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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관에서 색채를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이해하고

색채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자연발생적인 도시

경관의 구성원리는 지금껏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따라서 이를 이해하

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색채의 결정

은 지역성, 개별 물리조건, 인접한 주변과의 관계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

다. 이 중 색채구성 및 조형적 질서를 만드는 주요 인자가 주변색채와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분

석을 실시하였다.

색채관계분석은 조사된 색채자료를 색상관계, 한 쌍씩의 배색관계, 구

성적 조화관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구성특성을 도출하였다. 또

한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요인과 구성원리를 밝혀 자율적 색채경관에 내

재된 질서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이후 통계적 해석을 통해 자율적 질서

는 색채선택에서 상호 조화하려는, 또는 보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

물임을 검증하였다.

다음 단계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색채경관이 어떤 조형가치를 가지는

가를 고전적인 색채조화이론에 비추어 분석하고, 이것이 유의한 결과인

지 시민 설문평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설문은 조화이론에서 조화롭게 평

가하는 색채구성을 실제로 조화롭다고 느끼는가와 자율적으로 구성된 경

관과 계획경관을 비교하였을 때 어떤 심상의 차이를 가지는가를 조사하

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색채경관에서 발견된 심미적, 기능

적 가치와 경관계획에서 추구하는 가치 및 지속가능성을 비교하여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색채경관, 자율성, 구성원리, 조화, 질서

학 번 : 2010-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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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계획의 큰 흐름이 ‘개발’로부터 ‘관리’로 전환되면서 환경개선, 경

관개선과 같이 기존의 상태를 보다 나은 방향, 특히 미적으로 개선된 방

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으며 이를 위해 행정적 실행

을 가능케 하는 제도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각 지자

체를 중심으로 ‘경관가이드라인’ 이나 ‘색채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경관에

대한 공적개입의 기틀을 만드는 것도 같은 취지라 하겠다. 지자체의 경

관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경관개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

치는 ‘통일성’과 ‘간결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자연경관 및 역사경관을

기준으로 한 통일이든 인공건조물 간의 통일이든 통일을 통한 간결함이

추구되는 이유는 형태 및 색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질서가 만들어진다

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일-질서’의 반대개념인 기존 경관은 제한된 바 없이 혼종된,

‘다양성-무질서’의 상태이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경관은 대체로 구성요소

가 다양하고 단순하지 않은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구성원리가 쉽게 읽혀

지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관을 그저 무질서로

파악해 왔고 지금껏 다양성이 구성되는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잘 이

루어지지 못했다. 무릇 어떤 것을 개선(改善)한다고 함은 지금의 상태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한다. 어떠한 것을 제도화시켜 개선코자 한다면

기존의 상태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경관

개선에 있어서도 기존 복합적 구성의 경관이 어떻게, 왜 선하지 않은지

가 정의되어야만 제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경관과 관련된 제

도는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자체적으로는 규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

은 듯하지만, 행정구조상 건축허가 및 사업허가 등과 맞물려 개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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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제약적으로 작용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더더욱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 연구는 과연 자율적으로 구성된 색채경관은 무질서하

고 무가치한 것인가라는 의심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는 먼저 다양한 색채의 구성은 무질서한 것이냐에 관한 검증이다.

무질서란 동적으로 불안정한 부정적 상태이고 질서를 찾아야 하는 미완

의 단계이다. 때문에 통일-질서, 다양-무질서의 개념이 묶여 있다면 다

양성은 통일성으로 나아가기 이전의 상태로 해석된다. 연구는 다양성이

가지는 질서를 검증하여 이것이 균형의 상태인지, 무질서의 반복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연구는 자율적으로 구성된 색채조형의 내적, 외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관이 구성한 배경 공동체의 가치와

목표를 호혜적으로 공유한 결과물이라면 우선 그것은 내적으로 공동체에

최적화된 상태로 평가된다. 이후 경관은 이를 공유하는 시민에게도 긍정

적이 되어야 한다. 연구는 외적으로 자율적 질서로 구성된 경관의 심미

적 가치를 평가한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경관의 가치를 밝힘으로써 연구가 제시할 시사점

은 색채와 관련된 현재의 계획이 현실적이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답이

다. 연구를 통해 자율적 구성의 가치와 계획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적정

점 및 지속가능한 계획의 관리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

시하고자 한다. 계획은 스스로의 질서를 쉽게 우등하고 우세한 것으로

전제한다. 고로 합리적 질서는 규제가 아니고 모범인 것이다. 새로운 질

서가 타당하고 우세한 것이라면 과거의 열등질서는 소멸되어야 마땅하

다. 그러나 계획질서에 자율질서가 끊임없이 대립한다면, 계획은 결국 이

것을 규제로서 제어할 것인지 자율적 질서를 따라 방향을 수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 계획의 유익성을 근본적

으로 의심해 봐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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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 및 구성

연구의 대상은 경관에 있어 ‘색채’이다. 색채가 선정된 이유는 경관계

획에서 색채가 ‘다양-무질서’와 ‘통일-질서’의 대립논의의 중심에 있고,

경관계획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자 할 때도 색채를 주요 매개물

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은 연구목적에 따라 기존의 색채경관이 어떤 질서로 구성되는지

와 환경조건에 맞춰 얼마만큼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인지를 밝히는 과정

이다. 색채를 중심으로 경관계획 이전에 어떠한 자발적 구성원리가 존재

하고, 구성원리의 배경이 무엇이며, 기존의 생태적 질서가 새로운 질서와

대립할 때 어떻게 질서를 재배열하려는 경향을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으

로 각각 순차적 분석과정을 거쳤다.

<그림 1> 5장 ‘자율적 색채경관의 조형성’의 분석순서

색채경관을 분석하기 이전에 2장과 3장에서는 해석의 준거인 배경이

론과 조사표본의 분석방법을 설명하였다. 지금껏 이해되지 않는 기존 대

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우선되었다. 해석

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타당한 것이어야만 이후의 검증

또한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다. 도시경관은 복잡계 현상으로 명확한 인과

관계 및 과학적 법칙으로 명쾌하게 해석될 수만은 없으며 따라서 질서는

통계적인 유의미함을 검증하게 된다. 현상이 다양한 만큼 해석의 방식도

다층적으로 접근하여 현상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자율적으로 구성된 색채경관의 구성특성에 대한 기초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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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택규모와 관련된 상관성, 색상의 연속적 흐름에서 만들어지는 패턴

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색채경관에서 색채결정이 무

작위적인지 어떤 유의미한 방향성을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4장의 내용

이다. 5장에서는 색채의 조화 및 조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색

채조화이론은 그 근본적 내용은 유사하나, 색체계가 다르면 해석의 기법

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색체계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발트

-NCS-DIN의 색체계 및 미주와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먼셀

색체계를 활용한 두 가지 큰 흐름에 비추어 조화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이후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미적 평가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자율적 질서와 비교하기 위해 타율적 질서로서의 경관색채계획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철학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색채계획에

의한 경관과 자율적 구성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심미적 차이점을 파악하

였다. 5장의 마지막 내용은 현재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색채계획과 그

시범사업이 자율적 구성원리와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최종적으로 6장에서는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서론에서 밝힌 세

가지 연구목적에 대한 결론을 서술하였다.

주거지역 분석대상지는 부산시 산복도로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 선

정하였다. 부산시는 색채계획의 구획을 총 6가지로 나누어 계획하였는데

이중 해안산지권은 특히 단독주택이 다수 입지한 권역이다. 이 지역의

선정이유는 첫째, 색채경관 혼종도가 매우 높고 다양한 현상이 복합적으

로 일어나고 있는 점, 둘째, 이와 같은 대상지의 색채 혼종성은 자율적

선택에 의해 수십 년 이상 누적되어 온 것이라는 점, 셋째, 색채경관의

구성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일종의 창발적 질서가 관찰된다는 점, 넷

째, 부산시 색채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에 색채에 관한 상위계획이 있고,

이미 일부에서 계획을 통한 시범사업이 시행되어 계획과 자율성을 비교

할 수 있다는 점으로 분석대상으로서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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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관분석 방법의 선택 출처: 임승빈(2009),『경관분석론』p.12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분석의 근거이론

경관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자, 분석대상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분석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분석방법은 해석하고자 하는 경관특성에

따라 생태적 접근법, 미학적 접근법, 심리학적 접근법 등 적합한 접근법

을 고려한다. 본 연구가 해석하고자 하는 자연발생적인 경관의 구성특성

및 조형성의 분석을 위해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특히 형식미학적

측면 및 심리학적 측면의 해석을 통해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본 절에서는 연구대상의 분석을 위한 접근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

를 제시한다. 연구에서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 몇몇의 이론들이 현재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하나는 색채조화에 관련

된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시각을 통한 지각(知覺) 및 인지(認知)와 관련

된 심리학이론이다. 연구에서 근거한 배경이론들은 19세기∼20전반기(前

半期)에 정립되어 현재까지 사회과학분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들

이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기존 경관의 질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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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고, 분석방법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석을 위해서는 자

료의 검토와 이론의 고찰을 되풀이하며 다각적이고 노력이 필요하였다.

연구는 여러 새로운 분석방법을 시도하며 정립된 이론들을 자료의 이해

및 해석의 준거(準據)로 삼았다.

1. 경관연구 관련 이론

연구의 근거이론을 거론하기에 앞서, 먼저 본 논문에서 쓰이는 ‘경관

(景觀)’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관이란 용어는 때로 생태와

관련되기도 하고, 지역성 및 지역 경제와 관련되는 등 광범위한 영역에

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법률 및 행정 또는 관련 학문분야에서 일반

적으로 쓰이고 받아들여지는 경관의 일차적 의미는 ‘시각적으로 감지되

는 우리 둘레의 외부환경’1)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경관의 의미는 첫째

‘시각적’, 즉 회화적 또는 미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고 둘째, ‘감지되는’이

나타내듯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것과 관계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연구

분석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연구에서 ‘경관’의 의미는 경관법 및

관련 계획에서 통용되는 바와 같은 의미로 제한한다. 현재 경관계획에서

논의 중심은 미(美)와 미적지각에 관한 것이고, 본 논문의 쟁점 또한 이

와 같다.

경관법 1조 ‘경관법의 목적’에서 법률의 설립취지가 ‘아름답고 쾌적하

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관법의 목적과 같이 경관에 관한 논의

는 아름다움, 쾌적성, 지역의 성격과 개성 등 미학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

다. 이는 생태환경 또는 자연에 대한 권리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유럽전통이나, 공동체 및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경관법과

는 성격상 차이를 보인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미학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은 한국에서 경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임

을 지적하기도 한다.2)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관과 관련된 한국 내 사회

1) 한국경관협의회(2008),「경관법과 경관계획」, 서울: 보문당, p.19

2) 이광윤(2010), 유럽경관협약에 비추어 본 경관법의 현황과 쟁점, 법학연구 vo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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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관분석방법론의 분류

임승빈 (2009),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22 및

한국경관협의회(2008),「경관법과 경관계획」, 보문당, p.21의 그림과 내용 재구성

적 요구가 무엇보다도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관련된 것이기에 미학적 연

구와 논의가 앞으로도 주된 논의가 될 것이란 점이다. 기존 자연발생적

경관에 대한 재평가와 경관에 내재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은 1960

년대 후반 등장하였다. 국내외 경관연구 학자들이 분류한 경관에 대한

연구방법은 크게 생태학적, 미학적, 철학적, 경제학적 연구방법으로 나뉘

고, 한국경관협의회에서는 계획과 관련하여 형식미학과 상징미학이라는

좀 더 실천적 범위로 제한하여 경관을 해석하기도 한다.

미학적 경관연구는 대상으로서의 경관을 주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미학적 경관연구에서 주요한 두 개의 학

문분야는 첫째 ‘절대적 형태미’와 관련된 고적적 미학이론 및 의장론 등

형식미학적 연구방법이고 둘째, 지각 및 인지과정에 중심을 두고 선호도,

만족도 등 수용자 반응 등을 연구하여 ‘객관적 상대미’를 찾는 방법인 실

증미학적 접근방법이다. 형식미학적 접근법에서 ‘절대적 형태미’는 지역

과 문화의 차이를 배제하고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미학으

로 연구 및 계획에서 어떤 절대적 기준을 세워 경관을 평가하고자 할 때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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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다만 판단 기준이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하기에 기준을 고증하

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실증미학적 연구방법은 미(美)

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비판과 문제가 제

기될 소지가 있다.

형식미학적 연구가 전문가적 시각에서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

이라면, 실증미학적 연구는 일반인의 시각을 종합하여 정량적 내용을 객

관화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색채조화이론이라는 형식미학의 내용

을 대상에 적용시켜 해석하고 동시에 설문조사기법의 실증미학적 검증단

계를 거쳐 색채경관을 평가한다.

2. 색채조화이론

색채조화이론은 색채분류 및 색입체의 구성이 가능하게 된 19세기 이

후 발전을 시작하여 근대기를 중심으로 왕성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색채

학에 관련된 교과서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색채조화이론은 슈브륄, 오스

트발트, 먼셀, 이튼, 저드, 비렌, 문-스펜서의 이론들이다. 색채조화이론들

은 차이점보다 공통적인 것을 더 많이 공유한다. 색채조화이론을 정립한

학자에 따라 색의 구성, 색채요소 중 색상, 명도, 채도의 분류에 따른 이

론정립분야, 조화를 도식화한 방법 및 정의된 조화관계가 조금씩 상이하

여 하나의 과학적 체계로 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색채조

화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색상, 명도, 채도의 각각 색채요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존재하는데, 윤일주(1974)는 이런 공통점들을 5개의 원

리로 정리하였다.3)

① 색채의 조화는 의식할 수 있고 효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질서있는 계

획에 따라 선택된 색채들에서 생긴다. 이것은 질서의 원리(principle of

order)이다.

② 색채조화는 두 색 이상의 배색의 선택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없는 명료한

배색에서만 얻어진다. 이것은 비모호성의 원리(principle of unambiguity)로

3) 윤일주 (1974), 「色彩學入門」, 서울: 민음사,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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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질서의 원리의 필연적 결과이다.

③ 가장 가까운 색채끼리의 배색은 보는 사람에게 가장 친근감을 주며 조

화를 느끼게 한다. 이것은 동류의 원리(principle of familiarity)이다.

④ 배색된 색채들이 서로 공통되는 상태와 속성을 가질 때 그 색채군은 조

화한다. 이것은 유사의 원리(principle of similarity)이다.

⑤ 배색된 색채들의 상태와 속성이 서로 반대되면서도 모호함 점이 없을

때 조화된다. 이것은 대비의 원리(principle of contrast)이다.

색채조화이론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색상, 명도, 채도 등 색채요소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없이 고정된 상태에서 다른 요소가 규칙적으로 변화

하면 조화한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균형이론 이외에도

이경미(1987)는 색채면적과 관련하여 색채조화이론의 후기학자들의 이론

을 종합해 볼 때 채도가 높은 색은 좁은 면적에, 채도가 낮은 색은 넓은

면적에 사용될 때 조화한다는 것이 이론들의 공통점이라 밝혔다.4)

1) 색표계의 분류

연구에 사용된 색표계는 3가지로 첫째는 NCS(Natural Color System)

이고, 둘째는 한국산업규격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먼셀의 색체계이며, 셋

째는 디지털 색체계인 R.G.B. 색체계이다. 먼저 NCS가 사용된 이유는

오스트발트 색체계와 연관성이 있다. 현재 배색이나 조화색 구성 등 실

질적으로 사용되는 색채조화이론의 기준이 오스트발트 색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5) NCS가 바로 오스트발트 색체계의 발전된 형태로서 측색과 조

화도 검증이 가능한 색표계이기 때문이다.

먼셀 색표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명도, 채도, 색상의 구성으로 색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색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색채조건

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색상, 명도, 채도로 요소를 분류하

여 분석할 수 있으며, 지수로 정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을 산

4) 이경미(1987), 色彩調和論에 관한 比較硏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8-79

5) 문은배(2005),「색채의 이해와 활용」서울:안그라픽스,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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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색상환(Farbkreis),

J. Itten, 1961

술도표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CS 및 먼셀의 표색계 정보는

각각 조화이론에 비추어 색채관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다.

디지털 색표계인 R.G.B.는 색채를 이미지로 도식화하여 분석하기에

편리하여 사용되었다. 디지털미디어의 발전 이전에는 NCS나 먼셀 색표

계의 색채를 색지 등을 이용하여 직접 배색하고 물리적으로 도식화하였

으나, 연구에서는 디지털 변환에 따른 색채의 오차가 문제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분석일 경우 디지털 색표계를 활용하였다.

2) 오스트발트 색이론과 색채조화

(1) 오스트발트 색상환과 색상조화

오스트발트(F.W.Ostwald, 1917)와 이튼(J. Itten, 1961)은 황, 녹, 적 3

원색의 배합분할을 통한 색체계를 발전시켰다. 배합은 배수로 증가하여

3-6-12-24색의 기준색을 만든다. 오스트발트는 24색을 기준으로, 이튼은

12색을 기준으로 하여 색상환을 구성하였다. 먼셀의 색상환과 비교하자

면 주황색(orange)이 추가되면서 난색계(장파장)의 스펙트럼이 더 넓다

는 데에 차이가 있다. 구태여 비교하자면 오스트발트-이튼의 색상환은

보다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분류, 먼셀의 색상환은 현실계의 모든 색채를

포함하는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분류라 할 수 있다. 보색을 대칭으로 위

치시키며, 기하관계를 통한 색채조화를

설명하기에 오스트발트-이튼의 색상환

이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오스트발트와 이튼은 공통적으로 색

상환에서 기하학적으로 대칭의 배치에

있는 몇몇의 색상은 상호 조화한다는 개

념을 발전시켰는데, 명도, 채도가 변화하

는 같은 색은 조화한다는 동일색조화 및

대각선 반대에 위치한 보색조화는 우선

조화관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오스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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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동일색 기준으로 등차적으로 변화하는 유사색조화(analogous) 및

내부에 정사각형 및 정삼각형을 그렸을 때 그 색상끼리 조화한다는 삼각

조화(triadic) 및 사각조화(tetrad)의 이색조화를 정의하였다. 요하네스 이

튼도 오스트발트의 조화색상에 무채색 등을 더하여 5배색, 6배색의 색상

조화관계를 발전시켰으나 기본 색상간 관계구성은 오스트발트와 동일하

다. 이튼이 새로이 정의한 색상조화관계는 기준색과 그 보색의 인접색이

조화한다는 분열보색조화 (split-complimentary)관계이다.

현재 통용되는 웹디자인 등을 위한 색상배색(color-matching) 프로그

램에서는 오스트발트-이튼의 색상환을 기준으로 동일(monochromic), 보

색(complimentary), 유사(analogous), 분열보색(split-complimentary), 3배

색(triadic), 4배색(tetrad)의 6종류의 배색을 조화관계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에 상기 6개의 색상관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2) 오스트발트 및 NCS 색표계와 색채조화

오스트발트 색체계와 NCS는 그 개념의 기원인 헤링의 이론이라는 점

에서부터 체계의 구성까지 서로 닮아있다. 배경국가가 독일과 스웨덴으

로 나뉜다는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동시에 발전되었다. 색체계의 구성에

서 조화관계에 이르기까지 현재 독일의 색체계인 DIN과 영국 및 북유럽

기준인 NCS는 유사한 체계라 말할 수 있다. 오스트발트 색체계에서 가

장 기본적인 개념은 검은색의 정도(B), 흰색의 정도(W), 순색의 정도(C)

의 방정식이 B+W+C=100 인데, NCS에서는 순색의 계열이 노란색(Y),

빨간색(R), 파란색(B), 초록색(G)로 나뉘어서 B+W+Y+R+B+G=100으로

표현된다.

먼셀의 색표계에서는 명도와 채도가 분리되어 표시되지만 오스트발트

및 NCS의 색표계에서는 백색의 정도, 흑색의 정도, 순색의 정도가 복합

돼서 하나의 지표로 표시된다. 따라서 먼셀 색체계에서 다른 명도, 채도

의 구성을 갖고 있더라도 오스트발트 및 NCS의 색표계에서는 등가의

위치에 표시될 수 있다.

또한 먼셀의 색입체는 현실계의 색에 대한 분류를 목표로 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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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스트발트 색입체 단면상의

색채조화의 기하관계

문에 조화색의 관계가 상대적으

로 명쾌한 기하관계를 통해 해석

되기 어렵다. 따라서 중심점 N5

에서의 거리개념이 도입되었다.

반면 오스트발트-NCS 색체계에

서는 조화관계가 색입체 내의 직

선관계로 정의되어 배색에 있어

서 두 개의 색이 조화관계인지,

또 어떤 조화관계인지 색입체에

위치시켜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즉, 색입체 내부에서 입체와

평행한 선형의 관계는 각각 등백

색, 등흑색, 등순색의 조화관계이다. 또 삼각의 색채배치상 동일한 위치

를 가지는 다른 색상의 관계도 등가치색으로 조화관계이다. 이러한 조화

의 원리는 앞서 윤일주의 5개의 정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동류의

것이 질서있는 규칙적 변화를 할 때 조화는 이루어진다는 색채조화원리

를 따르고 있다. NCS 표색계는 8개의 숫자 및 영문 표기를 갖는데 앞의

4자리 표기는 단면 삼각형상의 기하위치를 뒤의 4자리 표기는 입체에서

단면위치를 나타내는, 다시 말해 순색의 색상정보를 구분하는 표기이다.

앞의 4자리 표기가 동일하면서 뒤의 4자리 숫자가 변화한다면 등가치색

조화이고, 뒤의 4자리 숫자가 동일할 때 앞의 4자리 숫자가 변화한다면

등백색, 등흑색, 또는 등순색인지를 검증하여 조화관계인지 부조화관계인

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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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먼셀 색입체

출처:www.munsell.com

3) 먼셀 색이론과 색채조화

(1) 먼셀 색입체의 구성과 색채조화

색채는 색상으로 먼저 인식되지만, 색채조화에 있어 명도와 채도의 영

향은 색상관계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오스트발트는 백색 및 흑색의 배

합을 통한 명도조화 및 동일채도조화,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화에 이르기

까지 모든 색채 영역의 조화관계를 명쾌한 기하를 통해 해석해내었다.

색표계의 체계가 먼셀체계보다 과학적이지 못하고, 제한된 색채 스펙트

럼 한계 등의 이유로 현재는 먼셀색표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색채

조화관계에 있어서는 오스트발트의 정의가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

용하였다. 먼셀(A. Munsell, 1905)은 색상, 명도, 채도를 색입체(色立體,

color solid)로 배열하고 그 기하중심인 중간회색(N5)을 중심으로 조화관

계를 정의하였다. 먼셀의 조화원칙은

앞서 서술한 윤일주(1974)의 정의와

상통하고 이것이 색입체의 구성에 맞

춰 설명된 것이라 하겠다. 특이점은

먼셀은 색채조화관계에서 면적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회전혼색의 실

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반영하여 명도

5를 기준으로 채도가 다른 반대색은

채도가 낮은 색에 넓은 면적을 주어야

조화한다는 개념이다.

(2) 먼셀색표계와 문-스펜서 조화지수

문과 스펜서(P. Moon & D.E. Spencer, 1944)는 19세기 이후 발전해

온 색채조화이론이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20세기 중반, 색채가 얼마만큼

조화하는가를 지수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색채조화이론을 근거로 색채

조화영역을 구분하고, 색상, 명도, 채도의 +, - 조화지수를 합산하였다.

