쪽 조각을 1번, 아래쪽 조각을 2번으로 한다. 1번 조각이
분할되면, 새로 생기는 조각이 3번이다.
두 번째 분할부터는 가장 큰 조각을 찾은 후, 첫 번째
분할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 정보량이 가장 큰 지점을 찾아
서 분할했다.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그림 전체가
{R1 , R2 , ..., Rn } 으로 분할되었을 때의 구성 정보량은 식
(5) 로 제시되며, 여기서 πi 는 i 번째 조각의 화소 넓이이고,
H(ri ) 는 조각 ri 의 색상 정보량이다.
I(C, {R1 , R2 , ..., Rn }) = H(C) −

n
∑

πi H(ri )

(5)

i=1

순서대로 30번 분할한 것이 Fig. 2(b) 이다. 총 31조각으로
분할 했으며, 두 조각 사이에 공유한 변이 1화소 이상이면
인접한 조각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Fig. 2(b) 의 5번 조
각의 인접한 조각은 1번, 16번, 22번, 30번, 31번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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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모든 조각끼리 짝을 지으면 총 158개의 조각쌍이
나온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한 조각 사이의 색상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먼저 인접한 조각쌍 사이의 색상 관계를 색상 네
트워크로 표현하였다. 색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다. HSV 공간에서 각 조각의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
는 색상을 조사하여 각도로 변환한다. 예를 들어, Fig. 2(c)
의 색상 히스토그램을 보면, 5번 조각의 경우 213◦ 이고 30
번 조각의 경우 38◦ 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때 색상
상호작용 네트워크는 Fig. 2(c) 의 가장 아래 색상환처럼 두
조각의 색상 사이를 선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이 과정을
모든 조각쌍에 대하여 반복하면 해당 분할 횟수에서의 색상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조각쌍 사이의 색상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비교하
기 위하여 색상환에서 각 조각쌍의 가장 빈번한 색상 사이
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로 색상 차 ∆α 를 정의한다. 예를
들어, 5번 조각과 30번 조각 사이의 색상 차 ∆α = 175◦
이다. 색상 차는 0◦ ∼ 180◦ 사이의 값을 가진다.

