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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발매된 

한국 음악 씨디 커버를 상으로 수집된 950종 

 825종의 이미지를 선별하여 스, 락, 랩&힙합, 발

라드의 4가지 장르별로 구분지어 시 별 색상 분석 

결과를 규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주조색의 추출과 

분석에는 KSCA(korea standard color analysis) 로

그램을 사용하여 각각의 앨범 자켓에서 5%이상 사용

된 주조색을 추출, 분석하 고 추출된 주조색의 알지

비(RGB) 값을 하루요시 나구모(南雲治嘉)의 색상분류 

4가지 존과 23가지 분류에 매칭시켜 빈도수를 정리

하 다. 한 발매년도를 2000년에서 2003년, 2004년

에서 2007년, 2008년에서 2011년으로 나 어 시 별 

색상 사용 빈도와 특징에 하여 알아보았다. 

주제어

씨디 커버, KSCA, 하루요시 컬러 이미지 

Abstract 

This paper amis to analyze color trends using the 

selected 825 images from 950 CD cover image collection 

(from January, 2000 to September, 2011) according to 

Korean pop music genre by the times. It is divided with 

four kinds of genre which includes: dance, rock, rap and 

hip hop, and ballads in order to identify the extraction 

and analysis of the dominant color. 

In the extraction and analysis of dominant color, we 

extract and analyze the dominant color which is used in 

more than 5% in each album cover using KSCA(Korea 

standard color analysis) program. And extracted dominant 

color in four color code zone and 23 of middle 

classification by Haruyoshi color classification.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requency of the use of color 

dividing the year of release in 2000 to 2003, 2004 to 

2007 and 2008 to 2011.

Keyword 

CD cover, KSCA, Haruyoshi colo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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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목

1990년  반 국내 가요 앨범 시장이 거 화되고 

씨디(compact disc)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씨디 커

버 디자인은 음반을 소개하고 매를 진하는 포장

고 형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술 작품으로서의 부가  역할도 가

지게 되었다(김성웅&김철기, 2011). 특히, 2000년 로 

어들면서 씨디의 소비량은 어들었지만 반면에 디

지털 기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의 감성 욕구

를 충족시키는 엠피쓰리 재생기(mp3 player)의 커버 

로우(cover flow) 기능이 새로이 두되었다. 커버 

로우는 삼차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앰피

쓰리 재생기나 타블렛 컴퓨터 등의 디지털 미디어 상

에서 음악 감상시에 마치 사용자가 직  씨디 커버를 

넘기는 듯한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게 해 주는 로

그램이다. 씨디 커버 디자인과 디지털 상의 커버 

로우 기능 모두 문화 상품이자 풍부한 문화  의미와 

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씨디의 커버 디자인은 교차  역의 하나로서 기

존의 제품 디자인과는 달리 문화, 음악, 디자인을 모

두 아우르고 있다. 즉 디자인의 형식, 내용, 개념 등

의 방면에서 볼 때 기존의 포장디자인과 포스터  

평면 디자인 제품들과도 구별되는 독특한 시각  심

미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성과 응용성 

측면에서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

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재 씨디 커버 디자인에서의 

색채 사용 트 드에 한 객 이며 체계 인 기  

 분석  근이 없어 향후 발 가능성 측면에 미비

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한 씨디 커버는 씨디에 

담긴 음악의 장르와 조화된 표 이 필수 임에도 불

구하고 그 지 못한 것이 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발매된 한국 음악 씨디 커버를 

상으로 스, 락, 랩&힙합 그리고 발라드의 총 4가

지 장르로 구분지어 카테고리화 한 후 각 분야에 

하여 사용된 색채를 감성형용사1)와 연계지어 분석하

고 살펴 으로써 시 별 색상 트 드를 나 어 보고

1) 감성형용사는 이미지스 일(image scale)이란 용어와 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미지스 일은 분석 상에 해 사용자

가 느끼는 공통감각을 감성공간상에 형용사로 표 한 치정립

도(positioning)를 말하며, 이러한 개념은 1966년 일본색채디자

인연구소의 설립이후 시게노부 고바야시에 의해 ‘색’에 해 느

끼는 사람들의 공통된 감각을 형용사로 표 한 이래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어 용되어왔다.