여기서 합산된 점수는 질서성(O=order)으로 분모에 두고, 색채관계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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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복잡한지를 계산한 복잡성(C=complexity)으로 나누어 아름다움의

정도인 미도(美度, A=aesthetic measurement)로 계산하였다.6) 문-스펜서

의 미도는 먼셀의 조화이론을 기반으로 발전된 것으로 채도거리와 면적

등의 개념도 질서성의 영역에 합산된다.

문-스펜서의 미도 즉 조화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명도, 색상, 채

도의 순이다. 미도식은 고전적 색채조화이론들도 반영함에 있어서 다소

간소화되어 평가에서 무시되는 부분도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조화계산식

을 통해 색채 간의 관계성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서

색채관계를 분석할 때 일차적으로 문-스펜서 조화계산을 실시하였다. 색

상관계, 명도관계, 채도관계의 각 색채요소의 관계가 얼마만큼 복잡한 관

계인지, 어느 색채요소에서 긍정적 영향을, 어느 색채요소에서 부정적 영

향을 받는지 계산식을 통해 파악되었다.

3. 지각 및 인지이론

외부의 정보를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질문은 고전철학

으로부터 현대과학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유구하고 모든 학문분야와

관련된 연구 주제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론을 단편적으로 설명할

때, 이론이 가진 본연의 방대한 사고 구조가 축소되고 희석되는 것을 피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연구에서 시각을 통한 정보의 취득 및 이후의 행

동과정을 분석하면서 색채의 지각 및 인지에 관한 내용은 관련 심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구와 관련된 심리학 분야의 두 개의 이론은 첫째, 내면의 의식관찰

을 기반으로 한 형태주의 심리학의 내용이고 둘째, 표면의 행동을 관찰

함으로서 과학적 접근을 시도했던 행동주의 심리학의 실험내용이다. 앞

선 것은 시각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 곧 지각(知覺, perception)에 관련

된 것이고, 뒤에 것은 기억 및 재인식과 관련된 인식(認知, cognition)에

관한 내용이다. 형태주의 심리학의 내용으로 대표 학파인 베를린학파의

6) Moon P.(1944), Aesthetic Measure Applied to Color Harmony,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America, volume 34, no 4,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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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각과 인지 : 경관의 실증미학적 해석방법

게슈탈트 이론 및 게슈탈트 원칙(gestalt principles)을 살펴보고, 행동주

의 심리학에 있어서는 후기 이론인 기호형태설(sign-significate theory)

과 대표학자인 톨만의 실험을 요약 설명한다.

1) 형태주의 심리학 - 게슈탈트 원칙

게슈탈트 심리학은 외부세계를 지각하는 주체의 주관적 과정에 주목

하였다. 영화를 예로 들자면 각각의 필름은 정지된 사진이지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보여질 때 우리는 이것을 움직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전

체는 부분의 총화(總和)와 같지 않고 각각의 부분에 없었던 것이 전체로

서 통합된 구성체가 발현된다고 할 때, 그 구성체를 게슈탈트라 칭하고

그런 현상을 게슈탈트 효과라 불렀다. 게슈탈트가 구성되면 부분도 전체

의 구성에서 단순한 자율적 요소가 아니다. 몇 개의 음으로부터 멜로디

가 구성되었다면, 독립된 음은 멜로디라는 게슈탈트를 만들어냄과 동시

에, 부분이었던 음도 전체(멜로디)에 의해 규정되는 유기적 요소가 된다

는 것이다.7)

7) 야마나시 마사아키(2009), 「인지구문론」, 경북:영남대학교 출판부, 김양선譯 pp.

32-34



- 16 -

인간이 사물의 지각에 있어 각각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로 체계화하여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생길 때, 이러한 경향이 생기는 배경조건을

게슈탈트 요인이라고 하며 베를린학파의 베르트하이머(M. Wertheimer,

1923)가 정립하기 시작해서 이후 학파 내에서 게슈탈트 요인과 원칙이

추가적으로 정립되었다.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의 많은 학문적 시도들이

지금 모두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게슈탈트 요인의 기초 원칙은

인간 지각의 해석에 유의미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색채사전 및 게슈탈트 심리학의 소개서에 따라 법칙의 내용과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게슈탈트 간결성원칙(Prägnanz)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8)

①근접의법칙 (law of proximity) : 가까운것끼리묶어서지각

②유동의법칙 (law of similarity) : 유사한것끼리묶어서지각

③폐합의법칙 (law of closure) : 완성되지않은것도기존지식으로완성해지각

④대칭의법칙 (law of symmetry) : 대칭의형태를발견하고중심점을잡아지각

⑤공동운명의법칙 (law of common fate) : 같은괘도로움직이는것끼리묶어서지각

⑥연속의법칙 (law of continuity) : 연속적인것을하나로인식하고비연속적접촉은

가지(branch)로 지각

⑦좋은형태의법칙 (law of good gestalt) : 주어진조건에서규칙, 단순, 질서를따라

가능한간결하게지각

⑧과거경험의법칙 (law of Past Experience) : 경험상인지한방식대로지각

상기의 간결성 원칙에 따라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게슈탈트-

전체성으로 대상을 지각하고, 부분은 독립적 요소가 아닌 전체와 유기적

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2) 행동주의 심리학 – 인지적 지도

행동주의 심리학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실험으로 대표되는 초기의 기

계론적 자극반응이론(stimulus-respose theory, S-R이론)으로부터 이후

8) Todorović D. (2008), Gestalt Principles, scholorpedia.org, Scholarpedia, 3(1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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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툴만의 실험쥐의 학습곡선

출처 : Tolman E.C.(1939), Psychol. Rev.46

p.319

머릿속의 인지구조와 관련된 행

동에 있어 능동적 구조를 밝히려

는 방향인 기호의미설

(sign-significate theory, S-S이

론)로 변천해 갔다. 행동주의 심

리학은 연구방법론에서 실증을

중시했고, 파블로프, 스키너, 톨

만 등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개, 원숭이, 쥐 등을 실험에 사용

함으로써 인간 인지구조의 이면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톨만(E.

Tolman, 1948)은 “쥐와 사람의 인지적 지도(cognitive maps of rats and

men)”라는 논문에서 목적행동(purposive behavior)을 할 때 기호로서 시

각의 자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내었다.

톨만의 장치는 쥐 한 마리가 두 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고안되었다. 한쪽에는 먹이를 놓고, 다른 한쪽은 실패로 아래로

떨어지게 고안되었다. 한쪽에 흰색의 문을 놓고 음식이 있는 곳에는 각

각, 검정색, 중간회색, 연회색으로 칠해 구분한 뒤 시각차별실험(visual

discrimination)을 실시했다. 6마리씩 그룹을 지어 실험한 결과, 검정색-

흰색 선택에서 쥐들은 바른 학습을 보였고, 결과를 예측하는 기억 또한

10일이 지난 후에는 <그림 8>과 같이 6마리가 100%에 가까운 성공을

보였다. 중간정도 회색에서는 학습효과와 성공률이 검정-흰색 대비에 비

해 떨어졌고, 연회색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학습효과 및 위치를 재인(再

認, recognition)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9)

시각실험에 앞서 톨만은 음식을 좌, 우 방향으로 놓고 쥐들의 행동을

관찰하였는데 쥐들에 있어 방향성은 학습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각차별

실험에서 밝혀진 것은 시각자극은 방향감각보다 목적행동을 할 때 의미

9) Tolman E.C.(1948), “Cognitive Maps in Rats and Men” The Psychological Review,

Vol.55, No.4 pp. 19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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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톨만의 실험쥐 성공곡선 및 VTE곡선

출처 : Tolman E.C.(1948), The Psychol. Rev.,55,

p.200

있는 기호로 기억에 작용한다

는 것과 이 자극이 클 때, 다시

말해 명도차가 클 때 더 빠르

게 인지하고 기억한다는 것이

다.

톨만은 한번 인지적 지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차별의 어

려움을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실험을 계속하였다.

아래 그래프에서 검은 선은 음

식을 찾은 성공곡선이고 점선은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망설임(VTE

대리적 시행착오, vicarious trial and error)을 보인 횟수이다. 흰색과 검

은색으로 구분한 명도차가 큰 지시상황에서는 앞선 실험에서 와 마찬가

지로 10일 정도 이후에는 재인의 효과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후 <그림

9>의 그래프에서처럼 실험쥐들은 VTE횟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보인다. 이후 이렇게 학습된 쥐들에게 시각자극의 차이

를 줄여 밝은 회색과 검은색을 대비시켰더니 망설임의 VTE횟수가 현격

히 늘어남을 보이고, 시각차를 더 줄여 짙은 회색과 검은색을 대비시킨

후에는 효과적으로 재인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답률은 낮아지고,

VTE는 다시 줄어들지 않음을 보였다.

톨만(1948)의 실험은 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후 사람의 인지과정을

대상으로도 심리학 연구들의 유사한 실험이 있어 왔다. 사람에게도 시지

각의 자극정도가 기억에 영향을 미치며, 색상, 명도, 채도의 색채정보 중

사람의 지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도 명도의 차이에 의한 것임

이 이후의 실험들을 통해서 증명되었다.10)

10) 2.2 ‘선행연구 고찰‘에서 보충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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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 경관계획 관련 연구

경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공적 역할 또한 증가

하면서 정책적으로 경관 관련 법률 및 행정체계가 작금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된 것인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방향과

수단을 모색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관과 관련된 학

문적 접근도 법학, 행정학에서부터 심리학, 시각디자인 분야에 걸쳐 점차

확대되고 새로운 분야로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경관계획 관련 연구

는 계획의 정책 및 결정을 논하는 거시적 관점과 계획수단 및 구체적 실

행방법에 관한 미시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 절의 경관연구 접

근법의 학문적 구분에 따르면 대체로 계획정책과 결정에 관한 것은 현상

학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접근법과 계획수단 및 실행에 관하여는 형식미

학적 접근법과 관련된다.

철학적 접근은 도시에 대한 이해의 척도를 논함으로써 도시정책에 시

사점을 제시한다. 김우창(2008)의 연구「주거, 도심, 전원 : 도시미학의

여러 요소」는 도시의 외적요소, 즉 경관을 지각하는 문제와 그 지각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에 관한 것이다. 사람의 지각은 대상의 물성에 대한

단순한 직접적 감각을 초월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에서 대상을 ‘심미적 지

각’에 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심층적 영역을 제거한 표면적 해

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도

시계획을 예로 들면서 이면의 관계까지 확장되는 지각의 3차원적 입체성

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도시계획은 2차원적인 피상적 미화계획의 발

상에 머무르게 되는데 우리의 성급한 도시계획의 발상에서도 자주 이러

한 경향이 관찰된다고 지적하였다. 김우창의 철학적 관점에서 도시의 심

미적 요소는 삶에 대한 느낌이 주는 복합적 심상인데 삶에서 아름다움만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도시에서도 아름다움만 추출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따라서 그의 논리에 따르면, 미적요소를 가지고 도시를 구성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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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김우창은 한국의 도시가 갖

는 문제는 삶의 원형이 서구인에 비해 도시생활과 부합하지 않는데다 짧

은 도시역사 속에서 삶이 서구적 척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오류를 수정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에 대한

연구에서는 삶의 내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

엇을 근거로 도시 미학을 설계할 것인지 밝혀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 결론지었다.

김문환(1994)은「환경미학의 이론적 과제 : 자연미를 중심으로」라는

논고에서 환경미학에서 자연미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동양에

서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18세기까지 자연미는 절대미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아름다운 자연을 모방해서 쾌를 제공한다는 예술정의는

현재의 경관계획에서도 통용되지만 이런 이념이 시대적 연속성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절대적 자연미는 19세기에 접어들어 미학이 극단적으로 인

간의 주관적 시각과 예술미로 치닫고 그 권위를 상실하는데 급기야 아름

다운 자연을 보고 ‘그림같다’고 평가하는 데 이르기도 하였다. 자연과 일

체되어 온 세계관은 19세기 전후 환경을 인간과 분리된 주변

(surroundings)의 대상으로 분리하고 자연을 점차 더 도구적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함에 따라 삶의 원형

이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데에 대한 반성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다시금 자연미를 통한 도구적 이성을 교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

고, 인간을 자연과 통합하여 이해하는 세계관이 재등장하게 되었다. 또

현대에 있어 자연미의 의미는 전통적이라기보다 포스트모던 이후의 합리

적 세계관의 한계를 넘고자하는 변증법적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

였다.

생태학의 분야에서도 인간과 자연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세계관의

재등장과 인간생태학의 학문적 정립은 그 시기를 같이한다. 이정만

(1997)은「인간생태학적 지역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에서 인간 삶의

환경을 자연으로만 해석하는 고전적 인간생태학만으로는 현대도시를 설

명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면서 행위주체로서의 인간과 인간



- 21 -

의 영향관계와 결과로서 인공환경을 연구하는 확장된 연구방법론을 제시

하였다. 인간생태학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연구의 특징은 조직

(organization)을 강조하며, 공동체를 생태적 목적을 위한 기본 단위로

파악한다는 점으로 주체간 적응과 조직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활양

식이 주요 연구대상이 되었다. 또한 생태학에서 개채군이 가진 제한요소

(limiting factor)를 찾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법과 같이 인문환경에 대해서도 인간이 어떻게 삶을 개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정만은 경관에 대한 연구가 문화평

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경관이 그 속에 사

는 사람들의 삶의 프로세스가 필연적으로 외형화되는 것으로 파악될 때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경관과 관련된 철학적 논의는 도시에서 경관이 도구적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며 경관계획에서 주제와 주체의 문제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철학적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경관이 삶에

서 분리되어선 안된다는 점이며 여기서 자율적 조직에 대한 이해는 경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

서 주체와 자율성의 문제가 경관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도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광윤(2010)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책보고서「경관법의 세계화와 한

국의 과제」에서 세계의 경관법 및 경관계획과 한국의 경관법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경관계획에서 자율성 및 주민의 주체 결여를 지적하였다.

경관법이 먼저 시행된 유럽에서 ‘경관’의 의미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자연과 친화된 상태와 관련된 개념으로 생태적 의미가 강하고 또한 자연

에 대한 권리로 ‘평등’과 관련된 정치개념의 성격을 갖으며 일본의 경우

는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의 공동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창조적이고 개성있

는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사회규범적 성격을 갖는다고 비교하

였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경관협약의 경우는 ‘경관’의 의미가 대체로 역

사자원의 보호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들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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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한국의 경관제도는 경관의 주체로서의 주민과 그 권리의 개념이

결여된 물리적 관리대상으로서 다른 국가의 경관제도보다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있으나 주민참여의 요소가 적은 권위주의적 법률체계이고 경관계

획의 목표에 대한 법률적 근거 또한 취약하다고 분석하였다.

김봉경 외(2009)는 「일본의 경관법 시행에 따른 경관행정에 관한 연

구」에서 한국의 경관관리 체계에서 자율성이 담보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계획의 요구가 시민자발성에 의해 시작되었는가와 정부가 선도하

여 시작되었는가의 차이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관제도는 그 제

정배경이 지역의 요구를 수용하여 각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것을 전체의

법률로 통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민 및 하위 행정기관에 주체성이 있다

고 설명하였다. 경관행정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위도 한국은

177개 행정단위인 반면 일본은 기본 1,881개로 열 배인데다가 여기서 더

세분화 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

의 경관제도는 다양성과 자율성이 담보된 행정적·법률적 한계를 갖고 있

음을 지적하였다.

정해준 외(2015)는 「경관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성 강화 방안」에서

한국의 경관제도는 대상으로서 경관을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체

계가 없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독단적이 되기 쉬운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

하면서 영국의 경관특성평가제도의 예를 통해 경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였다. 영국에서는 1960년대 이래로 경관제도에서 ‘회화적(picturesque)’

전통은 서서히 물러나고 다양한 계층의 사회권리 및 사회의 성격이 자연

스럽게 드러나는 결과로서의 경관 개념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여기

서 영국의 ‘경관특성평가(LCA,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는 경

관이라는 결과물을 낳는 이면의 자연 및 역사 등과 같은 배경과 경관을

구성하는 주체간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결국 경

관특성평가는 경관에 배경사회가 자연스럽게 투영될 수 있도록 사회계획

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논술하였다.

경관법 제정 직후부터 국내에서도 경관에서 주체에 관한 정책적 논의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윤준도 외(2009)는 국가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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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경관주체 및 경관구성의 핵심으로 주민을 정의하고, 물리적 대상으로서

의 경관 개념을 극복하고 경관이 사회에 긍정적 피드백으로 순환되려면

자율성 개념이 불가결한 요소임을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지적하였

듯이 국내에서 경관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시민 자발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참여를 유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분석하였다.

또한 보고서에서 경관제도의 행정적·법률적 한계를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행정중심의 범주에서 논의가 머물러 소극적 제안의 보고서에 그치는 한

계를 보였다.

경관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연구는 형식미학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기준은 절대미의 기준으로서 지역의 자연

및 풍토를 따르는 것과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 객관적 상대미를 설정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절대미에는 유럽 및 일본의 보전적

경관전통에 따라 지역의 전통 건축물의 유형도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김

현선(2010)은 「서울의 지역색 추출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의 지역색이

선정되는 정책과정을 설명하였다. 서울색은 서울을 촬영한 9800장의 사

진으로부터 전문가집단을 통해 서울의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문환경을

대표하는 250색이 1차로 선정되었다. 여기서 인공환경이란 서울에 있는

대표적 건축 및 시설물을 의미하고, 인문환경이란 의복 등 생활문화와

관련된 것을 뜻한다. 이후 색채전문가 6인과 행정전문가 6인이 모여 1차

선정된 250색 중에서 ‘서울지역색’ 50개를 선정하고, 다시 여기서 서울시

립대에서 시행한 ‘시민이 인지하는 서울 이미지 구조해석’의 연구를 토대

로 10개의 ‘서울대표색’이 지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색채계획에 사용된 색

채는 이렇게 선정된 서울대표색을 시민 및 전문가 약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따라 결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의 지역을 대

상으로 한 이석현(2011), 문은배(2014)의 연구에서도 지역색의 선정에 관

하여 자연배경 및 지역상징물의 권위를 기준으로 색채를 결정하고, 설문

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유사한 방식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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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2011)의 「환경색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색채의 결

정과정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색채관련 계획과 실

행과정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는 분야에 따라 크게 편가가 있음을

보였다. 건축가, 조경가 등 환경색채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전문가들 중

공공디자인 분야와 조경분야에서는 현재의 색채결정과정을 대체로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건축분야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색채의 결정에 발주자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데 건축분야에서 특

히 건축주의 선호와 의견이라는 자율적 결정이 계획방향과 갈등의 가능

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섭(2013)은 공공디자인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말 그대로 공공과

디자인의 전문분야에서 대유행하였으나 불과 5～6년 만인 2010년이 되면

서 이미 한국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오창섭의 연

구 「공공디자인에서 타자관계에 있는 시민」은 공공디자인의 쇠퇴 원인

으로 공공성에 대한 성찰없이 진행된 성급한 실행과정을 문제로 지적하

였다. 최근의 공공디자인은 시민간의 관계성을 제거하고 동일성을 부여

하는 것을 통해 시민을 주체에서 대상으로 격하시키고 말았으며 공공성

은 실행주체로서의 시민 상호간 관계방식을 밝히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야함에도 시민을 정책 결정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실패는 필연적인 것

이었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경관연구에서 맹점은 경관에 대한 철학적, 정책적 관점의 논의에

서는 자율성과 시민주체가 중심에 있지만 실천방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율성에 관한 부분이 축소되거나 제거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선행연구에

서도 비판하였듯 피상적 도시이미지의 설정과 성급한 정책의 실현과정에

서 마땅히 우선시 되었어야 할 기존 도시미학의 실증적 분석과정을 건너

뛰고 말았고 이것이 경관주체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는 원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관계획에 있어서 주체인 시민의 동조를 얻지 못하게 되었

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철학적 연구접근과 실천적 연구접근의 연결과정에

서 결여되어 있는 경관 외형 이면의 공동체적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밝혀

냄으로써 보다 실천적으로 유효한 경관계획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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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결정의 자율성 관련 연구

도시의 경관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계획가의 입장에서 전문지식

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 또는 개선될 방향을 밝히는 연구에 치

중되어 있고 판단 기준도 색심리나 수용자 설문조사와 같은 몇몇의 기법

에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자율적 경관구성의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에

있어서도 색채사용비율 등에 관한 통계결과물에 그치거나 질서성이나 이

면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

은 분석의 대상이 같다하더라고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본 연구와는 관련

성이 낮다. 연구는 다양한 현상이 복합적, 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에서 도시공간 내 공동체가 공유한 의식 및 공동체적 질서를 규정하는

것, 공동체의 내적관계, 또는 상호의존성이 어떤 사회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가를 밝히는 것과 더 관련을 맺고 있다.

이승재(2009)는 ‘도시-건축연구의 복잡계 연구방법론 적용에 대한 고

찰’이란 연구를 통해 도시-건축연구에서 현상에 관여하는 다양한 영향관

계를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을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연구물들의 분석을

통해 현상에 대한 복잡계 연구(complexity research)는 결국 통섭의 연

구방법으로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학분 분야를 아우르는 접근법을 사용

해 왔고 필연적으로 사용하게 됨을 밝혔다. 또한 복잡계 연구의 특징으

로는 전체의 거동이 만들어내는 ‘창발(emergence)’을 확률론적인 접근을

통해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복잡계는 다수의 구성요소가 비선형

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과학적 법칙을 발견하려는 접근만으로는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고 따라서 새로운 모델개발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

고자하는 시도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결론에서 도시의 복

잡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갖는 어려움으로 첫째, 도시현상에서 창발

(emergence)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연구결과물이 지속적으로

예측가능한 그 무엇이 되기 어렵다는 점, 셋째, 도시현상의 연구가 다학

제적인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넷째, 새로운 분석의 기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도시에서 환경에 대한 결정이 어떠한 공동체적 방향과 규범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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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가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 장이론(場理論, field theory)에 기반한

다. 장이론은 주어진 상황에서 상호의존성과 개별행동 및 배경조직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과 관련된 사고로, 이론적 출발은 형태 심리학이며

대표적 학자로는 쿠르트 레빈(K.Lewin)을 꼽는다. 장이론은 개인을 분리

된 존재로 해석하는 세계관을 비판하고 개인의 의사결정이 어떤 장(場)

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최재식(2004)은 ‘행위의 장에 근거한 공동체적

역사성과 생활질서’라는 연구에서 장이론에 기반한 연구는 동적인 전체

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생활공간에서 내적 이해의 상호영향을 찾는 현상

학의 시도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최재식은 논문에서

20세기 현상학에 있어서 학문적 변화가 개인의 독아론적 해석으로부터

공동체이론으로서 우리-현상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우리-현

상학에서 생활질서는 공동행위의 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개인은 이미

잠재적으로 다양한 상관성을 의식하고 있으며 여기서 공동체적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현상학의 시각전환을 학문의 시대적 분석을 통해 해

석하였다.