IV. 색상 상호작용 네트워크
앞서 제시한 고흐의 세 작품에 대하여 색상 상호작용 네
트워크를 그리고, 그때의 색상 차를 분석했다. Fig. 3에서는
100번 분할 했을 때의 결과를 제시했다. Fig. 3(a) 의 경우
총 인접한 조각 쌍이 548개이며, 따라서 연결선도 548개가
있다. 중복되는 연결선은 가중치를 주어 연결선의 두께로
표현하였다. 이 그림에서는 색상 상호작용 네트워크에서 보
색을 이루는 상호작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Fig. 1에서 전체 색상 분포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b)
의 경우에 연결선은 544개 있고, 약 90◦ 정도 차이가 나는
이색을 많이 사용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전체 색상
분포의 결과와 일치한다. (c) 에서는 유사색을 많이 사용
했고, 보색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의 연결선의
개수는 542개이다. 그리고 (a), (b), (c) 모두 유사색 조화를
가장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거의 모든 색이
배경색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색, 이색, 유사색 조화 중 어떤 것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색상 차를 5개의
영역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비교했다. W. Ostwald의 색채
조화론에 따르면, 채도와 명도가 동일한 색상환을 24 간격
으로 나눴을 때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두 색상이 2 ∼ 4
간격 떨어져 있으면 유사색 조화, 6 ∼ 8 간격 떨어져 있으면
이색 조화, 12 간격 떨어져 있으면 보색 조화가 된다 [8]. 본
연구에서는 색상 차 0◦ ∼ 180◦ 사이를 5개의 등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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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The color interaction network
on the hue wheel is closer to I type template. (b) The
color interaction network on the hue wheel is closer to L
type template (c) The color interaction network on the
hue wheel is closer to the i and I type template. The
histograms of color differences are shown in the bottom.
나눴다. 18 ± 18◦ 는 제 1 유사색 조화, 54 ± 18◦ 는 제 2
유사색 조화이다. 그리고 90 ± 18◦ 는 제 1 이색 조화, 126
± 18◦ 는 제 2 이색 조화, 마지막으로 154 ± 18◦ 는 보색 조
화이다. Fig. 3(a) 의 경우 548개의 연결선 중 유사색 조화에
404개, 보색 조화에 122개 들어왔다. 따라서 보색 조화이다.
(b) 의 경우 544개의 연결선 중 제 1 유사색 조화 444개, 제
2 유사색 조화 18개, 제 1 이색 조화 82개이다. 따라서 이색
조화이다. (c) 의 경우 542개의 연결선 중 제 1 유사색 조화
488개, 제 2 유사색 조화 18개, 제 1 이색 조화 2개, 제 2
이색 조화 6개, 보색 조화 28이다. 전체적으로는 유사색을
사용했지만, 부분적으로 보색 조화를 사용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분할 횟수가 증가할수록 조각의 평균 화소 크기가 작아
진다. 따라서 색상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요소의 규모, 즉
조각의 크기에 따라 5가지 조화 유형의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분할 횟수에 따른 색상 조화의 변화를 측정
하였다. 예를 들어, 4번 분할했다고 하면 평균 화소 크기는
전체 화소의 1/5이다. 분할 횟수가 증가할수록 모든 그림
에서 제 1 유사색 조화가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제외하고
비교했다. 또한, 분할수가 너무 적으면 각 조각을 구성하는
색들이 충분히 유사한 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 회 이상의
분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Fig. 4의 가운데 그래프에 분할
10 회부터 마지막 분할까지 각 조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Fig. 4(a) 의 경우 분할 횟수가 증가해도 계속 보색 조화가
우세하며, (b) 의 경우 제 2 유사색 조화가 우세하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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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a), (b), (c) Propor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divisions of 2nd simulity harmony
(54◦ ± 18), 1st novelty harmony (90◦ ± 18), 2nd novelty
harmony (126◦ ± 18), and contrast harmony (162◦ ± 18)
about each painting. The graphs below show the error
bars of the change of harmony scheme according to the
number of divisions.
분할 횟수가 증가해도 각 조화 유형의 순서는 변하지 않았다.
반면에, (c) 의 경우 보색 조화가 우세하다가 300번 분할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600 ∼ 700번 분할 사이에서 제
2 유사색 조화가 보색 조화를 추월했다. 더 분할을 진행하여
3만번 분할에서는 제 2 이색 조화가 급증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즉, 거시적으로는 대비가 큰 보색 조화이
고, 중간 크기에서는 제 2 유사색 조화, 작은 크기에서는 제
2 이색 조화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유사색을
많이 사용하고, 부분적으로는 보색 혹은 이색을 사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그림 모두 분할이 지속함에 따라 약 1만번
이상 분할했을 때, 제 1 유사색 조화의 비율이 줄어들고 나
머지 조화 유형의 비율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Fig. 4(a) 의 경우 급증하기 시작하는 5만번 분할의 분할된
조각 1개의 평균 화소 크기는 8.87화소, Fig. 4(b) 그림의
경우 2만번일 때 18.81화소, Fig. 4(c) 그림의 경우 3만번일
때 13.64화소이다. 이는 작은 크기에서 나타나는 그림의
고유한 특징으로, 작은 크기에서 나타나는 화가 고유의 붓
자국 혹은 습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10].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르면, 제 1 유사색 조화의 비
율이 꾸준히 증가 혹은 감소, 갑자기 증가 혹은 감소하는
유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3가지 예시 그
림은 급격히 감소하는 유형으로, 이 경향성이 고흐의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지 혹은 화가 고유의 특징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림들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분할 횟수에 따른 색상 차 변화를 이용하면 분할된 조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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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즉 우리가 인식하는 조각의 크기에 대하여 색상 사이
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다.
조각내 색상 최빈값을 이용하여 구성한 색상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조각들 안의 색상을 모두 이용하여 계산하는
색상 조화도를 비교하였다. 조각들 사이의 색상 조화도는
분할이 지속함에 따라서 이웃한 조각들을 구성하는 색상
들에 대해 식 (2) 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템플릿의
넓이는 정규화를 위해 모두 18◦ 로 고정하였다. 각 인접한
조각쌍 사이의 색상 조화도를 구하여 오차 막대 그래프를
그렸다. Fig. 4(a) 의 경우 보색 조화도 F̃I 가 유사색 조화도
F̃i 보다 아주 낮기 때문에 보색 조화이고, 위의 결과와 일치
한다. (b) 의 경우 보색 조화도와 유사색 조화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이색 조화도 F̃L 가 아주 낮으므로 이색 조화이고,
마찬가지로 위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c) 의 경우 보색
조화도와 이색 조화도가 비슷하게 나타나서, 색상 조화도
만으로는 어떤 조화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또한, 세 가지
그림의 조화도 중 값이 가장 작은 색상 조화도는 분할을 지
속해도 거의 일정한 값을 보였으며, 나머지 색상 조화도는
분할을 지속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V. 결 론
국소 부분에서 색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고흐의 세 작품에 적용했다. 구성 정보량을 이용
하여 그림을 분할한 결과에서 인접한 조각쌍 사이의 색상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색상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그렸으며,
색상 차를 분석하여 정량적인 비교를 했다. 또한, 이를 색상
조화도와 비교하여 검증했다.
해바라기 그림의 경우 색상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결과
와 색상 조화도가 일치했다. 하지만 풍경화의 경우 일치하
지 않았다. 색상 조화도로는 유사색 조화 혹은 이색 조화
로 나타났지만, 색상 상호작용 네트워크로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유사색을 많이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보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대비가 큰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9], 색상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 결과가
바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색상 상호작용 네트워크와 색
상 조화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떤 분할 시점에서 관찰해야 분할된 조각의 크기와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는 크기가 일치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지와 관련된 심리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그림에서 색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
고, 비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시
대별로 미술 작품을 분석하여 색상 상호작용의 변천사를
분석하거나 화가별로 정체성을 정의하고 비교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잡지 등의 표지 디자인, 패션 사진 분석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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