자 하는데 일차  목 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

로 향후 씨디 커버 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

움을 주고자 하는데 연구의 최종 목 이 있다.

1.2. 연구범

본 연구의 범 는 크게 연구 상의 선정  분류, 

주조색 추출, 추출된 주조색에 한 감성형용사 분류, 

트 드 분석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 상의 선정  분류를 하여 재 우

리나라에서 발매된 음반의 양을 고려할 때 매우 방

한 양을 감안하여 최근 약 10년간의 데이터를 상으

로 분석을 진행하 다. 즉, 2000년 1월부터 2011년 9

월까지 발매된 한민국 가요 씨디 커버 이미지 일 

950종을 수집한 후, 연구의 정확도를 하여 두 단계

의 사 분류 작업을 수행하 다. 1차 단계에서는 살

구색 등 특정 색채 편향이 짙은 인물 얼굴 사진 주

의 음반 커버와 음악장르와는 별개로 화나 드라마 

등에 삽입을 목 으로 발매된 오에스티(original 

sound track) 음반을 제외한 825종의 음반을 선정하

다. 2차 단계에서는 1차 단계를 거친 음반에 하

여 4가지 장르( 스 208종, 락 203종, 랩&힙합 212종, 

발라드202종)2)로 구분하여 카테고리화 하 다.

둘째, 앞 단계에서 선정된 4가지 장르별 분석 

상물에 하여 주조색3)을 추출하 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이미지에서 5% 이상 사용된 

색을 주조색으로 모두 추출하 으며, 만약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주조색이 95% 이상의 비 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두 번째 빈도를 갖는 색이 5% 

미만의 비 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색을 보조색

으로서 추출하여 분석의 상으로 사용하 다.

셋째, 추출된 주조색에 하여 하루요시 나구모

(이하 하루요시로 명명함)의 색상 분류를 기 으로 

감성형용사를 정리하 다. 여기서 용된 하루요시의 

색상 분류에서는 4가지 존과 23가지 분류의 범 를 

용하 다.      

1.3. 자료수집  분석

본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 상은 씨디 커버 이미

2) 음악의 장르는 재에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140여 

종 이상을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 많은 음악 장르들 

 성  상업성을 가장 잘 띠고 있는 스, 락, 랩&힙합, 

발라드의 네 가지 유형으로 한정지어 연구를 수행하 다.

3) 주조색이란 그림에서 수 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갖는 색이 

아닌, 여러 가지 색을 배색하 을 때 그  체 분 기를 이

끄는 지배 인 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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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분류 소분류

B

로맨틱

(romantic)

로맨틱한(romantic), 결백한(innocent), 

경쾌한(limber), 다정한(tender), 고요

한(calm), 평화로운(peaceful), 몽롱한

(dreamy), 환상 인(futuristic), 희망찬

(hopeful), 진보 (progressive)

엘 강스

(elegant)

우아한(elegant), 품 있는(graceful), 

여성스러운(feminine), 고상한(tasteful), 

멋진(dressy), 여성스러운(womanly), 

속한(kitschy)

내 럴

(natural)

자연 인(natural), 평화로운(peaceful),

평온한 (reposeful), 순진한(naive), 편

안한(homey), 친 한(intimate), 온화

한(clement), 세속 인(earthly), 생태학

인(ecological)

리티

(pretty)

쁜(pretty), 사랑스러운(endearing), 

유치한(childish), 사랑스러운(lovely), 

달콤한(sweet), 귀여운(cute)

클리어

(clear)

확실한(clear), 순수한(pure), 깨끗한

(clean), 산뜻한(neat), 아늑한(balmy), 

건조한(dry), 냉정한(cool-headed), 단

순한(simple), 보통의(plain), 밝은

(light), 상쾌한(refreshing)

지 문 웹 사이트인 메니아디비닷컴(maniadb.com)

을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향후 트 드 분석을 한 

시 별 기 을 세우기 하여 일반  시 분류 기

인 기, 기, 후기의 기 을 도입하 다. 즉 수집된 

데이터의 분포 기간인 12년을 4년 주기로 총 3개의 

기간으로 세분화하 다.