도시의 공간과 현상에서 공동체적 유형을 발견하고자 하는 연구는 크

게 지리적 장이론 및 행태의 장이론으로 나뉜다. 전자는 주로 광역의 공

간을 대상으로 우리 마을, 내 지역, 활동 범위 등의 영역을 규정하는 연

구이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암묵적, 공동체적 행태를 발견함으로써 행위자가 결정하는 공간의 성격

을 규정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손승호(2004)는 박사학위논문 ‘사회·경

제적 속성과 공간상호작용으로 본 서울시의 지역구조’에서 서울시의 공

간구조를 공간행동의 장이론에 근거하여 서울시 공간의 분화구조를 분석

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구성분석을 통해 동질지역을 구분해 내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손승호는 도시민의 일일인구이동이라는 공간상

호작용의 기능지역과 등질지역 간 상호관계에 집중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내적구조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등질지역의 공간배열과 유동패턴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내부에 지리적 장(場)의 존재와 범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손승호는 서울시 지역분화의 요인을 10개로 추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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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0개의 등질지역을 설정하였고, 일일인구유통패턴은 서울시에서 4

개 권역에서 53개의 이동패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등질지역과 일일인

구이동패턴이라는 기능지역의 중첩을 통해 밝혀낸 의미는 2000년대 서울

의 구조는 그 이전의 행정적으로 구분된 권역보다 생활권역이 훨씬 세분

화되어 있다는 점,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의 생활권역의 입체적 도시구조

를 밝혀냈다는 점이다.

지리적 장이론의 연구는 이후 일일인구유동을 대신하여 이주, 이사를

기능지역으로 분석한 홍성조 외(2011)의 연구 등, 시민의 행동결정을 어

떠한 상호작용으로 보는, 다시 말해 도시를 상호의존적 생태환경으로 보

는 시각을 통해 지역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장이론을

통한 도시현상의 분석 중 하나는 행동관찰을 통한 환경-행태연구를 통

해 행태의 장을 규정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주로 이용자 행위를 분석

하여 공간의 상징 및 의미,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의사소통을 파악

하는 것이 연구의 내용이다. 김무한 외(2014)는 ‘행태의 장이론 적용을

통한 청계천 환경-행태연구’에서 청계천이란 제한된 공간영역에서 이용

자의 행동을 비디오촬영과 데이터 코딩을 통해 청계천을 기반으로 한 ’

행태의 장‘을 규정하였다. 행동의 종류 및 위치를 분류하고 행위가 일어

나는 조건과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이용자 간의 공동체적 비언어 의사소통을 밝혀내고, 공동체의

상징적 소유와 공간의 중심과 주변을 분석해 내었다.

김기환(1988)은 ‘주택외장색채와 지역별 청명일수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청명일수와 같은 자연조건이 거주자의 색채선택과 어떤 영향

관계에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독창적 실험을 하였다. 연구는 개인의 결

정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조건과 같은 어떤 구조가 만들어낸 결

과물이라는 시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공동체

의 의사결정이 기후조건과 같은 공동의 외부조건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는 것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남부지방 도시들의 청명일수가 69

일에서 114일까지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별 색이용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청명일수가 많을수록 장파장계 색상(난색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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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빈도가 높아짐을 밝혀냈고, 청명일수와 난색계 색채의 사용빈도는 유

의하게 선형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은 어두울수록 단파장계 색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 ‘푸르킨예 현

상’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경관 및 경관색채를 대상이 아닌 어떤 구조에 의한 결과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하겠다. 대체로 지역속성으로서의 경관특성을 분

석하면서 역사적 전통, 자연경관, 지역상징 등 외적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가 주류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경관을 구성하는 공동체의 내적관계, 또

는 상호의존성과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자율적 원리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 있다고 하겠다.

3. 색채경관의 지각 및 인지 관련 연구

경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설문을 통해 해석되

었다. 이때 연구방법은 제시된 이미지에 대한 선택결정 또는 선호도 평

가와 형용사로 구성된 심리적 특성항목을 어의차이척도(semantic

differential)로 해석해내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경관에 있어 상징적 성격,

연상이미지 등을 분석할 때 선택적 결정에 의한 분석을 주로 사용하였

고, 색채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세분된 심리특성 분석을 위해 어의차

이척도가 대체로 많이 사용되었다. 서주환 외(2013)는 ‘역사문화경관의

시지각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경복궁 내부에서 촬영된 18개의 이미지

에 대하여 16개의 대립 어의차이 설문을 통해 사진에 포함된 경관특성과

어의차이의 평가 특성을 매트릭스구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역사문화경관

에서 선호되는 경관의 위치 및 관련된 내용과 선호되지 않은 경관에 포

함된 이미지 요소 및 심리특성 형용사 간의 매칭에 관한 내용이 분석 결

과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전통문화경관에 현대적 이미지가 섞

여있을 때 부정적 평가가 늘어남을 보였고, 따라서 문화재 앙각 등의 적

용을 통해 주요 역사문화경관에서 현대적 건물 등의 이미지가 제한되어

야 한다는 결론에 반영되었다. 김한배 외(2010)는 ‘도시 대표경관의 인지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서울시 주요경관의 특성도출을 위해 어의

차이척도대신 기준 경관속성을 제시하고 부합여부를 묻는 리카도 척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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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경관의 이미지를 분류하였다. 경관속성을 가시적, 심미적, 활동

적, 의미적 측면으로 크게 나눈 후 세부속성을 다시 분류하였다. 대상은

서울시 대표경관 30선으로 앞서 언급한 속성 적합도에 따라 경관의 성격

을 최종적으로 해석하였다.

게슈탈트 이론을 통해 경관의 구성요소간 관계에 의한 성격을 밝히는

연구는 대체로 색채보다는 공간의 물리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김기

호(1996)는 ‘게슈탈트(Gestalt)이론을 적용한 도시경관관리에 대한 연구’

에서 원경에서의 도시경관에서도 ‘게슈탈트’라는 어떤 구성적 성격을 가

지는 것으로 보았다. 연구는 도시에서 원경의 경관인식은 하늘, 배경자연

및 인공물의 결합으로 보고 이러한 결합을 통해 적합한 조형성(Gestalt)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미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하였다. 연구는 주로 형태적인 실험을 하였는데 결론 부분인 ‘연구한계

및 향후과제’에서 색채요소를 경관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한계

로 지적하였다. 색채와 관련된 게슈탈트 연구는 디지털이미지나 광고물

등 원색계조합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에서 광고물을 중심으로 색채차

의 회상과 재인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신현신 외(2009)는 옥

외광고물의 구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색채의 구성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4개의 구분은 간판의 배경색이 현재와 같이 다채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아닌 것, 글씨체가 각각의 형태를 갖는 것과

통일된 서체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10개의 상업 입간판을 30초간

노출시킨 뒤 각각 25명씩 총 100명을 대상으로 기억해 내는 간판의 상호

명을 조사하였는데, 다채색 구성의 간판배경에 다른 글씨체를 사용한 경

우 평균 6.51개의 상호명을 기억한 반면, 통일된 배경색에 통일된 서체를

사용한 경우는 2.12개의 상호를 기억하는 차이를 보였다. 논문에서 기억

을 돕는 작용은 다채색의 구성이 만들어 내는 게슈탈트 작용이라 밝히고

이는 사람의 인지작용에서 각인효과가 높고 회상과 재인의 인식작용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 30 -

<그림 10> 색채다양성의 증가와 경관색채계획의 발전

출처: 이석현(2008), 「경관색채계획의 이론과 실천」pp.14-23 본문내용 도표화

제 3 절 경관색채계획제도 고찰

1. 경관색채계획의 전개과정

국외 경관색채계획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경관계획 현

황을 이해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인공환경을

구성하는 재료가 주변 자연에서 취해지던 시대의 도시경관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자연과 상호간 통일된 색채를 취하였다. 경관에서 색채가 주요한

대상이 된 것은 전후 인공안료가 발달되고 그 사용이 확산된 이후이다.

서구의 모더니즘에서 인간이성의 실험정신은 색채의 사용과 실험을 증가

시켰으며, 특히 1960년대에는 자유 및 자기표현의 현대미술 사조와 맞물

려 색채사용의 다양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는 색채의 사용이 지나치게 확장되었다는 반성과 기존의 도시환경 및 자

연과의 조화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면서 경관보존에 대한 목소리 또한 높

아지게 된다. 서구에서 색채다양성의 증대는 전후 모더니즘의 시대정신

과 맞물려 발전된 것인 만큼 색채다양성 및 도시경관의 개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기존 도시경관과의 조화가 모색되어야 했다. 따라서 서구의 색채

계획은 도시전통의 보존과 새로운 사고의 수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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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내포할 수 있는 틀로 발전되어 왔다. 한편 전후 경제회복의 시기를

거친 일본의 경우는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경관에서 색채의 사용 및 다

양성이 증대되었다. 이 시기는 전통건축물의 지붕에까지 그래픽을 사용

하면서, 일본 고유의 모습보다 색채를 통해 발전의 화려함을 표현하고

서구의 문화와 이미지를 받아들이고자 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지역

의 고유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1980년대부터 등장하였고

일본 경관관리 체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지역 및 주민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밑으로부터의 경관관리가 시작되었다.

<그림 11> 유럽과 일본의 경관관리 개념 차이

일본과 서구의 발전된 경관색채계획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동시에 추

구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다양성과 통일성이 공존하도록 관

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두 개의 계획체계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유럽을 대표로 하는 서구전통의 경관관리에서는 통일성으로 규제되는 요

소와 다양성이 허용되는 요소가 서로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경관관리

는 어떤 것을 통일하고 어떤 것을 자율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

이고 관련제도는 통일성 요소와 다양성 요소가 공존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관에서는 애초에 서로가 다름을 수용

하는 관점에서 서로가 다르더라도 관계하는 질서를 유지하여 유연한 통

일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경관제도는 계획적이라기보다

는 어떤 유도의 틀이 되며, 자율성을 담보로 한 부분을 살리면서 전체를

만드는 과정으로 유기적인 전체성을 강조하는 계획방식이라 하겠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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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와 이웃 일본의 경관색채계획의 발전과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은 첫째, 2010년을 전후로 한국에서도 경관과 관련하여 여

러 상충적인 요구를 수용, 관리할 틀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는 것이고, 둘째, 다양성과 통일성은 결국 어떤 사회에서나 유지해야 할

공존의 가치이므로 우리의 경관계획에 있어서 또한 이 양면의 사회가치

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주요 관건이란 점이다.

2. 경관색채 관련법률 및 관리체계

국내에서 경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법률로는 경관법 이외에도 자

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하여 녹지경관과 관련된 18개법, 하천법 등 수변경

관 관련 12개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역사문화 관련 12개법,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 등 17개의 시가지경관 관련법이 있다. 대체로 이들 법령들

은 경관의 형태, 색채 등에 대한 구체적 제어보다는 사업의 관리와 시행

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2000년대 이르기까지 경관을 제어할 수 있는 법

률내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12) 200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 제정되면서 이에 근거하여 각 지방지치단체 별로 ‘경관계획’의 부분계

획으로서 색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경관계획의 내용은 상기법령을 근

거로 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었고,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것은 ‘도시

관리계획’의 단계에서 반영되었다. 2000년대 초반의 색채계획은 지자체별

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특정색상 팔레트를 구성하고 이를 권

장색상으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계획의 실현은 대체로 경관심의

및 색채심의를 통해서 이행을 유도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도시기

본계획을 통한 경관관리는 초기부터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았는데, 첫

째는 시민들과 공감이 부족한 하향식 계획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구체적

실현방법이 없는 공허한 계획이라는 점에서였다.13)

11) 우이치 소조(內井昭葴) 외/ 손용훈 외 譯(2016),「국토경관 만들기의 사상과 방법」,

서울: 문우당, pp.178-182

12) 정태일 외(2003), 우리나라 경관관련 법․제도 및 계획 속에 나타난 경관유형과 제어

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19 No.10, pp.113-116

13) 김대수(200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경관계획의 색채계획 비교 연구, 한국색채학회

지 Vol.19, No.3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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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개선을 통한 도시매력의 상승이 도시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사고

가 확산되면서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일부 지자체들은 경관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우선 경관법의 수립은 행정적으로 지자체가 경관사업을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결과

라는 점에서 하향식 계획의 측면을 띠고 있다. 또한 경관법은 경관관리

의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발

의 체계를 지원하는 등 상향식 계획을 유도하는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운영결과 경관협정 등을 통해 다양성이 확보되거

나 주민참여에 따른 자율적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법률상 혼란

이 가중되면서 경관에 대한 규제의 성격만 두드러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

다.14)

<그림 12> 색채계획의 제어 및 유도 기준

색채계획의 제어 및 유도 기준 계획이행에 관한 구속력은 지방자치단

체에 따라 모두 다르고, 관할부서 및 행정체계도 각각의 도시의 발전방

향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색채계획은 크

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대부분 두 개의 관리 제도를 모두 운영하

고 있으며, 일부는 한쪽의 제도만 갖춘 곳도 있다. 첫 번째 계획제도는

경관기본계획과 색채기본계획의 체계로 이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상의

14) 박현찬(2014), 경관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경관정책의 개선전략, 서울연구원 정책리

포트 175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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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색채계획 부분이 경관법 제정이후 경관기본계획의 체계로 근거법령

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계획제도의 성격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색채관리는 우수색의 선정을 기본으로 통일된 경관을 유도하는 체계로

서울시의 ‘기본경관계획’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계획제도는 비법정 계획

으로서 통상 ‘가이드라인’으로 지칭된다. 경관관리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선정된 색채의 숫자 및 색상

의 스펙트럼이 앞선 경관기본계획에 비해 다양하다. 그러나 넓게 보면

우수색을 선정하여 색채의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식 및 심의과정을 통

해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에서 두 체계는 서로 공통적인 측면이 더 많다.

색채계획에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성요소로서의 색채이다. 지

정된 색채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정한 색채로 제한하고 주

조색/보조색/강조색의 명도 및 채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색채구성을 규정

하는 것이 색채계획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남시 색채가이드라

인(2014)과 같은 최근의 색채가이드라인에서는 색채의 지정과 더불어 배

색까지도 지정하면서 색채요소만 지정하던 단순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양성 확보는 더욱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지닌다.

국내의 색채계획은 통일되어야 할 요소와 자율성이 담보되는 요소가 구

분되는 유럽전통과도 다르고, 선택의 자율성을 주면서 관계를 제어하는

일본의 방식과도 다르다. 경관에 있어 구성보다는 요소제한에 중심을 두

다보니 통일성도 아니고 자율적 다양성도 아닌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하

겠다. 현재 색채계획의 요소들은 통일된 경관을 만들기에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다양한 구성을 위해서는 요소가 너무 제약적이다. 유럽과 일

본전통에서 다양성이 확보되는 방식은 철저히 자율적 선택에 근거하나

우리 계획에서는 다양성마저도 ‘계획’을 통해 구현하려다보니 필연적으로

색채계획이 아무리 복잡해도 경관은 여전히 구성면에서 단순하고 획일적

이다. 경관색채와 관련된 최근 연구 및 정책보고서에서 점차 자율적 구

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경관시행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중

인 만큼 향후 경관계획 및 제도 또한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길을 열어주

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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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부산시 경관색채권역-해안산지권, 출처:『부산도시색채계획』(2010), p.65

제 3 장 분석의 틀

제 1 절 대상지 선정

1. 분석 대상지

경관에서 색채의 자율적 구성에 의한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대상지의

선정에서 몇몇의 기준을 두었다. 첫째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 둘째 일반

적으로 두루 나타나는 경관일 것, 셋째 이러한 특징이 시간을 두고 유지

되어 온 것임을 확인하였다. 자율성과 더불어 경관의 일반성과 역사성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분석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부산시 6개의 경관색채권역에서 ‘해안산지권’에서 건축물은 물리적으로

콘크리트, 시멘트블록의 건축재료를 사용하며, 페인트계 외장을 갖는다.

이들 지역의 경관은 각각 다른 색상(hue)을 선택한 단독주택이 군집한

주거지역으로 다채색의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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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의 중요한 수단으로 색채가 이용되지만, 모순적으로 우리 도

시경관에서 명쾌하게 색채로 해석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사전조사에

서 겪은 어려움은 자연석이나 금속계 또는 타일계 외장은 이미 재료가

다색의 구성을 갖거나 색채가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측색이 불가

능한 점이었다. 분광측색계를 이용하여 측색을 시도하였으나 검측 지점

마다 상이한 색정보가 측정되어 결과값을 신뢰할 수 없었다. 사진이미지

를 통해 평균색채값을 구해내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여 측색한 결과

도 모두 표본색상과는 조금씩 오차가 있었다. 결국 경관색채계획에서처

럼 어떤 색채로 건축물이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무광 페인트계 외장뿐

인데 부산의 경우 영도에서 구도심, 서면에 걸쳐 구릉지를 따라 다수의

마을에서 페인트계 표본군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사지역의 선정에서 우선 고려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사지역

표본이 색채로서 분석 가능한 것인가라는 점이고, 그 다음의 고려사항은

현재의 색채구성이 주민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부산의 구릉지 마을들은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정비사업을 통해 가로

의 정비 및 공공시설 공급이 이루어졌고, 2010년 이후에는 다수의 미술

재생 프로젝트들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므로 조사지역은 이들 사업으로

부터도 외장 색채 선택에 있어서 자율성이 확보된 지역인가를 우선 검증

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지역을 결정한 이후에는 해당지역에서 있었던

공공 및 민간사업 내역을 조사하고, 사업을 진행한 계획가 및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상지 내 경관색채구성에 있어 주민선택의 자율성을 확

인하였다.

1) 표본추출지역

연구의 조사지역은 부산 구릉지 정비사업이 완료된 두 개의 지역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 년도(2011-2012) 정비지역인 영주-초량지구와 2

차 년도(2012-2013) 정비지역인 아미-감천지구이다. 부산 구릉지 주택의

특징은 담장이 없거나 담장과 본채가 결합된 형태로 가로에서 주택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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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연속적으로 나열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주택의 외장색들의 관계가

연속적 색채조형관계로 나타난다.15) 사전조사 이후 가능한 상업지역 및

벽화사업 등의 미술프로젝트와 거리가 떨어진 블록을 본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영주-초량지역 내 대청동 일대에는 부산시에서 도시색채계획의 일환

으로 총 34개의 주택을 대상으로 ‘색채시범마을’을 조성하였는데 이 마을

은 계획에 의한 타율적 구성의 표본이다. 따라서 표본의 통계 및 분석은

자율적 구성의 표본지역 1, 2와 타율적 구성의 표본지역 3을 분리한 후

이를 비교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14> 조사지역 위치도

2) 색채경관 구성에 있어 주민 자율성 검토

부산 구릉지마을의 다채색 구성은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부산지역의

특색 경관으로 감천 및 영도의 몇몇 마을은 최근 들어 관광지로 유명세

를 얻기도 하였다. 때문에 조사지역 중 특히 감천의 경우는 지역의 색채

15) 정재훈(2016), 부산 구릉지마을 주택외장색채 선택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Vol.32 No.3,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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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주민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결과물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사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이미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장색채 선

택은 주민 자율결정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나, 지역에서 많은 공공프

로젝트 또한 시행되었기에 이들 사업과의 영향정도를 검토하였다.

공공 프로젝트는 시행주체가 마을활동가, 예술가, 주민의 참여로 이루

어 진 것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피상적인 내용이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내용의 확인 또한 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

뷰 대상자는 프로젝트 계획가 및 주민협의체 대표이다.

(1) 조사지역 내 공공 프로젝트

감천문화마을의 공공 프로젝트는 주로 미술프로젝트로 2009년 시작되

어 2012년까지 이루어졌다. 시기별 프로젝트 명칭과 지원기관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시행연도 프로젝트명 지원기관

2009
마을미술프로젝트

<꿈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문화체육관광부

2010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

<미로미로 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2012
마을미술프로젝트

< 마추픽추 골목길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사하구

2012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감천 벽화조성사업>
부산시

2015
4인의 건축가 프로젝트

(프란치스코 사닌/승효상/김인철/조성룡)
사하구

<표 1> 감천문화마을 공공 프로젝트 리스트

공공 미술프로젝트는 작게는 1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의 조형물 설

치계획으로 주택이 밀집한 마을 내부보다는 지역을 가로지르는 대로변

및 상업지역 주변에 설치되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2차년도 계획가이자

지역에서 시행된 모든 미술프로젝트를 유치한 동서대학교 이명희 교수와

의 인터뷰에 따르면 미술프로젝트가 주로 거주지역 외곽에 설치된 이유

는 거주자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 때문이었고, 따라서 공공 프로젝트가

주민의 외장색채 선택에 관여할 여지는 더더욱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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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미술프로젝트 위치 및 내용

몇몇의 프로젝트는 색채가 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 이후 주민에 의해

변경되었으며, 최근 관광지화 이후에 상업시설이 군집한 가로에서 사용

하는 원색과 무채색의 경우 주민협의체에서 끊임없이 색채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16)

주택 외장개선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

역인 만큼 주택개선사업 등의 명목으로 2014～2015년 주민협의체가 직접

사하구로부터 한해 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주택 80채 정도의 도색사업을

실시했다고 한다. 2016년까지 약 200채 전체 주택의 약 10% 정도가 주

택 도장에 일부 지원을 받았다. 지원금으로 직접 마을에서 주택 도장을

작업한 주민협의체 하재문 생활환경개선단장에 따르면 주택외장개선사업

은 거주자와 사업비용을 반반 분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외장색 또

한 색채표를 보고 주택소유자가 지정해주는 색채로 결정했다고 전했

다.17)

공공에서 시행된 프로젝트나 관광지화 이후 상업건물이 지나친 원색

의 성격을 갖는 것에 대해 주민협의체를 통해 정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

16) 마을활동가 이명희 교수와의 인터뷰, 2016년 7월 19일 감천동 주민협의회 사무실에

서 1회/ 같은 해 8월 9일 동서대학교 디자인관에서 1회 실시

17) 주민협의체 생활환경개선단장 하재문과의 인터뷰, 2016년 8월 17일 감천2동 시장 상

가에서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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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은 거주자 스스로 지역 정체성에 근거한 허용범위를 지닌다는 의

미이다. 2014년 사전조사를 통해 측색한 500채 이상의 건물에서 단 한

채도 백색 외장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2015년의 건축가 프로젝트는 4채

모두 순백색을 사용하여 외부프로젝트는 지역정체성과 쉽게 괴리되는 성

격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민들은 지

역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정된 색채의 범위를 공유하고 있고, 그 범

위 내에서 차별적으로 개개인의 색채를 결정함을 알 수 있었다.

2. 비교분석 대상지

비교분석 대상지는 같은 물리적 조건인 부산시 해안산지권역의 주거

지역에서 자율적 구성과 대립시킬 수 있는 표본으로 타율적 기제(機制),

즉 계획에 의한 경관으로 선정하였다. 비교분석의 첫 번째 이유는 자율

적으로 구성된 색채경관의 속성은 다른 대상경관과의 차이를 통해 드러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색상·명도·채도의 기초적 구성특성, 색채끼리의 결

합에 의한 패턴특성,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조형성 등에 대해 계획에

의한 색채경관과의 비교를 통해 상호간 차이를 도출하고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비교분석의 대상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자율적 구성원리가 계획경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간 차이를 두

고 살펴볼 수 있는 대상으로서도 적합하였다. 2012년-2014년-2016년의

시간차이를 두고 자율적으로 색채를 구성하는 특징과 원리가 계획원리로

시행된 색채경관을 어떻게 변형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율적 구성의 특징

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1) 색채시범마을의 개요

색채시범마을은 부산시 중구 대청동 일원 34동의 주택을 대상으로 색

채계획에서 도장공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산시에서 관리하였다.

사업의 목표는 ‘부산시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도시경관의 미래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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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위함’이다. 사업기간은 2010년 계획을 시작해 2012년 봄 조성을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5억 8천 3백만원을 소요했다. 주택 1채 당으로는

1720만원씩의 비용이다. 사업은 2010년 완료된 부산시 도시색채계획의

시발사업으로, 조성을 위한 색채도 부산 도시색채계획 경관색 36색 중

12색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18) 색채시범마을의 사업성격은 이름 그대로

부산의 구릉지 주택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범사업이었다.

<그림 16> 대청동 색채시범마을의 계획과정 및 내용

색채시범마을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의 후속사업이다. 이는 하나의 디

자인 프로젝트가 아닌 경관색채계획의 방향 및 계획기법을 보여주는 사

업으로 마을의 조성은 도시색채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 실시되었

다. 경관지정색 36색 중 12색 정도의 구성이 지역범위에 적합하다는 판

단은 행정에서 결정하고, 12색의 지정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였

다. 이후 색채의 배정은 색채전문가의 계획에 따라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배색으로 색채를 배분하였다. 사업의 결과물에서 보이듯 색채의 패턴은

일정하고 사용된 색채는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조형을 보여준다. 연구에

서는 자율적으로 색채를 구성한 다른 구릉지마을과 구성 및 조형성을 비

교하여 그 성격을 밝히도록 한다.

18) 부산광역시, 2012 『대청동 색채시범마을 조성』 출처 : 부산시 도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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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지인 부산시 해안산지권 주거지역에 대한 분석과정의 기본구

성은 먼저 색채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통해 색채구성의 기초통

계를 산출한다. 이어서 색채 상호관계성에 근거해 구성원리를 분석하고,

이를 계획의 질서성과 비교하는 것으로 분석순서가 요약될 수 있다. 이

러한 주거지역 분석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1. 분석체계

1) 정보수집

구성원리를 밝히기 위해 첫째 대상지의 색채정보를 수집하였다. 색의

기본속성인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에 따른 요소별 정보를

수집하고, 색상의 구성비 및 명도, 채도의 통계를 산출하였다. 또한 건축

물의 규모 등 물리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물에 관련된

정보수집을 병행하였다. 주거의 경우 측색은 육안비색법을 통한 직접측

색을 실시하였다. 주거지역의 색채변화는 명도 및 채도가 상대적으로 좁

은 범위 내에서 섬세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직접측색을 통한 정확한 색채

정보를 추출할 필요가 있었다. 연속표본이 많은 부산 구릉지 마을 일대

에서 측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520채 주택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

한 뒤, 유효한 측색이 가능한 3개 지역을 선정 최종 375채의 주택에서

색채정보를 추출하였다.

2) 기초분석

기초분석 단계에서는 우선 수집한 정보를 분류, 통계화하였다. 이를

통해 색상구성비율, 색상 당 건축물 면적 등의 자료가 마련되었다. 두 번

째 기초분석 단계로 연속적 색채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색채이론 및 근

접, 연속, 폐쇄의 게슈탈트 인지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지각범위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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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내용을 종합, 체계화하였다. 패턴은 동일, 보색 등 색상(hue)이

갖는 관계, 어둡고 밝은 정도의 명암(value)이 갖는 관계, 색의 정도인

채도(chroma)가 갖는 관계로 나누어 분석한 후 다시 결과값에 대한 통

계치를 정리하였다.

3) 색채 관계성분석

구성원리 분석은 첫째, 주택규모 및 가격의 물리적 인자의 관계, 둘째

거주자의 자율 선택과의 관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색채와 물리적 인자

와의 관계는 색상, 명도, 채도의 색채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색채구성특징을 만드는 또 다른 인자로 개별선택의 영향은 무작위적 상

태에서의 발생빈도와 실제 발생빈도를 비교함으로써 개별선택의 자율적

구성의지 및 방향을 파악하였다. 색상의 관계를 예로 들자면 먼셀색상환

(Munsell Color Wheel)에서 1개의 색상이 100개로 구성된 색상 중 보색

은 단 1색을 갖는다. 확률로는 1%이다. 만약 이것이 10%의 빈도로 발생

했다면 보색을 의도했다고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경관색채의 구성

이 물리적 요인 및 자율선택의 요인에 의해 유효하고 예측가능한 방향성

을 갖는 것을 종합하여 질서성을 최종적으로 정의하였다.

4) 색채계획과의 우열관계분석

우열관계 분석은 계획의 질서가 자율적 질서체계에 얼마만큼의 영향

력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풀어 말하자면 계획에 의한 시범사업의

질서를 자율성이 따라가는지, 시범사업이 자율적 질서로 회귀되는지가

첫째 분석의 내용이다. 색채계획과 자율적 질서와의 우열관계를 해석하

기 위해 색채계획 및 실행이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직후 및 현

재의 시간차를 두고 변화과정을 관찰하였다. 우선 변화가 앞서 분석한

자율적 질서의 반작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반작용의 발생원인과 향후

갈등관계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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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컬러스냅의 휴대폰

추출 이미지

2. 색채조사 및 색채추출

본 항은 색채의 측정과 색채정보의 기술적 처리에 관한 것이다. 색채

의 조사는 색채지도를 만들기 위한 사전조사와 정확한 색채정보를 추출

하기 위한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검측조건 및 색채구성의 특징

에 따라 디지털 이미지를 통한 추출 및 현장실측의 두 가지 조사방법이

사용되었다. 수집된 색채정보는 모두 먼셀 표색계를 기준으로 변화되어

면적 등 부대정보를 포함한 색채종합표로 정리되었다. 이후 연속한 색채

사이의 관계성 분석에는 디지털 색상환(色相環, color wheel)을 이용한

색상관계 분석과 색상, 명도, 채도의 종합적 관계 특징을 보여주는 문-

스펜서 미도 관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1) 디지털 이미지를 통한 색채정보 추출

(1) 휴대폰 응용소프트웨어 측색법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색채경관은 다양한 색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질서를 읽고 그 질서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 가정(假定)을 세

우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 관찰을 요하였다. 이러한

관찰을 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색채지도19)를 작

성하였는데 이때의 색채지도는 휴대폰 촬영에 의한

지도가 사용되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비교 및 시행착오의

이유로 아도베社 ‘쿨러’(Kuler)를 비롯하여 여러 종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되었다. 그 중 색채추출 정확도는

페인트회사 셔윈-윌리암스社에서 개발한 ‘컬러스냅

비주얼라이져’(Color-Snap Visualizer)가 가장 정확하

였다. 그럼에도 휴대폰 응용소프트웨어는 사진촬영에

서 오는 색채왜곡이 있었고, 왜곡 또한 조정 불가능하

19) (부록 1) 색채지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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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에 정확한 분석을 위한 색채표본은 이후 육안비색법을 통해 다시 측

색되었다. 그럼에도 사전분석을 위한 색채지도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추출한 정보로,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일원 주택지에서 530채의 색채정

보와 부산시 동구 수정동 일원 주택지에서 250채의 주택에서 추출한 색

채정보를 기반하여 제작되었다.

(2) 포털사이트 로드뷰를 통한 측색법

색채정보 수집에서 포털사이트 로드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네이버 및 다음의 포털사이트 로드뷰가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누

적해서 보여준다는 데 있다. 이들 정보는 특히 지역의 변화과정 분석을

매우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로드뷰는 수평방향 360도, 수직방향으로 180

도의 이미지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및 색채실

측이 불가능한 2층, 3층의 색채정보도 쉽게 추출할 수 있었다. 다만, 일

조조건이 다름에 따라 색채정보가 왜곡될 수 있었기 때문에 추출된 디지

털이미지는 모두 아도베社의 포토샵(photoshop ver.CS5)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음영 및 휘광에 의한 왜곡을 제거한 후 색채정보를 사용하였다.

<그림 18> 디지털이미지 밀도조정을 통한 색채 왜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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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컬러칩을 사용한

육안비색법

2) 육안비색법을 통한 현장실측

사전조사를 통해 구성한 색채지도를 관찰한 후 자율적 색채경관의 구

성원리를 분석하기 위한 본조사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조사는 색채시범

마을 표본 34개를 포함한 총 370개의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육안

비색법(肉眼比色法, colorimetry)이란 표본의 색채와 색채정보가 담긴 컬

러칩을 직접 비교하여 색채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개개인마다 색채

를 읽는 감각의 차이와 상관없이 동일색을 구분하는 능력으로 색채정보

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음영 및 기후조건이 다르더라도 검측시 표본과

컬러칩에 동일조건이 적용되어 외부조건과도 무관하게 일관된 검측이 가

능하다.

370채 주택에 대한 현장실측조사는

맑은 날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

씩 실시하였는데 1차 현장실측조사는

2014년 7월 10부터 14일까지 5일간 이루

어졌다. 이후 색채시범마을의 변화과정

을 알아보기 위한 2차 현장실측조사는

2016년 8월 30일 13-15시 사이에 실시

하였다.

조사에 사용된 컬러칩은 두 종류로

하나는 NCS Index 1950 무광(Natural

Color System 1950)이고 다른 하나는 KCC 칼라뱅크 903색이다. NCS

1950은 NCS 색표계의 컬러칩이고 KCC 칼러뱅크는 먼셀의 색표계를 사

용하는 컬러칩이다. 현장실측 시에는 색채정보를 호환하는 과정에서 오

는 오차를 예측할 수 없었기에 두 개의 색채 표색계로 실측한 후 호환표

작성시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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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기준

1. 색상관계 분석기준

1) 색표계(color system) 호환표 작성

색채정보는 측색법에 따라 디지털 이미지의 경우 RGB코드로, 육안비

색법을 통해 얻는 정보는 NCS 및 먼셀 코드로 추출되어 같은 색채라

하더라도 표기가 각각 다르게 되었다. 분석을 위해서는 먼셀 및 HEX 표

색계의 정보가 필요하기에 색채정보를 분석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호환표가 필요하였다. 색채정보의 기준이 되는 색표계는 먼셀표

색계로, 먼셀표색계는 색채의 정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색상,

명도, 채도의 구분으로 표시하는 체계이다. NCS색채는 중간의 디지털코

드 변환인 헥스코드(hex code)로 변환한 뒤 R.G.B 색체계로 정리하였고,

색채변환 프로그램(BabelColor CT&A)을 이용하여 먼셀 및 헥스코드로

색채정보 호환표를 작성하였다.

no. 지번 m2 지가
(원/m2)

munsell color
hex
code N C S R G B

색상 명도 채
도

1 19 82 252,000 0.5BG 8.7 5.6 8cecd0 1515-B80G 140, 236, 208

2 152-5 52 259,500 3.6RP 8.5 4.3 f4ccdc 1015-Y80R 244, 204, 220

3 15 58 252,000 9.8BG 8.3 2.6 b0d8d8 1510-G40Y 176, 216, 216

4 152-4 46 267,100 4.2G 7.5 10.3 2cd490 1030-B90G 44, 212, 144

5 150-1 80 328,600 4.2G 7.5 10.3 2cd490 1030-B90G 44, 212, 144

6 13-1 56 252,000 1.4GY 9.8 1.8 fcfcdc 5010-Y10R 252, 252, 220

7 15-1 62 252,000 5.8GY 9.7 3.1 ecfccc 0515-G80Y 236, 252, 204

8 150 34 328,600 6.0G 7.8 7.9 60d8a8 1020-B90G 96, 216, 168

9 148 28 328,600 4.0GY 9.7 0.7 f4f8ec 0603-Y20R 244, 248, 236

<표 2> 색표계 호환표 표본–감천동 1개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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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상조화 기준설정

현재 대체로 통용되는 색상조화관계는 오스트발트-이튼의 색상환을

기준으로 동일(monochromic), 보색(complimentary), 유사(analogous), 분

열보색(split-complimentary), 삼각(triadic), 사각(tetrad)의 6종류의 배색

을 조화관계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에 상기 6개의 색상관

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색상조화에 관한 검증은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개

발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셰어웨어 소프트웨어를 조사하여 공통된

기준점을 찾았다.

기준점을 정의하는 이유는 색상조화 프로그램들은 사용하는 색상환

(color wheel)이 동일하더라도 색상조화의 범위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

다. 즉 색상환에서 표시되는 각도의 범위가 조금씩 넓거나 좁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 기준을 따르지 않고 4개의 유사프로그램

을 선정하여 그 평균각도를 사용하였다. 선정된 4개의 프로그램은 아도

베 쿨러(Adobe’s Kuler), 컬러 스킴 디자이너(Color Scheme Designer),

컬러 칼큘레이터(Color Calculator) 및 컬러로테이트(Colorotate)이다. 배

경 색상환은 아도베 쿨러의 것을 사용하였다.

<그림 20> 색상조화의 정의별 조화범위

출처: 정재훈(2016), 대한건축학회, Vol.32 No.3,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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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관계는 <그림 20>의 위 왼편부터의 순으로 동일조화, 보색조화,

분열보색, 유사조화, 3배색, 4배색의 순이다. 동일색 및 보색의 범위를 각

도 4도로 정의한 이유는 동일색 및 보색은 먼셀의 100색상환(100hue) 기

준으로 1 단위로 제한한다는 문-스펜서의 정의를 따라 결정하였다. 따라

서 두 개의 색상이 있을 때 한 쪽과 다른 쪽의 색상관계가 동일색일 확

률은 4/360 = 1.4%로 정의할 수 있다. 보색의 경우 또한 각도를 기준으

로 발생확률이 동일색과 같고, 설정된 기준에 의해 유사색은 11.4%, 분

열보색은 15.3%, 3배색 및 4배색은 12.5%와 13.3%로 발생할 수 있다.20)

3) 색상관계분석

부산 구릉지 감천동, 수정동 및 색채시범마을에서 연접한 주택간 관계

쌍은 237로 모든 관계는 색상환에 위치시켜 <그림 20>의 범위를 기준으

로 색상관계를 정의하였다. 색상관계는 실제 조화가 발생한 확률과 무작

위 확률을 비교하여 분석하였고, 각각의 마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도출

하였다. 색상관계 분석의 목적은 색채의 자율적 구성에서 상호간의 관계

성을 서로 의식하는가 여부를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조형을 구성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분석의 내용은 4장 3절 색상구성의 패턴분

석에서 설명한다.

20) 정재훈(2016), 부산 구릉지마을 주택외장색채 선택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Vol.32 No.3,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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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스트발트 색채조화기준

1) 색채 혼합도 표시법

오스트발트 색표계는 검정의 정도+흰색의 정도+순색의 정도=100으로

놓고 그 혼합도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색상, 명도, 채도를 분류하여 지수

화시킨 먼셀의 색표계가 색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면 오스트발트

색채이론을 기반으로 한 색의 표시방법은 색채간의 관계를 이해하기에

유리한 체계라 할 수 있다. 오스트발트 색채이론상의 표색계인 NCS는

색채이름만 보고도 구성색들이 서로 조화관계인지 부조화관계인지를 파

악할 수 있다.

<그림 21> NCS 색표계의 색체계 – NCS 배색 프로그램 NCS Navigator 2.0

<그림 21>에서 색의 이름은 ‘S 2040-Y70R’이다. S는 표준화

(standardized)의 약칭이고 2040은 색의 정도(nuance)를 표시하는 부분이

다. 여기서 앞의 두 자리 숫자 20은 검은색의 정도(blackness)를 뒤 두

자리 숫자 40은 순색의 정도(chromaticness)를 의미한다. 먼셀 색표계와

비교하자면 앞의 표시는 명도에, 뒤의 표시는 채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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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검은색의 정도가 20%, 순색의 정도가 40%이

므로 흰색의 정도는 40이다. 나머지 4자리 영문혼합표기는 색상(hue)의

정보인데 Y(노랑)와 R(빨강)사이를 10등분 하였을 때 7에 해당하는 위치

를 나타낸다.

2) NCS 색채코드와 색채조화범위

색채조화이론은 모두 색채요소 중 하나의 범위는 동일하고 다른 범위

가 규칙적으로 변화할 때 관계가 조화롭다고 정의한다. 오스트발트의 색

채조화론에서 좋은 배색의 정의는 같은데, 다만 조화의 조건이 매우 제

한된 범위로만 한정된다. 색상(hue)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색의 정도, 다

시 말해 검은색의 정도, 백색의 정도, 순색의 정도가 동일할 때만 등가가

치조화(nuance-identity)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색상이 같다면 검은색의

정도가 같고, 흰색과 순색의 비율이 변화할 때 등흑색조화, 흰색의 정도

가 같으면 등백색조화, 순색의 정도가 같을 때는 등백색 조화로 인정된

다.

색표계의 하나의 색상은 각각의 모서리로 갈수록 흰색의 정도, 검은색

의 정도, 순색의 정도가 높아지는 삼각형의 관계로 표시되는데, 하나의

색상 삼각형은 평균 48.75개의 색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무작위의

하나의 색채가 등흑색, 등백색, 등순색의 색상을 삼각형의 중심에 있을

때 최소치로 15개, 삼각형의 끝단에 있을 때 최대치로 18를 갖는다. 또한

무작위 색채는 색표계 내에 등가치 조화색을 39개를 가진다.

따라서 NCS 색표계에서 무작위 색이 갖는 조화색은 55.5개이고 전체

색표계상의 색상 1950개에서 확률은 2.85%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오

스트발트 색채조화관계는 색의정도가 매우 통일된 조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오스트발트의 조화관계는 엄밀한 뉘앙스의 결합으로 분명

히 색채조화관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 NCS 색채조화 검증

먼셀의 색표계에서 색상, 명도, 채도를 소수점 1자리 까지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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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NCS의 색의정도(nuance)와

색상정보(hue)

표시하였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색은 표기상 약 1천만가지이다. 따라서

먼셀 색체계에서는 표기정보로 조화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NCS

색표계는 색상을 총 40개로 구분한다. 먼셀 색표계가 색상을 100개로 분

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색상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에 관하여는 좀

더 포괄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명도과 채도를 분류하여 표시하면

약 1만개로 표기할 수 있는 정보도 ‘색의 정도’라는 색채 혼합도의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약 50개의 범위로 분류하였다.

NCS 코드를 통해 두가지 색 또는 그 이상의 색채그룹이 조화하는가

의 여부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1단계로 앞의 4자리 숫

자 또는 뒤의 영문조합의 색상정보가

같은지를 확인한다. 앞뒤 모두 다르다

면 어떤 조화관계도 아니다. 2단계로

앞의 4자리 숫자가 같다면 뒤의 색상

정보(hue)가 무엇으로 변화하든 ‘등가

치조화’로 정의한다. 3단계로 색상정보

가 같을 때 색의 정도인 4단위 숫자 중 앞의 두 자리가 같으면 ‘등흑색

조화’로 정의하고 뒤의 두 자리 숫자가 같다면 ‘등순색조화’로 정의한다.

마지막 단계로 앞의 두 자리와 뒤 두 자리 숫자의 합이 서로 같다면 ‘등

백색조화’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1030-G30Y와 2020-G30Y는 등백색조

화이다.

지번 hex R   G    B NCS_code
NCS 조화관계

munsell
IW IB IC IN

34-3 f1dfe2 241, 223, 226 1005-R50B 2.7RP 9.0/2.4

34-4 a9d3d1 169, 211, 209 1020-B30G ○ 8.6BG 8.1/2.8

34-5 a5c7e0 165, 199, 224 1020-R90B ○ 2.2PB 7.8/4.8

34-6 d6e4e9 24, 228, 233 1010-R90B 9.6B 8.9/1.6

<표 3> NCS 조화표기 표본-감천동

** 34-4, 34-5 지번에서와 같이 먼셀에서 명도, 채도가 다르더라도 합성되어 NCS에서는 동일

색의정도로 표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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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NCS 색체계를 바탕으로 한 조사지역의 색채조화 검증은 색

상조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작위 확률과 실제 발생확률을 비교하고,

실제 발생이 높게 또는 낮게 나타난 원인을 색채정보 및 구성을 분석하

여 밝힌다.

3. 문-스펜서 미도(美道) 계산식

문-스펜서 미도 계산식이 사용된 이유는 여러 색채가 군집하여 관계

할 때 그들 사이의 조화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색채를 결정

하는 주체가 주변의 상황, 가령 집의 주벽을 맞대고 있는 좌우 주택의

색채와 영향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들의 관계를 검증해 볼 수 있

는 도구가 된다. 또한 문-스펜서 미도 계산식은 색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명도, 채도의 조화관계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계산식이므로 이들 간의

조화 또는 부조화 상태가 색채요소 중 색상, 명도, 채도 어떤 것과 관계

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 조화 및 부조화의 영역

문-스펜서 계산식은 기본적으로 고전 색채조화이론에서 색채관계에서

쾌감, 불쾌감으로 구분한 관계를 조화, 부조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쾌감

및 불쾌감의 만족 정도를 계량화한 것이다. 따라서 색상, 명도, 채도의

조화 관계영역은 색채이론을 따르고, 쾌감에 반영되는 정도는 설문 및

반응 실험을 통해 개발된 지수를 반영하였다. 문과 스펜서는 우선 색채

요소별 관계를 다음의 <표 4>와 같이 정의하였다. 조화의 3영역과 부조

화의 3영역은 색채요소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색상, 명도, 채도 각 영역으

로 세분된다.21)

21) P.Moon & L.E.Spencer(1944), Aesthetic Measure Applied to Color Harmony,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America Vol.34, No.4 pp.2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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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1st

ambiguity
Similarity

2st

ambiguity
Contrast Glare

Hue 0-1 j.n.d 1j.n.d -7 7-12 12-28 28-50

Value 0-0.1 j.n.d 0.1j.n.d-0.5 0.5-1.5 1.5-2.5 2.5-10 >10

Chroma 0-1 j.n.d 1j.n.d-3 3-5 5-7 >7 any

<표 5> 문-스펜서의 고전색채이론에 기반한 색채요소별 조화-부조화 영역

조 화

동일의조화 (Identity) same colors harmony

유사의조화 (Similarity) near color harmony

대비의조화 (Contrast) opposite color harmony

부조화

제1부조화 (1st ambiguity) color disharmony nearing

제2부조화 (2st ambiguity) obscure Color disharmony

눈부심 (Glare) completely opposite color

<표 4> 문-스펜서 쾌감-불쾌감의 6영역

자료 : P.Moon L.E.Spencer(1944), Aesthetic Measure Applied to Color Harmony 및 윤일주

(1974), 색채학입문 p.115

제1부조화는 동일의 조화와 유사의 조화 사이의 동일한 것도 아니면

서, 다음 단계로 명쾌하게 구분도 되지 않는 모호한 영역에서 주로 불쾌

감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유사의 영역은 동일과 구분이 명확하면서도 상

호 유사하여 어울리는 영역이고, 제2부조화의 영역은 대비와 유사 간의

모호한 영역을 의미한다. 색상을 예로 들면, 기준색에서 3배색, 4배색, 보

색의 영역은 색상환에서 120도 이상 거리가 떨어진 대비의 영역에 있고,

동일 및 유사의 영역은 20도 안쪽의 가까운 영역에 있다. 여기서 20도부

터 120도 사이의 조화로 규정되지 않는 영역이 모두 제2부조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대비의 조화는 색상, 명도, 채도가 서로 다른 성질로 동적인

쾌감을 주는 영역을 의미한다. 눈부심은 대비가 지나쳐서 발생되는 불쾌

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화-부조화의 6구분은 큰 방향의 구분일 뿐 색

상, 명도, 채도의 색채요소는 6개 조화영역에서 각각 조화와 부조화의 정

도와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 j.n.d : just noticeable difference

자료 : P.Moon / L.E. Spencer(1944), Geometric Formulation of Classical Color Harmony 내

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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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색입체-문스펜서(1944)

문-스펜서(1944)는 ‘고전색채이론의 기하공식화’라는 논문에서 기존의

색채이론의 조화영역을 먼셀 색표계를 기준으로 재정립하였다. 색상

(hue)은 먼셀의 100색상환을 한 지점에서 반대 지점까지인 180도 범위

내에서 50개의 색상영역으로 구분하고 동일색은 1영역 색상, 제1부조화

는 1∼7의 차이까지, 유사는 7∼12, 제2

부조화는 12∼28, 대비는 28∼50까지를

색구분의 지점으로 정의하였다. 명도의

경우 또한 명도범위 0∼10사이에서 색상

과 같이 정의하였고, 채도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고전 색채조화이론을 바탕으로

조화범위를 정의하였다.