분석 과정에 용된 주조색 추출과정은 [그림1] 

의 한국표 색분석 로그램(korea standard color 

analysis, KSCA)을 사용하 으며, 상 이미지에서 

5%이상 쓰인 주조색을 이에스(KS) 표  색상, 엘에

이비(L*a*b*), 알지비(RGB), 그리고 씨엠와이 이

(CMYK) 값으로 추출 하 다. 한, 추출된 주조색을 

토 로 하루요시의 색상 분류 기 에 맞추어 감성형

용사를 도출하 으며 이를 시  기 을 척도로 각 

시 별 감성트 드를 추론하는데 활용하 다.

[그림 1] 한국표 색분석 로그램을 통한 주조색 추출

2. 련 연구

본 연구와 련하여 진행된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본 결과, 이미지 감성 형용사와 련된 연구로 김용

일(2001)의 연구, 감성 색채 분석을 한 감성 형용사 

수집 방법  배분 방법을 연구한 문은배(2002)의 연

구, 감성 색상을 이용한 텍스타일 상 검색을 연구

한 차은미 등(2007)의 연구,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나

타난 의상 색 이미지의 선택과 련된 손은하와 김재

호(2007)의 연구 등이 있었으며, 특히 차은미 등

(2007), 손은하와 김재호(2007)의 연구에서는 하루요시

의 컬러 이미지 차트에 나타난 감성형용사를 연구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색채의 감

성 요소를 활용하기 하여 선행 련 연구들에서도 

사용하 던 하루요시 이미지 스 일을 용하 다. 

이러한 하루요시 이미지 스 일에 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루요시는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여러 색이 지

니고 있는 이미지를 언어로 표 하도록 하여 y좌표를 

신(新)·구( )로 하고, x 좌표를 강(强)·약(弱)으로 설

정하여 주요색 이름에 알지비 값과 배색정보를 부여

하 다. 즉 [그림 2]와 같이 하루요시의 방식은 사사

분면을 기 으로 세로축은 신·구에 해당하는 시간, 

가로축은 강·약에 해당하는 에 지를 표시하고 있으

며 이 축을 기 으로 크게 4개의 역으로 나 었으

며 각 역에 하여 명칭을 B(budding), G(growth), 

R(ripen), W(withering) 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

기서 명명한 B 역은 ‘발아’를, G 역은 ‘성장’을, R

역은 ‘원숙함’을, W 역은 ‘생기 잃음’을 각각 나타

낸다. 각각의 역에는 23개의 표  그룹이 있고 각 

그룹에는 연결된 160개의 이미지 언어가 있다. 

[그림 2] 하루요시 이미지 스 일의 사사분면 역

[표 1]은 본 논문에서 용한 하루요시가 제시한 

4가지 역별 배색 이미지 분류표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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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캐쥬얼

(casual)

무신한(casual), 부산한(bustling), 즐거

운(merry), 즐거운(pleasant), 미친

(crazy), 웃기는(comical), 쉬운(easy), 

헐 한(loose), 모험 인(adventure)

후 쉬

(fresh)

신선한(fresh), 은(youthful), 바삭한

(crispy), 도로의(street), 쾌활한

(feel-pleasant), 건강한(healthy), 꾸

한(steady), 진화하는(evolution)

스포티

(sporty)

스포츠 인(sporty), 활동 인(active), 

담한(daring), 정 인(positive), 힙

합의(hip-hop), 축제의(carnival)

다이나믹

(dynamic)

역동 인(dynamic), 강렬한(intense), 

폭력 인(violent),환각의(psychedelic), 

충동 인(impulse)

아방가르드

(avant-garde)