문-스펜서의 색상, 명도, 채도의 조화

범위는 <그림 23>과 같이 색채요소가

가지는 기하관계에서 오는 조화영역을

각각의 요소별로 평면적으로 펼쳐 해석

한 것으로 기하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3차원 위치상의 복잡도는 이후 설

명하는 미도 계산식에서 복잡성의 영역에 포함되어 반영하였다.22)

2) 조화 부조화 미적계수

미적계수(Aesthetic Factors)는 두 개의 색카드를 놓고 사람들이 느끼

는 쾌감의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문-스펜서의 색채관계에서 미도

(Aesthetic Measurement)는 색입체 안에서의 기하위치, 중간회색 N5를

기준한 거리와 면적비 등 고전색채이론의 물리적 관계가 가지는 조화요

소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감각정도도 지수화하여 반영하였다. 건

축학과 교수였던 페리 문(Perry Moon)이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하여 결과를 통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각 조화영역의 쾌감 및 불

쾌감의 계수는 <표 6>과 같다.

22) P.Moon/L.E.Spencer(1944), Geometric Formulation of Classical Color Harmony,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America Vol.34, No.1 pp.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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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1st

ambiguity
Similarity

2st

ambiguity
Contrast Glare

Hue +1.5 0 +1.2 +0.65 +1.7

Value -1.3 -1.0 +0.7 -0.2 +3.7 -2.0

Chroma +0.8 0 +0.1 0 +0.4

Gray +1.0

<표 6> 문-스펜서의 미적계수

자료 : Moon & Spencer(1944), Aesthetic Measure Applied to Color Harmony

색상과 채도의 경우는 문-스펜서의 조화 및 부조화의 6개 영역과 대

체로 일치하나 명도의 경우는 정도의 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지 않으면

쾌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스펜서는 명도차

가 일으키는 쾌감이 색상이나 채도 관계에서 발생하는 쾌감보다 강한 것

으로 평가하였는데 앞서 지각이론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색채요소 중

명도는 사람의 지각과 감흥, 모든 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23)

3) 색채면적 및 색입체 거리

색채의 면적과 색입체 거리의 곱에 관한 것은 먼셀의 회전판 실험을

근거로 한다. 먼셀은 두 개의 색채를 회전판에 적정 비례로 나누어 그려

서 빠른 속도로 회전시켰을 때 중간회색인 N5가 나타난다면 조화관계임

을 밝혔다. 앞서 문-스펜서가 정의한 조화-부조화 영역으로, 색입체 내

에 명쾌한 기하관계에 위치하지 않은 두 개의 색채라도 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면적X거리의 비’를 통해 포함시키는 것이다. 순응점 N5를 기

준한 거리의 개념은 오스트발트의 고전이론으로부터, ‘좁은 면적의 짙은

색과 넓은 면적의 약한 색은 서로 조화한다’라는 개념은 요하네스 이튼

의 면적조화이론으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먼셀은 이를 회전판 실험을 통

해 증명하였다.24)

23) J. P. Guilford 외 (1959), A System of Color-Preference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 22 No.4 pp. 501-502

24) 정재훈 외 (2015), 색채조화이론을 통해 본 산복도로 르네상스마을 조형성 분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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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스펜서는 하나의 색채가 N5로부터 떨어져 있는 3차원 입체 거리

(moment arm)와 면적(area)을 곱한 공식을 만들고 이것을 스칼라 모멘

트(scalar moment)로 명명하였다. 스칼라 모멘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

다.

스칼라 모멘트 = Area (S) x Moment Arm = S[ (Ch) 2+64(Va-5) 2]
1
2

스칼라 모멘트는 면적과 거리의 곱인데, 문-스펜서는 색채구성에서 각각

의 색채가 가진 스칼라 모멘트의 비례가 1:1, 1:2 1:3 등의 정수비로 관

계하면 조화한다고 정의하였다.

4) 미도의 계산

색채조화에서 아름다움의 정도인 미도(M, aesthetic measurement)는

색채관계의 질서성(O, order) 정도를 복잡성(C, complexity)으로 나눈 간

단한 수식, M=O/C 로 정의할 수 있다. 높은 미도는 복잡성의 정도가 낮

고, 조화관계를 통한 질서성의 정도가 높은 경우 발생한다. 미도의 기준

은 결과값이 0.5 보다 높으면 좋은 배색, 그보다 낮으면 좋지 않은 배색

으로 평가한다. 복잡성 C는 아래의 간단한 산술계산을 통해 구해진다.

C = (No. of colors) + (No. pairs of colors having hue difference)

C = (No. of colors) + (No. pairs of colors having value difference)

C = (No. of colors) + (No. pairs of colors having chroma difference)

고전 색채조화이론에서는 동일색상, 동일명도, 동일채도간의 변화를

조화조건으로 여겼다. 때문에 색채요소 색상, 명도, 채도가 어느 것 하나

가 같다면 미적 조건이 좋아지는 것으로 복잡성지수는 낮아지도록 미도

식이 설계 되었다. 그러나 복잡성지수가 제일 낮아지는 동일색 간 조화

에서는 미도식의 분모인 C의 숫자가 낮은 만큼, 분모인 질서성 O에서

얻어지는 계수의 합도 적어서 동일색 간의 미도는 정확히 M=0.5 로 아

국주거학회논문집 Vol. 26 No.3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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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답지도 흉하지도 않은 상태로 정의된다.

no.
add

ress
Munsell

combi-

nation

no.

col

no.

hue

no.

val

no.

chr
C ae_hue ae_val ae_chr M_arm O M

Gamcheon village

1 229-2 5.7Y 9.7/1.0 1,2 2 1 1 1 5 1.7 3.7 0.4 37.9 0 5.8 1.16

2 229-3 4.3PB 6.8/8.5 1,2,3 3 3 3 2 11 1.7+0.65+0.65 3.7-0.2+0.7 0.4+0+0 16.8 0 7.6 0.69

3 12 1.6BG 7.6/7.5 2,3,4 3 2 3 2 10 0.65+1.7+1.7 0.7-0.2+0.7 0+0+0.1 22.3 0 5.35 0.55

4 14 2.4R 9.1/3.0 3,4,5 3 2 2 2 9 1.7+1.7+1.5 0.7+0.7-1.3 0.1+0.1+0.8 33.2 1 7 0.77

5 16 2.4R 9.1/3.0 4,5,6 3 2 0 0 5 1.5+1.7+1.7 -1.3-1.3-1.3 0.8+0.8+0.8 33.2 1 4.4 0.88

6 18 2.6GY 9.0/3.1 5,6,7 3 2 2 0 7 1.7+0+1.7 -1.3-1.0-1.0 0.8+0.8+0.8 32.4 0 2.5 0.35

7 20 8.8R 8.7/3.6 6,7,8 3 2 3 0 8 1.7+1.7+1.1 -1.0-1.3-1.0 0.8+0.8+0.8 30.0 0 3.6 0.45

8 22 8.8RP 8.9/3.4 7,8,9 3 3 2 0 8 1.1+1.7+1.7 -1.0-1.0-1.3 0.8+0.8+0.8 31.6 0 3.6 0.45

9 24 8.1B 9.0/2.8 8,9,10 3 2 0 0 5 1.7+1.7+1.5 -1.3-1.3-1.3 0.8+0.8+0.8 32.4 1 4.4 0.88

10 26 8.1B 9.0/2.8 9,10,11 3 2 2 2 9 1.5+1.1+1.1 -1.3+3.7+3.7 0.8+0.4+0.4 32.4 1 12.4 1.37

11 30 7.3PB 4.8/17.6 10,11,12 3 2 2 2 9 1.1+1.1+0 3.7-1.3+3.7 0.4+0+0.4 17.7 0 9.1 1.01

12 86 5.3PB 8.9/3.8 11,12 2 0 1 1 4 0 3.7 0.4 31.7 0 4.1 1.0

-

13 7 1.4YR 8.5/3.5 13,14 2 0 0 0 2 1.5 -1.3 0.8 28.4 1 2 1

14 7-1 1.4YR 8.5/3.5 13,14,15 3 2 2 0 7 1.5+1.7+1.7 -1.3-1.0-1.0 0.8+0.8+0.8 28.4 1 5 0.57

15 14-3 7.1PB 9.0/3.0 14,15,16 3 3 2 2 10 1.7+1.7+1.7 -1.0-0.2+3.7 0.8+0.4+0.4 32.4 0 9.8 0.98

16 14-1 9.7R 6.3/13.6 15,16,17 3 3 2 2 10 1.7+1.7+1.7 3.7-1.3+3.7 0.4+0.8+0.4 17.2 0 12.8 1.28

17 12 7.7G 9.1/2.5 16,17 2 1 1 1 5 1.7 3.7 0.4 33.1 0 5.8 1.16

Sujeong village

1 357-14 2.7GY 9.5/1.4 1,2 2 0 0 0 2 1.5 -1.3 0.8 36.3 1 2 1.0

2 357-12 2.7GY 9.5/1.4 1,2,3 3 2 2 0 7 1.5+0+0 -1.3+0.7+0.7 0.8+0.8+0.8 36.3 1 5 0.7

3 357-10 5.7Y 7.8/2.1 2,3,4 3 2 2 1 8 0+0+1.1 0.7+0.7+0.7 0.8+0+0.8 22.7 0 4.8 0.6

4 357-6 5.1GY 8.9/2.8 3,4 2 0 1 0 3 1.1 0.7 0.8 31.6 0 2.6 0.86

-

5 5 4.7Y 8.4/1.1 5,6 2 0 0 0 2 1.5 -1.3 0.8 27.4 1 2 1.0

6 5-1 4.7Y 8.4/1.1 5,6,7 3 0 2 0 5 1.5+1.5+1.5 -1.3+0.7+0.7 0.8+0.8+0.8 27.4 1 8 1.6

7 5-2 5.7Y 7.1/1.0 6,7,8 3 2 3 0 8 1.5+0.65+0.65 0.7+0.7-0.2 0.8+0.8+0.8 17.0 0 6.4 0.8

8 7 8.6R 9.0/2.0 7,8 2 1 1 0 4 0.65 -0.2 0.8 32.3 0 33.1 0.3

<표 7> 주거지역 미도 계산식 표본

출처 : 정재훈 외 (2015),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 26 No.3, p.81

질서성의 계산은 <표 6> 문-스펜서 미적계수를 색채관계에 있는 각

각의 쌍을 대상으로 구하여 합한 것이다. 색채의 조화는 서로 연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상호 간의 영향관계가 아니라

고 판단한다. 즉 하나의 게슈탈트가 발생될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색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관계하는 색채가 2개일 때는 3번의 수식

이, 3개일 때는 9개의 수식이 사용되며, 여기에 스칼라 모멘트가 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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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될 때마다 가산점 1점이 더해진다. <표 7>은 조사지역의 미도

계산식의 일부다. 색채관계를 밝히기 위해 주로 주거지역에서 미도식이

계산되었는데, 감천동에서 203회, 수정동에서 86회의 미도식이 계산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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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색채지도표본-감천동

출처 : 상게서 p. 45

구분
감

천

수

정

시

범
합

조사지역
총 주택

268 160 34 462

페인트계
외장주택

226 114 30 370

규모/지가
정보포함

214 114 30 358

<표 8> 육안비색 검측 표본수

제 4 장 자율적 색채경관의 구성특성

제 1 절 색채정보 기초통계

1. 조사지역 표본추출

조사구획은 우선 충분히 표본수가 많은 곳, 상업건물 등 이질적 요소

가 섞여있지 않은 곳, 주택 간 관계가 선형으로 명쾌한 곳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가 거주자의 선택에 따른 질서의 구성을 파악하고자 함이

기에 감천의 경우 앞서 언급한 지원사업을 통해 도장된 주택이 밀집한

북쪽 블록은 본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블록 내 총 주택 수는 감천의 경우는 268채, 수정동은 160채이고

블록 내 페인트 외장주택의 비율은 감천동의 경우 84.3%인 226채, 수정

동의 경우는 71.3%인 114채로 구성되어 있었다. 색채시범마을의 경우는

전체 주택 34채 중 30채의 외장이 페인트였다. 색채시범마을은 색채계획

을 통해 부산시에서 직접 예산운용하여 조성한 지역이므로 자율성 분석

에서 분리하여 따로 통계를 구성

하였다. 기초통계 및 분석을 위해

서는 지가 및 주택규모의 정보가

정확한 감천과 수정동의 328채 주

택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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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상·명도·채도의 구성 및 분포

(1) 용어의 정의-색상(hue)·명도(value)·채도(chroma)

먼셀 표색계의 색상(hue)은 총 10개의 색상을 기본색으로 한다. 먼저

5원색인 빨강(R), 노랑(Y), 초록(G), 파랑(B), 보라(P)로 구분하고 그 사

이의 중간색상인 주황(YR), 연두(GY), 청록(BG), 남색(PB), 자주(RP)를

기준하여 또 다시 5단계로 구분한다. 먼셀 표색계는 10색상을 또 다시

10단계로 분류하여 총 100색상이 기본색이다. 조사된 색상정보는 기본색

의 소수점 1자리까지의 정확도로 색상정보로는 1000개의 단위구분을 갖

는다. 명도는 순흑색을 0, 순백색을 10으로 하는 단위로 조사에서는 명도

단위도 소수점 1자리의 정확도를 기준하였다. 채도는 색상마다 범위가

다른데 차가운 계열의 색은 10단계 전후에서 따뜻한 색상계열은 20단계

정도까지도 확장된 범위에 분포한다.25) 편의상 앞으로의 색상표기는 영

문 약칭으로 한다.

(2) 조사지역 색상선호도

표본주택 328개 중 Y를 중심으로 GY, Y, YR의 3색상의 표본이 140

개(42.7%)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색상환에서 R-RP-P로 이어지

는 가시스펙트럼 끝단의 색상은 3색의 표본이 45개(13.7%)로 낮은 선호

도를 보였다. 먼셀의 색상을 5원색(R,Y,G,B,P)을 중심으로 5등분하여 분

포를 살펴보면 Y의 영역에 30.0%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고 그 뒤

를 이어 B, G, R은 각각 23.0%, 20.1%, 18.7%의 비등한 선호를 보였다.

가장 선호하지 않은 색상은 P로 5등분한 20색상 범위에 단 24개의 표본,

7.5%의 비율로만 분포했다. P를 중심으로 따뜻한 계열 R의 방향으로 표

본이 거의 없는 반면 유독 차가운 계열 PB방향으로 표본이 집중되어 있

는데 집중된 표본의 색채를 보면 색상 2.5PB, 명도 8, 채도 6의 색이다.

이는 한국산업표준 색명칭으로는 ‘연파랑’에 해당하는 색이다.26)

25) 문은배(2010), 『색채디자인교과서』, 서울: 안그라픽스 pp. 187-190

26) 전게서, 정재훈(2016),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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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N 비율
평균 평균 평균 단위평균

명도 채도 면적 지가m2

1 Y 52 15.9% 8.7 2.2 63.4 335,398

2 YR 48 14.6% 8.1 3.0 75.7 366,581

3 PB 48 14.6% 8.0 4.6 55.5 322,495

4 GY 44 13.4% 9.1 2.9 56.8 345,791

5 BG 36 11.0% 8.3 4.3 49.9 289,547

6 G 30 9.1% 7.7 5.6 48.2 319,650

7 R 28 8.5% 8.0 4.6 60.5 337,536

8 B 25 7.6% 8.2 3.2 35.0 259,784

9 P 9 2.7% 7.8 4.7 48.0 293,022

10 RP 8 2.4% 8.0 5.3 48.9 281,400

전체 328 100.0% 8.3 3.7 57.1 325,064

<표 9> 색상 선호순위별 평균지표

<그림 25> 색상별 명도·채도

출처: 상게서 p.46

출처 : 상게서, p.46

<표 9>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Y를 제외하면 상위 2위부터 5위까

지의 선호색이 모두 혼합색임을 알 수 있다. 상위의 혼합색 YR, PB,

GY, BG의 비율은 53.6%로 그 뒤를 따르는 4개의 원색 G, R, B, P의 비

율 27.9% 보다 두 배의 차이가 난다. 색상 이미지로 원색은 상징성이나

기호적 성격을 갖는데 주택 외장색으로는 이러한 원색의 성격보다 자연

스러운 혼합색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3) 색상·명도·채도의 상관관계

명도의 평균은 8.3, 채도의 평균은 3.7

로 전체적인 색채를 정의하자면 고명도

중채도의 파스텔톤 색채라고 평할 수 있

다. 명도는 색상환에서 GY-Y로 이어 부

분에서 조금 높고 다른 색상에서는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평균명도 8.3을

중심으로 10%안쪽의 편차만 보인다는 것

은 색상은 명도의 차이에 거의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채도는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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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감천동의 명도·채도 분포

과 상당한 관련을 맺는데 Y를 중

심으로 3색상의 평균채도는 2.7인

반면, P를 중심으로 3색상의 평균

채도는 4.9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유독 G의 채도는 5.6으로 10

색상 중 가장 높았다. 한난의 특

정 방향성도 없이 색상별 채도는

정도의 변화가 큰데, 이는 채도는

색상 자체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사용되는 색

의 진함과 엷음인 채도는 사용되

는 색상에 의존한다.

명도와 채도의 기초통계량을 살

펴보면 명도는 표준편차가 1.28의

정도로 평균 8.29를 중심으로 변

화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고, 채도는 표준편차가 3.11로 명도에 비해 편차

가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 명도는 밝음의 정도, 채도는 색의 정도인데 색

채에서는 상호 반비례의 성질을 가진다. 채도는 대체로 색상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는 대상지에서

명도보다 채도가 좀 더 많은 변화를 가졌다. 주거지역의 경우 하나의 주

택이 다른 주택과 변별성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색상이고 그 다음

으로 채도의 변화임을 확인하였다.



- 64 -

<그림 27> 색상별 주택규모 출처: 상게서 p.46

제 2 절 주택규모와의 상관관계

1. 색상과 주택규모27)의 상관관계

<그림 27>을 살펴보면 10색상으로 구분한 분포에서 색상(hue)당 주

택 평균면적의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YR의 경우는 표본주택 48채

의 주택 평균면적이 75.7m2임에 반해 B의 평균면적은 35.0m2로 YR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규모별 등위에서도 상위색상

과 하위색상에서 한난색상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이는 주택의 규모가 달

라짐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택규모가 커질

수록 YR, Y, R의 난색계 색상을 사용하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B, P, G

등의 한색이 사용됨이 확인되었다. 조사 이전 작은 주택이 색채 특성상

확장색인 난색을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한색

을 G, BG, B, PB, P와 난색을 GY, Y, YR, R, RP의 범위로 나누어 색상

만의 선호비율을 살펴보면 한색 : 난색= 46 : 54로 난색이 <표 9>에서

와 같이 대략 반반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색과 난색의 면적

평균의 차이는 난색계 5 색상의 표본수와 면적의 가중평균이 64.0m2로

27) 주택규모는 표본주택의 대부분이 단층주택임을 감안 주택이 포함된 대지의 면적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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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명도 8.29 1.27578 1.1 9.9

채도 3.73 3.11091 0.1 18.7

면적(m2) 57.10 39.18197 11 170.4

지가(원/m2) 325064 110916 150000 987000

<표 10> 기초통계량-명도, 채도, 면적, 지가 출처 : 상게서 p.47

한색계 평균은 48.7m2과 15.3m2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그림 27>에서 평균면적이 큰 상위 5개의 색상은 하위 5개의

색상보다 선택빈도 또한 높음을 보인다. 상위 5개의 선택비율의 합은

67.1%로 하위 5개 색상의 32.9%와 두 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는 작은

주택의 소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색상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8)

2. 명도·채도와 주택규모·지가29)의 상관관계

1) 명도와 채도 간 및 규모와 지가간의 관계

색상은 개별특성으로 하나의 지표로 종합할 수 없지만, 명도와 채도는

모든 색상범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스케일 지수로 주택규모 및 지가

의 자료와 직접 상관관계를 검토해 볼 수 있었다. 표본주택 328개의 명

도, 채도, 면적, 지가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 10>과 같다.

앞서 <표 9>의 평균지표에서 변수 간 관계를 보면 명도와 채도는 음

의 상관관계(상관계수:-0.77)를 가지고 면적과 지가는 양의 상관관계(상

관계수:0.91)를 가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색채의 특성상 색이 밝아짐

에 따라 색의 강도는 약해짐으로 명도와 채도는 자연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부산의 구릉지마을의 경우 대지가 대체로 협소하여 대지가

클수록 이용의 정도가 커지므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개별지

28) 상게서, 정재훈(2016), p.46

29) 지가는 입방미터 당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2014년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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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채도 면적 지가

명도 1 -0.61483 0.14777 0.16851

유의수준 <.0001 0.0073 0.0022

채도 -0.61483 1 -0.30658 -0.32986

유의수준 <.0001 <.0001 <.0001

면적 0.14777 -0.30658 1 0.66305

유의수준 0.0073 <.0001 <.0001

지가 0.16851 -0.32986 0.66305 1

유의수준 0.0022 <.0001 <.0001

<표 11>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명도, 채도, 면적, 지가) 출처: 상게서 p.47

가도 상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1) 명도·채도 및 규모·지가의 교차관계

피어슨상관관계 분석은 명도-규모, 명도-지가와 같이 색채와 물리적

조건의 상호 교차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

과, <표 11>과 같이 명도와 채도는 모두 주택의 규모 및 지가와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로서 명도 및 채도의 색채 특성과 주택의 물리적 특성과의 관계

는 명도는 면적 및 지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채도는 면적 및 지가와 음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규모만 분리해 보면 주택

의 규모가 클수록 밝고 옅은 배경색의 색채를, 규모가 작을수록 색채의

정도가 강한 강조색의 색채를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3. 조사표본 색채면적의 해석

본 3항에서 색상, 명도, 채도 색채의 모든 요소가 주택규모와 상관관

계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경관에서 주택규모란 색채의 사용면적으로 색

채요소와 채색된 면적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질 때 어떤 회화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색채요소와 주택규모 사이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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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 원칙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색상은 넓은 면적에 일반색(Y계열), 좁은 면적에 특이색(P계열)이 쓰인다.

② 명도는 넓은 면적일수록 높고, 좁은 면적일수록 낮다.

③ 채도는 넓은 면적일수록 낮고, 좁은 면적일수록 높다.

바우하우스 색채교사였던 요하네스 이튼은 색채론 강의에서 넓은 면

적에 밝고 옅은 색채로 배경을 구성하고 좁은 면적에 짙은 강조색을 구

성함으로서 색채의 조화구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30) 바우하우스 동료

교사였던 폴 클레는 이러한 조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색채구성 기법을 통

해 회화를 교육하기도 하였다. 이튼의 색채조화론의 내용은 주변의 자연

및 그를 차용한 명화(名畫)의 색채구성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것이다.