(avant-garde), 명의

(revolutionary), 즐거운(joy), 낙 인

(optimistic), 별난(eccentric), 획기 인

(epoch)

R

고져스

(gorgeous)

멋진(gorgeous), 고 의(deluxe), 럭셔

리한(luxurious), 야한(flamboyant), 

단한(brilliant)

섹시

(glamourous)

화려한(glamourous), 정복(coquettish), 

에로틱한(erotic), 가득찬(full), 달콤한

(mellow), 맛있는(delicious), 매끈한

(smooth), 향이좋은(aromatic), 성인의

(adult), 황홀한(ecstasy), 곡 의

(acrobatic)

에스닉

(ethnic)

민족의(ethnic), 토박이의(native), 뜨거

운(hot), 시큼한(sour), 쓴(bitter), 이국

인(exotic), 반어 인(ironic)

와일드

(wild)

거친(wild), 고르지 않은(rough), 억센

(sturdy), 시골의(rustic), 아 로스타일

의(afro), 군 의(army)

W

모던

(modern)

인(modern), 날카로운(sharp), 지

인(intellectual),기계 인(mechanical), 

혼합의(hybrid), 세련된(polished)

노블

(noble)

고결한(noble), 엄있는(dignified), 숭

고한(sublime), 가치있는(valuable), 정

제된(refined), 경의(homage), 단한

(excellent)

시크

(chic)

세련된(chic), 패셔 블한(fashionable), 

스타일리쉬(stylish), 기이한

(mysterious), 엄청난(profound), 조용

한(quiet), 장 한(cosmic), 자연 인

(occult)

쿨(cool)

시원한(cool), 추운(cold), 속도감있는

(speedy), 도시 인(urban), 해군의

(navy)

포말

(formal)

공 인(formal), 공식 인(official), 심

각한(serious), 공손한(courtesy), 완강

한(obstinate)

디

(dandy)

멋진(dandy), 심 한(quiet&simple), 

고요한(calm), 실의(practical), 혼란

(chaos)

클래식

(classic)

클래식한(classic), 깊은(deep), 통의

(traditional), 보존(conservative), 딱딱

한(solid), 남자다운(manly), 비방

(slender)

수수하다

(plain)

보통의(plain), 시골의(rural), 검소한

(frugal), 아시아의(asiatic), 메마른

(withered), 먼지(grunge), 싼(cheap)

비

(pessimistic)

최악의(pessimistic), 비극(tragic), 외로

운(lonely)

[표 1] 하루요시의 배색이미지 분류

3. 색상 분석, 분류  정리 방법

3.1. 분석 데이터

앞서 1.2 과 1.3 에서 언 하 듯이 본 논문에서 

분석의 상으로 최종 선정한 이미지 데이터는 4가지 

장르로 분류되어 있는 총 825개의 씨디 커버 이미지

이다. 데이터의 효율  분석을 하여 825개의 이미

지에 하여 [그림 3]과 같이 코드북(code book)4) 개

념을 도입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 다.

[그림 3] 코드북

코드북에는 분석에 사용된 이미지를 상으로 [그

림 3]과 같이 부호화하여 분류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

다. 코드북 생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 스, 락, 

랩&힙합, 발라드의 네 가지 장르를 D, R, H, B의 네 

가지 알 벳으로 나타내고 가수의 이름을 세 자리의 

알 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표기하 다. 한 앨범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두 자리의 알 벳으로 표기하 고 

마지막으로 발매 연도를 네 자리 숫자로 표기하여 

[그림 4]와 같이 나타내었다. 를 들어 2011년 발매

된 마이티 마우스의 랩&힙합 디지털 싱  앨범의 경

우 'H_MTM_DS_2011' 로 표기한다. 

4) 코드북이란 부호화 작업의 안내서이며 부호의 리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도 요한 안내서 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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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앨범 표기법

3.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이미지를 상으로 주조색 추출 과정을 거

치게 되는데 이는 한국표 색분석 로그램을 사용하

여 수집된 각각의 씨디 커버에서 색상값을 추출함으

로써 이루어졌다. 추출된 색상값의 체계  분류를 

해 이에스색 이름에 따라 무채색과 붉은색 계열, 

보라색 계열, 푸른색 계열, 노란색 계열의 4가지 계열

과 그 간값 4가지 계열 등 9가지 색상 계열로 분류

하여 장르에 따른 사용 색상 빈도를 분석하 다. 