최근의 경관색채계획에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성되는 면적

에 따른 색채의 구성 또한 이튼의 색채조화이론의 내용과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부산 구릉지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색채요소와 면적과의

관계는 이들 주거지역의 색채구성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질서에 부합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0) Johannes Itten(1973), The Art of Color 김수석譯(1983), 『색채의 예술』, 서울: 지

구문화사 pp.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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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색상구성의 패턴분석 연구순서

제 3 절 색상구성의 패턴분석

색채가 주택규모와 유의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조건하에서도 색상

(hue)은 아직 무작위 상태에서 조사수치로 구분하면 1000색상, 조화도

검증을 위한 구분만도 100색상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본 항에서는 자

율적으로 구성된 경관에서 색상 간 관계가 무작위적인지 아니면 어떤 법

칙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한다. 조사단계에서 만들어진 색채지도

를 기반으로 색채팔레트를 작성하고, 총 237개의 색상관계를 색상조화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후 색상관계의 통계를 작성하고 최종적

으로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색상의 패턴을 정의한다.

1. 색상관계 통계 및 분석

1) 색상팔레트의 구성

색상팔레트는 근접의 원칙 및 연속의 원칙의 게슈탈트 원칙에 따라

구성하였다. 거주자가 주택의 색채를 결정함에 있어 주택이 위치한 가로

와 분리된 골목의 주택과 상관하거나, 항공뷰에서의 조건을 고려한다고

보기 어렵다. 거주자는 주택들을 가로에서 서로 연접하여 나열된 상태로

지각한다. 여기서 가로는 주택들의 관계를 분리하거나 묶는 것으로 게슈

탈트는 서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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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esthetic factors Color palette

1 RP G G 11 B R BG R

2 R P B 12 B B YR BG

3 GY PB BG R BG P

4 PB Y Y 13 YR YR

5 YR Y 14 YR GY P

6 YR GY BG 15 YR BG B

7 B B Y 16 BG P GY Y

8 Y PB PB BG 17 PB GY

9 G R PB YR 18 Y YR BG R

YR 19 YR PB BG

10 BG PB B BG 20 Y BG

21 Y Y 25 G Y GY

22 YR Y PB PB 26 PB R GY BG

GY R BG 27 GY YR G

23 Y PB BG R 28 PB RP Y PB

R GY R RP PB G Y B

B B PB PB 29 YR Y B B

Y Y

24 GY Y Y 30 PB PB P

31 R Y BG GY 35 Y PB P GY

B Y Y BG

32 RP RP B 36 PB BG RP PB

33 B Y PB PB G G

34 YR GY G BG

R

<표 12> 감천동 색채팔레트 출처: 정재훈 외 (2015), 한국주거학회Vol. 26 No.3 p.82

no Aesthetic factors Color palette

1 P PB Y 13 R PB

2 PB PB PB 14 R Y

3 B Y 15 R YR R R

4 PB PB GY 16 PB PB Y Y

5 GY B 17 Y PB

6 YR YR 18 YR YR

7 BG YR 19 Y GY

8 YR Y BG Y 20 Y Y Y R

9 B YR YR 21 GY YR

10 PB YR YR 22 GY YR YR

11 R PB YR Y 23 PB PB GY PB

12 GY Y GY GY

<표 13> 수정동 색채팔레트 출처: 상게서 p.82

감천동의 경우 총 36개의 색채블록, 수정동은 총 23개의 색채블록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의 주택은 경사도가 높은 구릉형 지형을 따라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골목에서 전면의 주택은 골목 바닥면과 지붕의 높이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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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색상환 내

표본위치

조 화 관 계 관계수 발생빈도 무작위확률 발생빈도/
무작위확률

동일 Monochromatic 30 12.8% 1.4% 9.2

보색 Complimentary 8 3.4% 1.4% 2.4

유사 Analogous 59 25.2% 11.4% 2.2

3색 Triadic 39 16.7% 11.1%(12.5%) 1.5

4색 Tetrad 37 15.8% 6.7%(13.3%) 2.4

분열 Split-Compl. 22 9.4% 9.7%(15.3%) 0.97

무관 None 42 17.9% 58.4% 0.31

계 237 100% -

<표 14> 색상조화의 실제 발생빈도 및 무작위확률과 비교

출처 : 정재훈(2016), 대한건축학회 Vol.32 No.3, p.48

형태이다. 때문에 골목을 중심으로 1개 열로만 주택이 나열되어 있다. 위

표에서 분류숫자에 포함된 주택은 따라서 모두 한열로 서로 붙어있는 상

태이다. 색채블록으로 구분된 주택의 숫자는 최소 2채에서 최대 12채까

지의 사이로 감천동은 평균 3.45채, 수정동은 2.76채의 주택이 하나의 색

채블록에 포함되었다.

2) 색상관계분석

색상팔레트에서 구성된 색상을 바탕으로 연

속적인 색상관계분석을 하였다. 옆집과의 관계

가 동일색인지 또는 보색인지 등을 밝히는 과

정이다. 색상조화도의 기준은 <그림 29>에서

보인 색상환에서의 기하위치를 기준으로 분석

하였다. 먼셀 색상의 정보는 RGB값으로 변환한

뒤 디지털 색상환에 위치하여 분석하였다.

( )괄호 안은 다른 조화와 중복된 범위를 포함한 확률, 상기 출처에서 면적범위의 오류를

정정함.

색채팔레트를 통해 파악된 색상 관계수는 총 237개이다. 무작위상태에

서 하나의 색채와 또 다른 색채가 동일, 보색, 유사 등 조화관계를 맺을

확률은 41.7%이다. 조사지에서 색상쌍이 서로 조화한 비율은 무작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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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두 배인 82.1%로 거주자는 색상결정에서 연접한 주택과 조화하는

색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일색 조화는 무작위 상

태에서 1.4%만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색상 관계쌍에서 12.8%로 발

생하여 9.2배나 높게 나타났다. 조사지에서 연속된 주택 간 가장 높은 비

율로 색상조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동일색 및 10색상 기준으로 1단계

차이인 유사색의 선택으로 비율은 37.6%이다. 가령 G가 기준색일 때 G

또는 GY를 선택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은 5원색 기준으로

다음 단계 색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3배색 또는 4배색 조화가 각각

16.7%, 15.8%로 발생했으며 상대적으로 색상환에서 반대영역인 분열보

색의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31)

3) 색상조화비율의 구조적 요인 검증

82.1%의 높은 색상조화 관계의 발생은 거주자의 의도보다 제한적 페

인트 선택의 조건이 원인일 수 있다고 의심되었다. 때문에 현장에서 페

인트 공급경로를 탐문하였다.32) 감천동을 기준으로 지역업체인 조광페인

트을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삼화, KCC

의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상기 3개 업체 이외에도

다수의 공급경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조사한 색상들을

종합해 보면 <그림 30> 사용색상의 분포 그래프에서 보듯이 특정 색상

이 다른 색상보다 발생빈도가 높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높은 비율로 발

생하는 색상은 10YR, 10GY, 10BG, 10B 등의 원색 기준색 및 그 중간

값이다. 다시 말해 색상환을 20등분하였을 때 기준색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주택외장색은 백색수성페인트에 색소를 섞어 조색

하는데 색소의 색상은 공급업체와 상관없이 원색 위주의 제한된 종류만

공급되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31) 정재훈(2016), 대한건축학회 Vol.32 No.3, p.46

32) 2016년 7월, 조사지 페인트업체, 주민협의회, 미술프로젝트 당당자 등 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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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조사지 색상분포–먼셀 100색상 출처: 상게서 p.48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배경을 반영하여 선택색상을 단 20개로 제한한

다고 하더라도 무작위 상태에서 조화할 확률 41.7%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개로 정등분하여 색상환 조화 그래프에 대입해 보아도 1개의

색상과 조화할 수 있는 색상의 수는 8개(4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실제로 발생한 색상조화 비율 82.1%는 구조적 요인이 아닌 조화하

려는 의도의 반영이라 말할 수 있다.

2. 색상흐름 분석 및 패턴정의

1) 색상의 흐름-자율구성과 시범마을 비교

색상의 개별적 선택이 조화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경관에

서는 색상의 조화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내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조사지에서 감천동과 수정동의 표본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색채

마을이고 색채시범마을은 계획에 의한 경관의 표본이다. 색상패턴분석에

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마을과 계획시범마을은 색상의 기초통계상의 구성

과 색상 관계의 측면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율적 구성은 상대적으

로 다양한 요소와 관계가 반영되었고, 계획에 의한 색상배분은 적은 수

의 색상을 제한된 관계 내에서 배분한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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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동 색채시범마을 수정동

226 주택 34 주택 114 주택

색

상

환

표

본

위

치
명도 8.1 채도 3.8 명도 6.5 채도 6.4 명도 8.6 채도 2.0

색

상

비

율

난색 한색 난색 한색 난색 한색

Y 14.6% P 3.1% Y 26.7% P - Y 20.0% P 1.7%

YR 10.2% PB 14.6% YR 13.3% PB 13.3% YR 23.5% PB 15.7%

R 8.0% B 10.6% R 26.7% B - R 11.3% B 2.6%

<표 15> 감천·시범·수정 색상구성 및 패턴 비교표

<그림 31> 색상관계지도-감천/수정/시범 출처: 상게서 p.49

시범마을의 경우 유사색조화가 전체 색상관계의 47.1%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사각조화(색상환에서 유사색의 다음단계 색상범위)가 29.4%의

비율로 발생하면서 구성에 있어 색상의 패턴이 기준색의 다음 단계로 이

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색상으로 설명하자면, 청록-초록-연두, 또는 노랑

-주황-분홍의 흐름으로 색상환을 기준으로 시계방향 또는 그 반대방향

으로 등간격의 색상으로 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33)

33) 상게서, 정재훈(2016),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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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3.1% BG 12.8% RP - BG - RP 0.9% BG 5.2%

GY 12.4% G 10.6% GY - G 20.0% GY 13.9% G 5.2%

49.2% 51.8% 66.7% 33.3% 69.6% 30.4%

색

상

관

계

비

율

유
사

(유사/사각/삼각) 55.2 %

유사/사각/삼각

비율= 2 : 1 : 1

(유사/사각/삼각) 88.2 %

유사/사각/삼각

비율 = 3 : 2 : 1

(유사/사각/삼각) 61.2 %

유사/사각/삼각

비율= 1 : 1 : 1

동
일 동일 9.4% 없음 동일 20.9%

보
색 보색/유사보색 15.3% 없음 보색/유사보색 6.0%

패
턴
특
징

패턴변화 가변적

보색계 비율이 높아

한난계열의 교차변화 빈번

고정된 패턴유형

색상의 변화도 일정

패턴변화 가변적

동일계 비율이 높아

한난교차 및 변화 완만

감천동과 수정동은 공통적으로 보색을 제외한 5개의 색상조화관계에

고르게 사용되었다. 동일색도 빈번히 발생한 반면, 보색영역의 색상도 자

주 사용되었다. 시범마을에 비추어 쉽게 비교하자면 시범마을은 등간격

의 단순패턴이고 상대적으로 감천 및 수정동은 색채간격의 리듬이 복잡

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천동과 수정동에서는 보색

이 사용됨으로서 한난계열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시범마을에서는 색상

환에서 등분구성이기에 이런 변화가 없다.

2) 자율적으로 구성된 색상패턴의 특성

색채학에서 아름다움을 구성하는데 명도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러나

3개의 마을은 모두 명도 및 채도의 변화가 적어 이를 통한 아름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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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부산구릉지마을

색상변화 특징

구성하기는 힘들다. 이튼(1919)은 색채학 교과서에서 명암의 차이를 만

들어낼 수 없을 경우 한난의 대비가 그 다음의 조형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리가 멀수록 공기층이 두꺼워져서 풍경에서 먼 거리

의 물체는 더 차갑게 보인다. 때문에 차가운 계열의 색이 더욱 멀게 느

껴지는 것이다.34) 명도의 차는 심미적 쾌감을 주지만, 색경계에서 두 개

의 물체를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때문에 주거지역과

같이 상호간 동질화 경향이 높은 지역에서는 명도차에 의한 상호간 기호

적인 구분을 지양하고, 대신 한난변화와 같은 완만한 입체효과를 의도하

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시범마을에서 보이는 등간격의 변화는 색상의 간격이 단계별 변화로

흐름을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 멀고, 변화를 만들기에는 좁았다. 감천과

수정의 사례에서는 몇몇의 색상이 한난의 유사성을 가지고 군집하다가

보색의 과감한 변화로 교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A, B, C 3개의

주택이 연속한다고 가정하면 시범마을의

배치는 360도 색상환에서 A : 0°, B : 60°,

C : 120°의 색상패턴으로 배열되었는데, 만

약 중간에 낀 거주자가 감천과 수정의 경

우에 비추어 자율적 선택을 한다면, 거주

자는 정등분의 기준이 아닌 양측의 색상

을 수용하는 감각치의 조화색을 선택함을

보였다.

34) 상게서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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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 결

자율적 색채경관의 첫 번째 구성특성은 ‘다양성과 통일성의 균형’이다.

본장 1절의 통계에서 보듯 자율적 색채구성은 색상의 선택에서 제약 없

는 자유를 갖지만, 스스로 색의 정도 및 밝기의 정도라 할 수 있는 명도

와 채도의 복합적 구성에서 엄밀한 통일을 유지한다. 색채구성에서 한편

으로는 강력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자유

도를 보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패턴구성이 가능하였다. 반면 색

채시범마을의 경우는 일부 선택이 가능한 통일성을 유도하는데, 이는 제

도가 가진 필연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시범마을의 경우에는

색채구성을 분석한 결과 통일된 색채분위기를 만들어 내지도 못함과 동

시에 구성상의 조형도 단순하였다.

<그림 33> 감천동과 시범마을의 색채구성특징 비교

자율적 색채경관의 두 번째 특성은 색채의 선택이 배경주택의 규모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는 색상을 비롯하여 명도 및 채도와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었다. 주택의 규모가 클 때는 노랑(Y) 위주의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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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의 규모가 작을 때는 파랑(B), 초록(G) 등의 한색이 사용되었다.

노랑이 사용된 주택의 평균면적은 76.7평방미터로 파랑이 사용된 주택의

평균면적 35.0 평방미터와 두 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주택의 규모

가 커질수록 명도가 높아지고 작을수록 낮아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함을 보였다. 이는 주거지역에서 색채의 사용이 개별특성과 유의미한

관련을 맺는다는 것으로 지역전제를 관통하는 질서 또한 존재함을 반증

한다.

자율적 색채경관의 세 번째 특성은 개별 색채의 결정은 독자적이 아

니라 인접한 주변의 색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 영향

의 정도가 매우 강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조화관계를 만들고, 여기서 결

정되는 색채구성 및 패턴이 전체 색채경관의 조형미로 발현된다. 따라서

관계성은 자율적 색채경관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 하겠다. 주변과의 관

계를 인식하여 서로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려는 의지는 명도와 채도관계

에서는 파스텔톤의 색채로 통일감있게 조율하고, 주택 특징 및 개성의

발현은 색상의 다양한 사용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자율적 색채결정과정의 의도와 결과

4장에서 분석한 자율적 색채경관의 특성을 키워드로 종합하여 보면,

통일성-관계성, 다양성-상징성으로 종합할 수 있다. 이는 자율적 의사결

정이 주변과 어울리며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두 의지가 색채결정에 영향

을 줌으로써 색채경관의 성격을 만들어 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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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자율적 색채경관의 조형성

제 1 절 조형성 분석

1. 오스트발트 색채조화도 분석

1) 조화발생빈도

오스트발트의 색체계에서 색채정보는 검은색의 정도, 순색의 정도, 색

상 3가지로 표기되고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일치하여야 조화로운 배색으

로 판단된다. 이때 색채구성의 조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조화의 조

건은 제한적이고 조화관계의 발생확률 또한 2.85%로 매우 낮다.

<그림 35> NCS 색체계에서 조화관계 색채의 위치도

분석지역
색채

정보

색채

관계

조화관계발생수
계

발생

확률등백 등흑 등순 등가치

감천동 214 168 0 15 0 35 50 29.8%

색채시범 30 18 0 0 0 0 0 0%

<표 16> 분석지역 NCS 색표계에서 오스트발트 조화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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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색체계를 기반으로 감천동의 경우 214개 NCS 색채정보와 168개

의 색채관계를 대상으로, 색채시범마을의 경우 30개 NCS 색채정보와 18

개의 색채관계를 대상으로 조화검증을 하였다. 이는 색채명 검증과 NCS

Navigator 2.0 프로그램 대입검증의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검증

결과는 <표 16>에서 보듯이 감천동에서만 등흑색조화 15개, 등가치조화

35개로 총 50개의 조화관계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분석지역 조화도 차이의 원인

감천동은 오스트발트 색채조화의 무작위 확률의 10배가 넘는 29.8%의

빈도로 조화가 발생하였다. 반면 색채시범마을에서는 오스트발트 조화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값은 두 지역의 색입체상에

서 단면 색채분포도를 살펴봄으로써 차이의 이유를 밝혀낼 수 있다.

<그림 36> 감천동과 색채시범마을의 NCS 색입체 단면분포 비교

단면 색채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색채기초분석에서 먼셀색표계 상

의 명도 및 채도 분포특성과도 일치한다. 감천동의 경우 각 색채의 명도

와 채도가 평균점에 밀집해 있어 편차가 매우 작은 반면, 색채시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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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미도식의 포함내용 및 포함범위

의 경우는 그 분포가 넓게 산재해 있다.

감천동은 검은색의 정도(S, schwarz)가 20% 범위 내, 순색의 정도는

30% 범위 내에 표본의 83%가 분포하였다. 따라서 등가치조화가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한 색채조화인 셈이다. W:S:C 값의 비율이 동일한 조

건에서 색상은 어떤 것으로 변화하여도 조화하기 때문이다. NCS의 표기

에 따르면 ‘색의 정도, nuance’가 서로 통일된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조화를 보인 것은 등흑색조화로 15개

의 등흑변화 중 8개가 바로 다음 단계의 순색정도로 이동하는 등 등흑색

조화에서도 인접한 색채끼리의 조화가 대부분이었다. 오스트발트 색채조

화도 분석에서 나타난 감천문화마을의 색채 특성은 색상(hue)이 다채롭

게 변화하지만 그 외의 조건으로서 색의 정도(nuance)는 엄밀한 통일성

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천의 색채 구성에서 드러나는 뉘앙스는

잘 알려져 있듯이 파스텔톤이다.

반면 색채시범마을의 경우는 얼핏 보면 부산의 구릉지 마을과 유사한

색채구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색채요소를 분해해 살펴보면 서

로 통일된 조건 없이 상호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색채시범마을의

30색 18개의 배색 중 오스트발트 조화식을 만족하는 관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2. 문-스펜서 미도평가

앞선 장에서 색채와 면적, 색상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자율적 구성에

서 나타나는 질서성의 특징

을 살펴 본 바 있다. 본 항

에서는 색채조화론의 명도,

채도, 색상, 면적 4가지 구

성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조화로운 색구성, 즉

게슈탈트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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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도식의 종합성

미도식이 계산되는 이유는 첫째, 색상, 명도, 채도의 종합적 색채조형

성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며, 둘째, 기준주택에서 좌우 두 주택까지 파급된

관계성, 즉 색채블록의 전체 구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때 색상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좌우의 연접관계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이는 색채 선택

에 있어 주변조건을 어느 정도 의식하느냐에 대한 평가였다. 미도식은

닫혀진 색채블록에 속한 색채들의 전체 관계성에 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미도의 결과는 게슈탈트가 성립되는 조건에서 실제로 어떤

조형성을 만들어내는가와 그 구성이 실제로 아름다운가에 대한 답을 얻

을 수 있는 분석법이다.

미도식 M=O/C의 결과값은 0.5를 기준으로 ‘아름답다’라고 정의하고

이보다 높을수록 색채 구성의 조형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0.5 보다 낮으

면 낮을수록 조형구성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명도, 채도, 색상의 관

계가 조화로울 경우 1∼2 사이의 높은 미도가 발생하며, 불명확하거나

불쾌를 유발하는 애매한 관계인 경우는 –1까지 음의 숫자가 나타난다.

동일색의 경우는 동일면적인 2개의 색상일 때 0.5의 ‘아름답다’의 경계값

을 보이지만 이후 군집색이 3개, 4개 늘어남에 따라 0으로 수렴하면서

조화도는 낮아지는 구성을 갖고 있다.

2) 감천, 수정, 색채시범마을의 미도결과

미도는 가로를 중심으로 연접하여 있는 주택을 하나의 색채블록으로

평가하였다. 미도(美度)지수의 결과는 감천문화마을이 가장 높아서 203

개 색채그룹의 평균이 0.5426, 그다음은 수정동으로 86개 색채그룹의 평

균이 0.4849로 나타났다.35) 반면 색채시범마을 23개 색채블록의 평균미

도는 0.4113으로 아름다움의 기준 0.5에 근접하지 못했다.

<표 17>은 지역별, 색채요소별 미도에 기여한 정도를 도식화한 것이

다. 미도는 색채블록 내 요소관계를 두 쌍씩 행렬 조합하여 합산하는 방

35) 정재훈 외 (2015),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ol. 26 No.3 p.80의 결과수치를 검산하여 조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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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감천동에서는 203개 색채그룹 안에서 각각 466개의 색상, 명도,

채도 관계가 있었고 수정동에서는 86개의 색채그룹에서 각각 154개의 관

계쌍이 있었다.

Hue 색상관계 Value 명도관계 Chroma 채도관계

Identi

ty

Simil

arity

Contr

ast

1st-

Ambi

guity

2st-

Ambi

guity

sum
Identi

ty

Simil

arity

Contr

ast

1st-

Ambi

guity

2st-

Ambi

guity

sum
Identi

ty

Simil

arity

Contr

ast

1st-

Ambi

guity

2st-

Ambi

guity

sum

1 감천
no 44 46 195 65 116 466 70 159 72 103 62 466 132 72 49 161 52 466

% 9.4 9.9 41.8 13.9 24.9 100 15.0 34.1 15.5 22.1 13.3 100 28.3 15.5 10.5 34.5 11.2 100

2 수정
no 32 10 52 22 38 154 34 57 2 53 8 154 77 16 0 56 5 154

% 20.1 6.5 33.8 14.3 24.7 100 22.1 37.0 1.3 34.4 5.2 100 50.0 10.4 0 36.4 3.2 100

3 시범
no 1 2 7 13 12 35 7 5 14 6 3 35 4 7 1 12 11 35

% 2.9 5.7 20.0 37.1 34.3 100 20.0 14.3 40.0 17.1 8.6 100 11.4 20.0 2.9 34.3 31.4 100

                                                               ▨ zero effect  ■ negative effect

<표 17> 지역별, 색채요소별 미도에 대한 기여도 분포

미도지수(M)에 기여하는 질서성(O)의 영역에서 감천은 색상관계를 통

해 평균 1.13, 명도관계를 통해 평균 0.37, 채도관계를 통해 평균 0.28의

가산점을 받았다. 수정동의 경우는 색상관계에서 1.11, 명도관계는 부정

적 관계로 –0.33, 채도영역에서 0.41의 가산점을 받았다. 명도의 차이는

시각적으로 영역을 강하게 구분 짓는 성격을 가지는데 주거지역의 경우

서로 명확히 구별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명도에서는 편차가 매우 작

다. 따라서 주로 대비를 통해 미도를 획득하는 명도영역에서 가산점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반면 색채시범마을의 경우에는 색상관계에서 0.67,

명도관계에서 1.13, 채도관계에서 0.13으로 주로 명도관계에 가산점을 받

아 앞선 두 마을과 조형성의 구성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총 가산점 순으로 보면 색채시범마을이 1.93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감천동으로 1.78 마지막이 수정동이 1.19로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미도

가 역순으로 나오는 이유는 <표 17>에서와 같이 색채관계를 요소별로

분리해서 해석할 때 시범마을의 조형성이 우수하더라도 4∼5채씩 군집한

색채블록, 즉 ‘게슈탈트’ 구성으로 해석하면 다른 마을보다 조형성이 낮

아지기 때문이다. 미도(M)=조형성 또는 질서성(O)/ 복잡성 또는 무질서

성(C)의 평가이다. 감천과 수정은 색채블록 내 주택 수가 증가하여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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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무질서를 제어하는 범위에서 조형성이 증가하는 반면, 색채시범마

을은 분모의 무질서성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나의 미도식 내 주택수

가 늘어날수록 반대로 미도는 낮아짐을 보였다. 명도차는 높은 가산점을

획득하는 동시에 복잡성(C)의 지수 또한 높여 미도를 낮추는 원인이 된

다.

미도가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연속적이고 닫힌 구조의 색채블록, 즉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지각하는 경관에서의 조형성이다.

경관색채계획은 경관을 구성하는 원소로 색채를 지정할 뿐 관계성은 고

려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성을 평가하는 미도가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

연한 일이다. 또한 계획은 경관의 구성범위도 해안권, 산지권, 도심권 등

의 사람이 직접 지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어 애초에 사람들이 매

일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고려는 결여되어 있다.

3. 오스트발트와 문-스펜서 색채조화의 상관성

감천동에는 총 36개의 색채팔레트, 즉 색채그룹이 있고 이들의 평균미

도 0.1에서 1.09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오스트발트의 조화 또한 어떤 블

록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많이 발생한 색채그룹에서는

4번의 조화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 18>의 표본과 같이 감천동의 36개 색채그룹을 대상으로 미도와

오스트발트의 조화발생빈도를 비교하고, 측색 단계에서부터 NCS와 먼셀

을 구분하여 측색하였다. 여기서 두 개의 색표계는 서로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색채정보 및 상호간의 색채조화관계가 일대일의 관련을 맺고 있

지는 않다. 그러나 색채조화이론의 공통점은 배색에 있어 혼종의 요소가

제어된 상태에서는 나머지 요소가 긍정적 관계일 때 조화관계가 발생한

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스펜서 미도식과 오스트발트의 조화발생빈도는

어떤 상관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순차적

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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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NCS_code

IW IB IC IN

munsell
combin
ation

no_
col

no_
hue

no_
val

no_
chr M_arm40 O

M
(미도)

등
백

등
흑

등
순

등
가

110-8 1020-Y80R 0.8YR 7.3/2.0 85,86 2 1 1 0 18.7 0 5.15 1.28

110-7 0507-Y ○ 2.2GY 9.8/1.3 85,86,87 3 3 3 2 38.7 0 9.05 0.82

110-6 0507-R40B 5.2P 9.1/3.3 86,87,88 3 3 3 3 33.2 0 5.3 0.44

110-5 2050-Y10R 3.4Y 8.6/9.3 87,88,89 3 3 3 3 30.5 0.5 5 0.41

110-4 2040-G40Y 0.1G 7.1/12.3 88,89,90 3 3 3 3 20.9 0.5 5.7 0.47

110-3 5020-B40G 6.4BG 7.8/6.5 89,90,91 3 2 3 3 23.5 0.5 5.1 0.46

110-2 1015-Y60R 6.2YR 8.8/3.6 90,91,92 3 2 3 3 30.8 0 3.8 0.34

110-1 0530-B50G 2.4BG 7.5/8.8 91,92,93 3 2 2 2 22.0 1 5.95 0.66

110 0507-B20G ○ 6.5B 8.9/2.9 92,93,94 3 2 3 2 31.6 0 0.95 0.09

110-3‘ 1015-B20G ○ 1.9B 8.4/3.4 93,94,95 3 3 3 0 27.6 0 2.8 0.31

104 1005-R20B 8.4R 8.7/2.4 94,95,96 3 3 3 1 29.9 0 6.05 0.6

106 1015-Y30R 3.8Y 9.3/3.5 95,96 2 1 1 1 34.8 0 1.35 0.27

0 1 0 2 블록 0.513

<표 18> 감천동 1개 색채그룹의 미도계산과 오스트발트 조형관계 검증

색채그룹 1 2 3 4 5 6 7 8 9

문-스펜서 -0.100 0.090 0.100 0.130 0.155 0.160 0.170 0.270 0.310 

오스트발트 0 0 0 1 0 0 0 0 1

색채그룹 10 11 12 13 14 15 16 17 18

문-스펜서 0.317 0.370 0.370 0.373 0.388 0.438 0.482 0.488 0.498 

오스트발트 1 1 0 0 1 0 2 1 1

색채그룹 19 20 21 22 23 24 25 26 27

문-스펜서 0.513 0.514 0.516 0.522 0.524 0.530 0.548 0.583 0.628 

오스트발트 3 3 2 3 2 2 2 1 2

색채그룹 28 29 30 31 32 33 34 35 36

문-스펜서 0.672 0.681 0.693 0.767 0.877 0.901 0.963 1.030 1.093 

오스트발트 2 3 2 1 2 3 2 3 4

<표 19> 감천동 36개의 색채그룹의 미도와 오스트발트 조화의 발생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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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감천동 36개의 색채그룹의 미도와 오스트발트 조화관계 그래프

우선 <표 19>는 감천동 36개 색채그룹의 미도를 순차적으로 나열하

고 해당 색채블록에서 발생한 오스트발트 조화의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나란히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때, 문-스펜서 미도와 오스트발트 조화발

생빈도 상호간의 관련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19>의

내용을 <그림 38>과 같이 그래프화 하였다. 이를 통해 산출된 문-스펜

서 미도와 오스트발트 조화발생의 상관계수는 0.7733으로 이들은 상호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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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무겁-
경쾌

인공-
자연

부조화-
조화

수수-
화려

촌스-
세련

산만-
정돈

낮선-
친근

획일-
다양

감천 3.61 3.36 3.51 2.79 2.89 3.13 3.79 3.59

시범 2.64 2.44 2.54 2.82 2.59 2.82 2.72 2.08

<표 20> 어의차척도 설문평가의 결과값

제 2 절 주민설문평가

제1절에서 자율적으로 색채를 구성함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는 부분

과 변화를 주는 부분에 대한 공동체의 질서가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색

채조화이론이라는 분석기준에 비추어서 좋은 조형성을 가지게 됨을 검증

하였다. 본 절의 내용은 색채경관을 공유하는 지역 시민의 입장에서 자

율적 경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설문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3차에 이르는 설문조사는 감

천동과 색채시범마을의 색채구성에 대한 비교평가로서 그 성격을 도출하

였다. 1차 설문평가는 어의차척도에 의한 평가로 이를 통해 각각 색채경

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차 설문평가는 1차 설문평가에서 나타난 특징

을 배경으로 두 개의 척도를 기준으로 선호도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

로 사진이미지를 제거하고 순수한 색채구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같

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설문은 1, 2, 3차 총 6

종의 설문을 하였고 각각의 설문지마다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대

상자의 성비는 대체로 5:5의 비율을 유지하였으며, 연령별 분포를 고르게

한 결과 평균연령은 35∼40세 구간에 분포하였다.

1. 주민설문조사 1- 어의차척도 이미지 평가

자율적 색채구성과 계획의 구성을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보다 긍정적

으로 평가되고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색

채특성 파악을 위한 어의차척도(SD, Semantic Differential) 설문을 실시

하였다. 색채특성에 적용된 형용사는 부산시 해안구릉지 주거지역 내 색

채군의 색채이미지 영역인 동적(dynamic)이고 부드러운(soft) 영역에 속

한 심상표현에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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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경관이미지 SD척도

설문지

<그림 40> 감천 및

시범의 설문비교

설문은 응답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평일 오후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쇼핑몰 휴게실에서 50명(남23, 여27)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

문이 실시된 장소의 특성상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1∼3차 평가 중 제일

높아 41.5세이다. 설문참여자는 감천동과 색채시범마을의 각 이미지에 대

한 어의차척도 평가를 하였다. 비교우위결과로 본 감천동의 주요이미지

는 ‘다양한’, ‘경쾌한’, ‘조화로운’, ‘자연스런‘의 순이다. 특히 다양한-획일

적 영역에서 감천과 색채시범마을의 평가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3.59 : 2.08). 시범마을은 대체로 아름다움과 관련된 평가인 ‘세련된’, ‘화

려한’, ‘정돈된’의 영역에서 감천과 엇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2. 주민설문조사 2 - 색채구성에 대한 선호도

1) 설문내용

설문을 통해 알아내고자 한 것은 첫째 부산 해안산지 주거지역의 경

관을 이를 공유하는 지역 내 다른 시민은 이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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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조형성 평가를 위한 4개의 주민설문조사 패널

알아보고자 함이고, 둘째 어떤 척도에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평

가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경관의 조형성에 대한 설문평가의 1단계

로 전체이미지 및 색채구성 이미지를 비교하여 어떤 경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질문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 두 개의 척도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색채에 대한 감흥은 색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의 정도를 즉각적으로 느

끼는 것과 그 구성색이 상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조화로움’을 느끼

는 것을 구분하여 선호를 평가하였다. 1번과 2번은 감천과 색채시범마을

의 조감도를 통한 조형성을 설문한 것이고, 3번과 4번은 사진의 지역에

서 색채 팔레트의 색채구성을 추출하여 두 개의 색채그룹으로 분류 비교

하여 설문한 내용이다. 설문은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시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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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어느 쪽이 아름다운가 어느 쪽이 조화로운가

감천동 색채시범 감천동 색채시범

전체경관

이미지

34명 16명 40명 10명

68% 32% 80% 20%

색채구성

팔레트

35명 15명 41명 9명

70% 30% 82% 18%

<표 21> 색채경관의 조형성 비교평가

심지역인 동래역 지하철 역사를 지나는 시민에게 일인당 1표식 투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남녀의 성비 및 연령대의 배분을 일정하게 하여

성별 및 나이에서 오는 차이를 배제하였다. 4개의 설문에 참여한 각각의

참여자는 10대에서 60대까지 대략 10명씩 조사하였고, 결과적으로 설문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각 패널 당 35세 전후 범위로 조정하였다.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서 패널 당 50명씩 총 200명의 투표를 받았다.

2) 설문결과

<그림 41>에서 각 패널의 왼편은 감천동, 오른편은 색채시범마을의

이미지 및 색채구성이다. 전체경관의 이미지 및 색채구성에 대한 조형성

비교 설문결과인 <표 21>을 보면, 모두 감천동의 것을 더욱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또 아름다움에 대한 척도보다 조화로운가의 척도에 있어 자

율적 색채경관과 색채시범마을의 평가는 더욱 격차가 벌어짐을 확인하였

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아름다움’을 척도로 설문하였을

때 감천과 시범의 선호도의 비율은 7:3이고, ‘조화로움’을 척도로 설문하

였을 때는 선호도에 있어 8:2의 차이를 보였다.

3. 주민설문조사 3- 색채블록별 조화도

1) 설문내용

1차 설문조사에서 색채블록의 구성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

나 색채블록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 전체 분위기에서 오는 판단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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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색채구성의 조형성에 대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4배

색 또는 3배색 조합의 색채블록에 대한 조화도를 분리해서 평가하는 검

증을 거쳤다. 색채시범마을에서는 총 12개의 색채그룹 중 미도가 제일

낮은 4개를 제외한 8개의 색채블록을 선정하고, 감천의 경우는 산복수직

로를 따라 연속한 8개의 색채블록을 비교 블록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색

채그룹은 각각 교차 배치하여 군집한 분위기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을 피

하였다.

<그림 42> 4배색 및 3배색 색채블록의 ‘조화로움’에 대한 평가

설문의 내용은 각각의 색채블록에 대하여 ‘조화로움’의 정도를 1에서

6까지의 정도로 표시하는 것이다. 설문은 평일 점심시간 대에 부산대 지

하철역을 통행하는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자는

여성이 32명, 20대에서 60대까지 평균연령 39.1세, 남성은 18명으로 20대

에서 60대까지 평균연령 37.6세의 분포를 가졌다.

2) 설문결과

색채블록의 색채구성이 얼마나 조화로운가에 대한 평가의 평균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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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감천 평균 시범 평균

색채블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전체평균 3.5 3.5 2.9 4.0 4.2 3.2 3.4 3.4 3.51 3.1 3.0 2.6 2.8 2.7 3.0 2.7 2.8 2.85

여성평균 3.4 3.5 2.9 3.9 4.0 3.0 3.4 3.4 3.45 3.0 3.2 2.9 2.8 2.9 2.9 2.8 2.9 2.96

남성평균 3.6 3.6 2.8 4.0 4.4 3.5 3.4 3.3 3.57 3.0 2.8 2.2 2.7 2.6 3.1 2.7 2.8 2.73

<표 22> 감천동과 색채시범마을의 색채블록에 대한 조화도 평가결과

<그림 43> 조화도에 대한 설문평가 그래프

천동이 3.51 색채시범마을이 2.85 로 지수로는 0.61 차이를 보였다. 남성

의 평가 격차는 0.84 여성의 격차 0.51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평

가에 있어 여성보다 편차가 컸다. 그러나 색채블록의 조화로움에 대한

평가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졌다. 다시

말해 색채구성의 조화로움에 대한 평가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 색채시범마을의 색채 조형성은 오스

트발트 및 문-스펜서, 주민

설문조사에 이르기까지 구

성의 조형성 부분에서 자율

적 색채구성인 감천동의 경

우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

았다. 감천동에서 8개의 색

채그룹 중 7개가 3.2 이상의

평가를 받은 반면 색채시범

마을에서는 단 한건도 3.2

이상의 평가를 획득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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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색채계획이후 자율적 변경

1. 경관색채36)계획의 조형성

도시경관을 색채로 관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럼에도 색채를 통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추세는 빠른 속도

로 확산되어 서울시의 경우 임시시설물 및 관용차량, 미화원 복장에 이

르기까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놓은 상황이다. 경관 이외의 디자

인 가이드라인에서도 색채를 결정할 때는 ‘서울상징색’, ‘부산경관색’ 등

지자체 지정 색채의 사용이 권장된다. 본 절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사례를 근거로 경관색의 선정에서, 색채계획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경관

색채계획이 이행되는 전반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1) 경관색채의 선정

먼셀 표색계를 기준으로 색상, 명도, 채도를 소수점 1 단위까지 사용

한다면 산술적으로 1천만 가지 이상의 색채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경

관가이드라인에서는 적게는 십 수개, 많게는 100여개에 이르는 색채를

선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권장색이 추출되는 것은 자연자원, 역사

자원 및 전통문화자원, 대표상징물 등이다. 서울시의 경우 경관 10대 색

을 남산 및 한강의 자연자원에서, 경북궁과 북촌한옥마을, 삼베천 등 전

통문화자원, 63빌딩, 서울역, 명동 등 상징건축물 및 지역으로부터 추출

하였다.37) 부산시의 경우에는 주로 자연자원과 상징자원에서 권장색을

추출하였는데 부산경관 36색은 해운대, 광안대교, 부산항야경, APEC하우

스, 자갈치시장, 갈매기 등 16개의 대상물로부터 추출하였다.38)

색채선정에 있어 우선 기술적 문제점은 상기 언급한 대상들과 풍경들

은 하나의 색채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갈매기나 삼베천과 같은

36) 자율적으로 구성된 기존경관을 ‘색채경관’으로, 계획에 의한 것은 행정용어인 ‘경관색

채’로 구분함.

37) 서울특별시, 2009,『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sculture.seoul.go.kr

38) 부산광역시, 2010,『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 design.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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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자연 및 역사경관에서 경관색의 추출, 출처: 부산시도시색채계획(2010)

단순한 대상도 하나의 먼셀코드로 환원되지 않는데 하물며 명동이나 자

갈치시장과 같은 복합구성 대상에서 어떻게 하나의 색채를 추출할 수 있

었는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경관 10색의 하나인 남산 초록

색은 4계절 변화무쌍한 남산 전체의 이미지를 10G/4/4 또는 RGB

62/96/83의 한 색채로 환원하였다.

경관지정색의 두 번째 문제점은 색상을 추출했다는 대상의 권위에 색

의 우수성을 의존한다는 데 있다. 경관색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아름다운

풍경에서 추출한 색은 색채로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논리, 또 그 색채를

매개로 도시경관을 구성하면 그 경관도 우수할 것이라는 논리가 분명하

게 드러난다. 그러나 색은 색채 자체로 또는 색채 구성에서의 관계로 평

가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추출된 색채는 추출색 상호 간 조화관계성이 낮

다.

2) 경관색채의 적용

서울시 기본경관관리구역의 면적은 2012년 기준 약 350km2로 서울시

면적의 약 58%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경관관리구역을 시 전

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9) 반면 부산시의 경우는 계획이

수립된 2010년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적용해 왔다. 색채계획의 적용은

39) 서울특별시, 2012,『서울시경관계획』, 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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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서울과 부산의 경관색채선정 비교

관리구역 내 모든 건축허가시 허가권자의 체크리스트란 형태로 확인되며

설계자가 설계시 지침사항을 반영하였는지를 체크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서울시는 현재 도심지구 및 수변지구, 즉 시가화 구역에서는 하나의

색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주조색의 색상은 10R-10Y까지 즉 주황(YR)

과 노랑(Y)의 영역에서 명도 8 이상, 채도 3 이상의 색채를 사용하는 것

을 권장하고 있다. 주황과 노랑의 색채는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를 준

용하여 지침을 따르도록 명기하고 있는데 주황은 황토벽에서 노랑은 은

행잎에서 추출한 서울색이다.40) 부산시의 경우는 산지수변권, 산지내륙

권 등 6권역으로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색상의 구성도 각각의 권역에

부산시 선정 36색 주조색 12, 보조색 12, 강조색 12를 반반씩 나누어 6색

씩 지역마다 배분해 놓았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기준색을 중심으로 색

상 명도나 채도의 허용범위가 있는 반면, 부산시의 경우는 지정색을 그

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

다. 부산시는 대표색으로

선정한 모든 색채를 경관계

획에 적용한 대신 대표색

그대로 사용을 권장하고,

서울시는 대표색 중 2개 색

상을 선정하여 사용될 수

있는 색채구간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색채조화이론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관색채 구성은 부조

화 또는 서로 조화롭지 않은 색채관계를 낳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먼셀

-문스펜서 색채조화론에 따르면 색상, 명도, 채도가 모두 제1부조화영역

(1st Ambiguity)에 속하게 된다. 색채이론에서는 명확하게 단계가 구분

되지 않는 유사관계는 불쾌를 유발한다고 일관되게 정의하고 있다. 부산

시의 경우도 미도관계식을 통해 구성색의 조화도를 분석해 본 결과, 미

40) 서울특별시, 2012,『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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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0.4 전후(0.5<美)의 상호 좋지 않은 배색으로 평가되었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관색채계획은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계획의 철학적 배경은 같다. 이는 둘 다 요소환원주의적 사

고의 오류로 우수한 경관에서 하나의 색채라는 원소(元素)를 추출해 낼

수 있으며 이 원소를 가지고 구성한 경관은 다시 우수한 경관이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색채이론에서는 ‘모든 색채는 같이 구성되는

색채와의 관계에 따라 좋고 나쁨이 평가되는 것으로 절대적 우수색도 절

대적 열등색도 없는 것’이라 설명한다. 즉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색

채 가이드라인은 색채조화이론에 비춰 본다면 그 자체가 좋은 색채경관

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체계인 셈이다.

2. 주민의 색채변경과 조형성의 변화

색채시범마을 사업이 2012년 완료된 후 2016년의 4년간의 시간동안

자율적인 변용이 있었다. 색채조사는 2014년 7월 1차 실시되었고, 변화과

정을 살피기 위해 2년 뒤인 2016년 7월 다시 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현

장조사 결과 시범사업은 수정동을 비롯하여 인근 구릉지 마을에 끼친 유

의미한 영향은 관찰할 수 없었고 오히려 색채시범마을 내 다수의 주택

색채가 변경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항에서는 주민에 의한 색

채변경 전후를 오스트발트 및 문-스펜서 색채조화이론에 비추어 조형구

성에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1) 색채시범마을의 색채특성의 변화

본 연구의 1차 색채조사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마을의 색채는 원래 조성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4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여름 조사에서는 총 34개 동 중 9개의 주택이

다른 색채로 변경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색채시범마을은 부산 구릉

지 마을의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은 색채로 조성하였다. 명도는 감천의

경우 평균 8.1, 수정동은 8.6인 반면 시범마을은 6.5의 평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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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2014 2016

hue val chr hue val chr

3 8.9PB 4.7 13.8 7.4R 8.2 4.8

6 5.9R 7.4 5.6 1.2GY 9.0 2.1

4-1 0.7G 7.6 6.2 0.1YR 7.4 3.4

2 6.1R 5.3 14.1 4.4Y 7.6 5.6

28 6.1YR 7.4 2.2 2.0R 6.7 0.5

3-1 7.9Y 6.1 0.9 7.3YR 7.0 1.1

4-1 8.3R 8.4 3.3 8.8R 8.4 3.7

327 4.9GY 8.7 7.6 2.1G 4.8 6.1

321 3.1YR 4.8 3.6 3.6R 5.5 3.8

변화전 6.51 6.37 변화후 7.18 3.46

<표 23> 색채시범마을 9개 동 색채변경 비교표

채도의 경우도 감천은 3.8, 수정은 2.0의 낮은 채도인 반면 시범마을은

평균 6.4의 중채도 이상의 색채를 사용하였다. 2016에 조사된 색채가 변

경된 9개 주택의 평균 명도는 7.18, 평균 채도는 3.46으로 변경된 색상은

부산 구릉지 마을의 구성 색채인 고채도 저명도의 파스텔 색채로 변경되

었음이 확인되었다.

2) 오스트발트 색채조화도 변화

제1절의 조형성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 색채시범마을에서는 초기계획

에는 단 한 차례도 오스트발트 색채조화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다. 설명했

듯 색채시범마을은 게슈탈트 구성 내 색채조형관계를 고려한 계획이 아

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2016년 색채시범마을의 색채변화 9개 중

4개는 색채그룹 내 오스트발트 조화관계를 4번 만들어냈다(표 24 참조).

등흑색조화 1건, 등순색조화 2건, 등가치색 조화가 1건이다. 이러한 특성

은 색채요소인 색상, 명도, 채도의 복합적 결합이 하나의 특징으로 다른

색채와 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된 상태로 비교하였을 때에는 전혀

그 조화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앞서 문-스펜서 미도의 변화가 오스트발

트 조화의 발생과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듯이 주민의 자율적 변경에서

도 변경된 색채그룹의 문-스펜서 미도 또한 변화 이후 같이 상승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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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주민색채변경- NCS 색단면상의

위치표시

지번
2014 변경전 2016 변경후

munsell NCS IW IB IC IN munsell IW IB IC IN

색채그룹 1

1-1 4.8GY 7.9/5.8 1040-G40Y 4.8GY 7.9/5.8 1040-G40Y

3 8.9PB 4.7/13.8 2050-R70B 7.4R 8.2/4.8 1510-Y90R ○

3-1 8.3R 7.5/4.5 1515-Y90R 8.3R 7.5/4.5 1515-Y90R

5 4.4R 6.3/6.2 3020-Y30R 4.4R 6.3/6.2 3020-Y30R

색채그룹 2

4 8.0Y 6.8/4.6 3020-G80Y 8.0Y 6.8/4.6 3020-G80Y

2 6.1R 5.3/14.1 1070-R 4.4Y 7.6/5.6 2020-G80Y ○

2-1 0.4GY 4.2/0.8 5502-G 0.4GY 4.2/0.8 5502-G

색채그룹 3

4-1 8.3R 8.4/3.3 1010-R 8.8R 8.4/3.7 5010-Y90R ○

4 4.0YR 5.2/2.9 4010-Y90R 4.0YR 5.2/2.9 4010-Y90R

327 4.9GY 8.7/7.6 1030-G60Y 2.1G 4.8/6.1 4010-G10Y ○

<표 24> 색채 자율적 변용에 의한 오스트발트 조화관계의 구성

2014년 조사에서는 12

색채그룹의 구성색채 30개

는 NCS 단면상에서 어떤

기하관계도 맺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016년의 변화

이후 4개의 선형관계로 색

채가 <그림 46>에서와 같

이 이동하였고 표시된 점

선을 따라 조화관계의 배

색으로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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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시범마을 색채변경위치도

3) 문-스펜서 미도의 변화

색채시범마을의 미도는 9개 주택이 색채를 변경하기 이전인 2014년에

0.4113으로 다른 구릉지 마을에 비해 색채관계성에 있어 조형성이 낮았

다. 9개 주택이 색채를 변경한 것은 전체주택의 1/4 수준의 변경이지만

이들 주택들은 색채블록 내 좌우의 주택과의 관계성을 변화시키면서 23

개의 미도관계 중 70%에 달하는 16개의 미도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결

과는 2016년 색채변경 후 미도평균은 0.4927로 상승함을 보였다. <표

25>에서 굵은 글씨로 표

기된 부분이 9개의 색채

변경에 의한 미도식의 변

경부분이다.

9개의 변경은 원래의

구릉지마을의 정체성 색

채인 고명도, 저채도의 색

채를 사용하면서도 색채

블록의 조형성의 지수를 20%이상 상승시켰다. 문-스펜서 조화이론에서

설명하였듯 미도에서 아름답다의 기준점은 0.5 이다. 미도별 아름다움의

정도를 설문한 결과, 이미 아름다움의 범주 0.5 를 넘어선 색채관계에 대

하여서는 개별 선호의 차이를 보였으나 0-0.5의 부조화에서 조화에 이르

는 단계에서는 선형적으로 평가가 대응됨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설문

결과 사람들은 조화롭지 않은 것을 유의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범마을의 색채변경은 자율성이 가진 미시적 조율기능을 잘 보여준다.

색채시범마을에서 연속된 3개의 주택은 서로 무관한 색채들로 계획되었

다. 따라서 색상, 명도, 채도의 구성이 만들어내는 조형성 또한 매우 낮

았다. 2016년 미도의 변화는 3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이 색채를 변경하

면서 나머지 두 개의 주택과 미적 조형관계를 만들어내는 색채를 선택하

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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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no munsell
combin

ation

no_

col

no_

hue

no_

val

no_

chr
C ae_hue ae_val ae_chr M_arm O M

1-1 1 4.8GY 7.9/5.8 1,2 2 1 1 1 5 1.7 0.7 0 24.1 0 2.4 0.48

3 2 7.4R 8.2/4.8 1,2,3 3 2 0 2 7 1.7+1.5+1.7 0.7+0.7+0.7 0.8+0.8+0 26.0 0 8.6 1.23

3-1 3 8.3R 7.5/4.5 2,3,4 3 2 1 3 9 1.5+0+0 -0.2-0.2+0.7 0.8+0+0 21.7 0 2.6 0.29

5 4 4.4R 6.3/6.2 3,4 2 1 1 1 5 0 0.7 0 12.2 0 0.7 0.14

5 5 3.8R 4.9/4.1 5,6 2 1 1 1 5 0 -0.2 0.1 4.2 0 -0.1 -0.02

28 6 2.0R 6.7/0.5 19.5

3-1 7 7.3YR 7.0/1.1 7,8 2 1 1 1 5 0.7 -1.3 0 8.9 0 -0.5 -0.10

3 8 5.5Y 6.0/6.1 7,8,9 3 2 1 2 8 0.7+1.5+0 -1.3-1.3-1.3 0+0.8+0 10.1 1 -0.6 -0.08

327 9 7.9Y 6.1/0.9 8,9 2 2 0 1 5 0 -1.3 0 8.9 0 -1.3 -0.26

6 10 1.2GY 9.0/2.1 10,11 2 1 1 1 5 +0.65 -0.2 0 33.0 0 0.45 0.09

4-1 11 0.1YR, 7.4/3.4 20.9

4 12 8.0Y 6.8/4.6 12,13 2 1 1 1 5 0.65 3.7 0.1 15.2 0 4.45 0.89

2-1 13 0.4GY 4.2/0.8 12,13,14 3 3 2 2 100+0+0.65 3.7+0.7+3.7 0.1+0.1+0.8 6.5 0 9.75 0.98

2 14 4.4Y 7.6/5.6 13,14 2 1 1 1 5 0 3.7 0.1 25.4 0 3.8 0.76

6 15 8.7PB 5.3/15.4 15,16 2 1 1 1 5 0 -0.2 0 15.6 0 -0.2 0

30 16 7.0PB 3.7/5.8 12.0 0

4-1 17 8.8R 8.4/3.7 17,18 2 1 1 0 4 0 3.7 0.8 27.5 0 4.5 1.13

4 18 4.0YR 5.2/2.9 17,18,19 3 2 2 2 9 0+1.7+1.7 3.7-1.0+3.7 0.8+0.1+0 3.3 0 10.90 1.21

327 19 2.1G 4.8/6.1 18,19 2 1 0 1 4 1.7 3.7 0 6.3 0 5.4 1.35

319 20 3.6Y 8.9/6.5 20,21 2 1 1 1 5 0.65 3.7 0 32.1 0 4.35 0.87

321 21 3.6R 5.5/3.8 20,21,22 3 3 2 2 100.65+0.65+0 3.7+3.7-1.3 0+0.1+0.8 5.5 0 8.3 0.83

321-1 22 1.0Y 8.5/7.1 21,22 2 1 1 1 5 0.65 3.7 0.1 29.1 0 4.45 0.89

323-5 23 2.2PB 5.8/9.4 23,24 2 1 1 1 5 1.7 -1.0 1.0 11.4 0 1.7 0.34

35 24 4.9R 4.7/13.0 13.2

323-6 25 6.3R 6.5/9.3 25,26 2 1 0 1 4 1.7 -1.2 0 15.3 1 1.5 0.38

323-8 26 9.6GY 6.8/7.3 16.2

32-1 27 3.4Y 8.5/7.0 27,28 2 1 1 1 5 0 -1.0 0 29.1 0 -1.0 -0.20

32 28 0.8Y 8.7/5.1 30.4

3-1 29 8.6YR 6.6/3.8 29,30 2 0 1 1 4 0.65 -1.0 1.0 13.4 0 0.65 0.16

3 30 9.5GY 6.1/8.3 12.1

색채변경 후 미도평균 0.4927

<표 25> 색채시범마을 9개 주택 색채변경 후 미도변화

▒ 음영표기는 색채변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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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 결

5장의 1절은 경관연구의 분석방법 중 형식미학의 접근법으로 고전 색

채조화이론에 근거하여 자율적 색채경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율적

색채경관의 조형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계획에 의해 시행된 색채시범

마을의 조형성을 비교분석 표본으로 삼았다. 연구의 4장 ‘자율적 색채경

관의 구성특성’에서 자율적 색채구성이 조형적으로 우수할 수 있는 이유

가 상호관계성에 근거한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임을 밝혔다. 5장에서는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자율적 구성이 더 아름다운가 또는 더 조화로운가

를 판단하였다.

미학이론에 따른 절대미의 기준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대체로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여전히 그 절대적 가치에 대한 의구

심이 들 여지가 있다. 따라서 연구는 색채조화에 관한 고전이론 중 오스

트발트의 조화이론과 먼셀색표계의 조화이론인 문-스펜서 미도식을 같

이 적용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값을 비교함으로써 조형성에 대한 형식미

학적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결과값은 오스트발트 조화도 및 문-

스펜서 미도 모두 자율적 색채구성이 조형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후 신뢰도 검증의 결과인 개별 색채블록의 조형성에 대한

두 조화이론의 평가 또한 서로 일치함을 보였다.

오스트발트의 조화이론 및 문-스펜서의 미도식은 4장의 자율적 색채

경관의 구성특성에서 분석한 내용과도 일치하였다. 자율적 색채구성에서

오스트발트의 조화가 무작위상태보다 10배 이상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은 명도-채도 조합의 높은 통일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스펜서의 미도식에서도 미도지수 0.5 이상인 아름다움의 영역에 들

수 있었던 이유가 명도-채도가 제한적으로 변화하면서 색상의 영역에서

조화로운 색상관계를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자율적 색채경관의 상호 관

계성에 조화하려는 구성특징은 색채이론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실제로

조화로운 결과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5장 2절은 경관연구의 분석방법 중 실증미학적 접근법으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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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결과값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설문은 자율적 색채구성을 어떤

척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와 색채구성의 조형성이 실제로 평가에

작용하는가를 살펴보는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부산시민들은 세련됨,

화려함 등 직접 아름다움과 관련된 평가는 두 개의 이미지를 비슷하게

평가하였으나 자연스러운, 친근한, 다양한 등 아름다움 이외의 긍정적 항

목에서는 감천동을 시범마을보다 큰 차이로 높게 평가하였다. 선호도 평

가에서도 ‘조화롭다’는 척도에서 감천은 시범마을과 더 큰 차이로 선택되

었다. 1, 2차 설문조사에 사용된 사진이미지에는 색채 이외에도 건축물의

비례, 마을의 지형 등 물리적 요소가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3차 설

문조사는 이들 물리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진에서 색채구성만 추출하여

조화도를 척도로 평가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0-5까지의 척도에서 감천

의 색채블록은 8개 중 7개가 3.2 이상의 평가를 받았지만 시범마을의 색

채블록 8개는 단 한 개도 3.2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5장 3절 ‘색채계획이후 자율적 변경’은 본 연구의 결과를 압축한 요약

판과 같다. 분석은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색채경관의 자율적 구성특성인

스스로 조형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2년간의 변화를 관찰하여 도출하였

다. 2014년 색채시범마을의 색채관계에서 오스트발트 조화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미도는 0.4113에 그쳤으나 2016년 마을 주택 수의 1/4

에 해당하는 9개 주택의 색채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변경한 이후, 오스트

발트 조화는 4건(22.2%), 미도는 0.4927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색채시범마을의 기존조건이 상호관계성이 결여된 상태였으나 주민

의 색채변경, 즉 자율적 구성을 통해 상호관계성과 그 결과로 조형미가

만들어졌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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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자율적으로 구성된 색채경관에 대해 이제껏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방법 또한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관찰과 병행하여

연구의 진행에 따라 결정하였다. 연구는 구성특성 분석과 조형성 분석의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앞의 분석에서는 자율적 색채경관이 구성되는 이

면의 원리를 밝혀낸 것이고, 두 번째 조형성 분석은 결과물로서의 경관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구성특성 분석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색채정보만

을 가지고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건물의 규모, 위치 및 지역조건 등과 색

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자율적 색채경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여러

접근법이 시도되었고 그중에 자율적 색채경관에 질서가 만들어지는 요인

은 개인이 색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색채

의 결정은 주변과 어울리면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의

도의 결과물로 이때, 색채구성요소 중 명도와 채도는 어울림의 요소로,

색상은 자기표현의 요소가 되었다. 자율적 색채경관에서는 통일성과 다

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을 스스로 만들어냄으로써 색채의 다양한 패턴

및 조형관계(Gestalt)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능케 하였다.

연구는 다각도로 색채경관의 질서를 해석하고자 시도하였고 몇몇은

색채구성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초분석과정에서 물리적

조건과 관련하여 검증된 원리는, “넓을수록 밝은 색을 좁을수록 어두운

색을 선택한다”이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주거지역의 외장색채에서 명도

와 규모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밝기와 면적의 관계

는 개체가 속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만들어지는 질서이다. 마을 전체의

영역에서 색채의 밝기와 면적의 선형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개별 색

채선택이 광역적 범위로부터 경관의 흐름을 의식하고 또 그것을 따른다

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색채경관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기초단계에서 종

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3가지로 분류된 색채통계를 작성하였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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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색상(hue)의 관계에 관한 통계이다. 색채정보는 일차적으로 언어로서

기호적(記號的) 분리가 가능한 색상을 통해 인식하기에 첫 번째 분석대

상이 되었다. 디지털 색체계(R.G.B)로 변환된 색상으로 237개의 색상관

계가 디지털 색상관계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두 개의 색상

이 무작위 선택되었을 때 동일, 유사, 보색 등 조화로운 배색 관계에 있

을 확률은 41.7%인데 자율적 구성에서는 실제 82.1%가 조화관계에 있었

다. 이웃간 서로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려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되었

다.

두 번째 색채관계의 검증은 오스트발트 색채조화관계에 대한 것이다.

오스트발트의 조화이론은 색채조화이론의 주류 이론으로 색채계획에서

배색(配色)의 기준이 되는 이론이다. 다만 오스트발트의 색채조화는 색의

정도, 밝기의 정도, 색의 종류 중 2가지 이상이 일치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무작위 색채관계에서 조화관계가 구성될 수 있는 확률은

2.85%에 그친다. 그럼에도 감천동에서는 자율적 색채구성을 통해 29.8%

의 색채관계가 오스트발트의 등가치, 등흑색 조화관계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한 등가치조화는 먼셀표기에서 명도와 채도가 조합된

균형이 일치하였을 때 발생하는 조화이다. 감천동의 경우 색상은 먼셀

100색상이 모두 사용될 정도로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명도와 채도가 결

합된 색의 정도는 매우 통일된 범위에서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NCS 색

표계의 색상단면의 15%의 영역에 83%의 표본이 군집하는 특성을 보였

다. 오스트발트의 조화가 높게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자율적인 통일의

의도가 혼종을 낮추고 색채간 질서를 발생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색채시범마을의 경우는 색채표본의 NCS색상단면 위치가 불규칙적

이고 산포되어 있어서 오스트발트의 조화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자율적 색채구성의 특성은 문-스펜서의 미도

평가를 통해 해석되었다. 다른 색채조화이론에 비추어 색채관계를 검증

할 때 관계를 한 쌍씩 검증해야 하지만 문-스펜서 미도평가는 전체 구

성색의 종합적 조형성(Gestalt)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미도는

명도, 채도, 색상의 색채구성요소 복잡성(C)이 낮을수록, 색채요소 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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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된 변화로서의 질서성(O)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된다. 감천동에서는 36

개의 색채블록, 203개의 미도식이 계산되었고, 종합된 미도의 평균은

0.5426의 수치를 보였다. 수정동에서도 23개 색채블록, 86개의 미도계산

의 평균이 0.4849로 아름다움의 경계에 있음을 보였다. 반면 색채시범마

을의 경우는 12개 색채블록 35개의 미도식 평균이 0.4113에 그쳐 색채의

구성평가에서 아름다움의 범주에 들지 못했다.

색채의 조형관계분석을 통하여 경관에서 자율적 색채구성의 원리는

인접한 주택의 색채와의 관계를 의식하고 조화하려는 의도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었다. 주거지역은 명도 및 채도의 분산이 작아 두 색채요소에

의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제어되어 있었다. 특히 명도는 지각에 있어 영

역을 구분 짓는 역할을 하는데 표본은 명도평균 8.29를 기준으로 표준편

차가 1.28로 변화범위가 작았다. 이는 주거지역이 근본적으로 동질화 경

향이 높고 스스로 어떤 통일성을 공유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색상의 변

화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다. 반면 제도적 계획수법으로 시행된

색채시범마을의 경우 제한된 색채를 등배분하여 계획하였음에도 통일성

이 결여되어 있었고, 색채구성에서 조형성을 만들어내는 원리 또한 단순

하거나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화이론에 비추어 볼 때 좋은 조형성으

로 평가받지 못했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색채경관에 대한 조형성 평가가 유의한 결과값인

지를 이론간 비교 및 설문평가를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오스트발트의

조화도와 문-스펜서의 미도는 감천의 36개 색채블록을 대상으로 비교하

였을 때 서로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조화이론은

색채요소 중 일부가 제어된 상태에서 다른 요소가 질서있게 변화할 때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측면에서 상호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동

일조건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설문평가는 감천과 색채시범마을

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아름다움 및 조화로움의 척도에

서 두 개 대상지역의 이미지 및 색채구성에 대한 선택평가를 실시하였

다. 두 개의 척도에서 모두 자율적 색채구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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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보다 조화롭다는 형용이 자율적 색채구성에 보다 부합된 평가로 해

석되었다. 이후 어의차평가에서 나타난 자율적 색채구성과 계획경관의

차이는 ‘다양하다-획일적이다’가 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성으로 나

타났으며 그 다음이 ‘조화로운-부조화한’, ‘경쾌한-무거운’, ‘자연스러운-

인공적인’의 순서로 경관이미지를 통한 감흥의 차이를 보였다. 설문평가

의 마지막으로 자연조건 및 물리적 구성의 요소를 배제하고 색채구성만

을 추출하여 자율적 구성과 계획구성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색채그룹은

16개의 표본을 순서없이 섞어 평가하였는데, 얼마나 조화로운가에 대한

지수 평가의 결과는 자율적 색채구성이 평균 3.51, 계획구성이 2.85의 결

과를 보였다. 이로써 설문평가의 결과는 색채조화이론의 분석결과와 일

치함을 보였다.

색채시범마을을 시차를 두고 관찰한 결과 주민들의 자발적 변용이 일

어났음이 관찰되었다. 2014년과 2016년의 색채조사를 통해 마을의 1/4에

해당하는 9채의 주택에서 색채를 변경하였음이 확인되었다. 9채의 색채

변경은 파스텔톤의 부산 해안구릉지 주거지역의 색채성격을 회복하면서

기존 계획색채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구성성 및 조형성을 높이는 방

향으로 변경되었다. 12개 색채블록에서 오스트발트 조형관계가 단 한건

도 없던 것이 3개의 블록에서 색채조화관계가 생성되었으며, 블록의 미

도평균 또한 0.4113에서 0.4927로 대폭 상승되었다. 비록 1/4에 해당하는

변화이지만 주변주택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변화비율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다.

부산의 해안구릉지 주거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색상이 사용되는 다채

적 성격은 수십 년의 시간에 걸쳐 누적되어온 것이다. 지역 외 주변에서

의 평가는 이러한 다채경관이 해안도시, 남방도시에서 나타나는 자유분

방함의 표현이라고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산 해

안구릉지 주거지역에서 색채경관이 만들어지는 주요 원리는 오히려 서로

조율하고 조화하며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질서와 그 규율

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것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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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경관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미적가치이다. 색채이론은 어

떤 특정색이 아름답고 어떤 색은 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색채관계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색채계획과 자율적 색채경관을 구분 짓는 가

장 큰 차이점은 절대색을 기준으로 하느냐와 색채관계성을 기준으로 하

느냐에 있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자율적 색채경관은 무수히

많은 색채관계의 게슈탈트, 즉 조형성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계획에 의한

관계성에 대한 고려가 없어 색채경관은 처음부터 색채조화를 통한 아름

다움을 만들어낼 여지가 낮았다. 도시공간은 맥락(context)의 구성이고,

따라서 풍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컨텍스트가 도시공간의 가치를 결정한

다. 자율성은 이러한 가치를 만들기 위한 기본전제이다. 연구는 자율적

색채경관이 도시공간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조화, 변화, 보완 등의 잠

재력을 가진 결과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연구는 경관에 대한 공적 개입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관색채계

획이 과연 ‘아름다움과 쾌적성 그리고 지역성’의 증진이라는 요구에 부합

한 것인가를 검증하였다. 법률과 제도는 결국 사회적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機制)이다. 2010년을 전후하여 지자체별로 도시의 미

래상과 결부하여 도시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경관 및 공공디자

인 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색채계획

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적용범위로 도시의 일부분에서 전체로, 도

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관색채는 초기 ‘가이드라인’

이라는 제안의 성격을 띠었으나 점차 심의절차가 확립되고 조례로 규제

화되어 제어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경관색채계획은 지정색, 색

채제한 등의 적극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색채계획은 바로 그 기준설

정에 환원주의적 논리 오류가 있다. 경복궁과 같이 아름다운 풍경이 하

나의 색채로 환원될 수 있고, 이렇게 환원된 원소로 전체를 구성하면 그

전체도 아름다운 경복궁과 같다는 오류이다. 따라서 계획에 의한 경관은

근본적으로 기계론적 원리의 성격을 갖으며 아무리 복잡한 구성체계 및

배색 매트릭스를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 구성에 비해 단순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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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밖에 없다. 자율적 색채경관은 다양성을 담보하면서도 공동의 선을

지켜줌으로써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경관색

채계획의 일반성과 광역성은 이런 자율적 공동선 및 지역성을 오히려 붕

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가 규명한 것은 경관에서 색채는 무질서한 결과나 우연한 산

물이 아니고 그 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의 성격 및 구성원간의

관계 등이 발현된 결과물이란 것이다. 과거 회화적 계획을 추구했던 유

럽국가들도 경관에 관한 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기준을 제시하는 ‘형

식의 틀’에서 경관평가 등을 통해 내용을 밝히고자 하는 ‘이해의 틀’로

전환하였다. 주거지역에서 자율적 색채경관의 구성은 건전한 공동체성의

결과물이었고 조형성 또한 갖추고 있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율성이 담보되어야만 미시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지역성

을 수용하면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색채계획은 직접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제안보다는 자체적으로

건강한 경관이 구성되도록 도와주고 경관 건전성의 유해요소를 제거하는

소극적 제안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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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utonomous systems

in combinations of house exterior colors in hillside villages of Busan.

The towns in hillside area have naturally developed colorful sceneries

for a long time and the colorful townscape represents the cultural

climate. The color matching analysis is based on the traditional color

harmony theories to determine the unique aesthetic components in

color combination of the hillside residential area. The analysis focuses,

inter alia, on Ostwald’s color theory and Moon-Spencer's 'Aesthetic

Measure'. An exterior color has relations with the neighboring colors

in array. The analysis is first to check whether each sample color

combination is harmonized, and next, if harmonized, to list which

aesthetic factor is contributing dominant to color harmony. And at

last, the subcategorized sectors also to be studied by each color

components of the hue, value and chroma.

The color selection of house exterior is free of restrictions. but the

color composition of the town is not seen as chaos. It is assumed

that the crucial factors of color selection make some kind of patterns

which we can perceive with ease. With the help of statistical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determining factors in selecting colors

depends on the physical states and the circumstance of each house.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how the size and the value of a house

influence on selecting the exterior colors and also to analyze how the

circumstance, such as exterior colors of other houses within the

neighborhood affect the color selection. The color scenery is a sum

of each color component, made by individual selection. The

self-organizing principle and inherent order of colors in townscape are

defined as examining those forming factors in color patterns. As the

determining factors of houses' color selection are defined,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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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o identify the rules in forming a colorful scenery of towns.

The study compares definitively aesthetic values between self –

organic scenery and planed scenery to give a implication for

townscape management. The aesthetic value is first measured by

quantitative analysis following two traditional color harmony theories.

Traditional color theories are parallel to each other with an idea that

a color harmony occurs if one constituent of color is steady and the

other constituent changes in an orderly way. Both results of color

analysis show the autonomous color scape have a higher aesthetic

value then the planned one. The planning system has limited by

lacking hues and simple color combining rules. so that the color

harmony is hard to be made. A positive verification is also conducted

and reached the same result as the theoretical analysis.

◆ Keywords : color, townscape, autonomous, harmony, order

◆ Student Number : 2010-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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