[그림 5] 발라드 장르 감성분류 용의 (일부 발췌)

그리고 분류된 색상에 해 느껴지는 감성 인 느

낌을 살펴보기 하여 추출된 주조색에 한 하루요

시의 ‘컬러 이미지 차트’ 감성분류를 용하 다. 추

출된 주조색의 알지비 값을 하루요시 이미지 스 일

의 감성 형용사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컬러의 알지

비 값을 [그림 5]와 같이 색상의 알지비 코드, 하루요

시 이미지 스 일의 4가지 역(존)과 분류, 소분류

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감성

형용사의 추출  분류를 하여 2 에서 제시한 [표 

1]의 분류표를 기 으로 손은하, 김재호(2007)의 연구

에서 사용한 알지비 코드에 한 하루요시 감성형용

사 매칭 방법을 용하 다. 즉 씨디 커버에서 추출

된 알지비 값과 23개의 표  그룹을 매칭하여 분류하

다. 이러한 매칭 결과를 기반으로 시 의 흐름에 

따른 앨범 커버 디자인에서의 색상의 사용 트 드를 

살펴보기 하여 추출된 색상값을 · ·후기의 분류

체계에 따른 기(2000년부터 2003년), 기(2004년부

터 2007년), 후기(2008년부터 2011년)의 4년 주기 3개

의 기간으로 재정리 후 각 기간별로 사용된 색상의 

빈도를 알아보았다. [그림 6]은 본 연구의 연구 방법

을 정리한 흐름도이다.

[그림 6] 데이터 정리  자료 분석 방법 흐름도

4. 색상 분석 결과

4.1. 스 장르 색상 분석 결과

[그림 7]은 총 208종의 스 장르 씨디 커버에 

한 주조색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붉은색 계열 색상의 비 이 24.63%로 가장 높았

고 무채색 계열 21.4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노란색 

계열의 색상 11.67%, 란색 계열의 색상 9.37%, 노

란색-붉은색 계열의 색상 5.75%, 보라색- 란색 계열

의 색상 8.43% 등 여러 색상이 고루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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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 장르 주조색 분석

한 추출된 색상을 하루요시 배색이미지에 용

한 결과 [그림 8]와 같이 여러 색상이 두루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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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B, G, R, W 모든 역에서 다양한 감성형용사

가 고른 분포로 도출 되었다. 소분류에 따른 감성  

요소로는 로맨틱, 스포틱, 다이나믹, 섹시, 모던, 쿨, 

디 등의 감성형용사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이는 

스라는 음악 장르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느낌을 여러 

색상으로 고루 사용하여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분석

된다.

[그림 8] 스 장르 하루요시 배색이미지 분류

4.2. 락 장르 색상 분석 결과

총 203종의 락 장르 씨디 커버에 한 주조색 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9]와 같이 붉은색 계열 색

상이 36.28%의 큰 비 으로 약 35% 비율의 무채색 

계열의 색상보다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고 노란색 

계열 색상이 14.1%, 다음으로 보라색 계열의 색상과 

보라색- 란색 계열, 그리고 란색 계열 색상 등의 

순서로 사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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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락 장르 주조색 분석

한 추출된 색상을 하루요시 배색이미지에 용

한 결과 도출된 감성 형용사로는 붉은색 계열 색상의 

비 이 가장 큰 만큼 다이나믹, 캐주얼, 아방가르드 

등의 G 역에 해당하는 감성형용사의 비 이 가장 

높았고 모던, 시크, 쿨 등 무채색 계열의 W존 감성 

형용사 비율이 뒤를 이었다([그림 10] 참조). 이는 강

렬하고 무거운 락 음악 장르의 특성을 반 하기 하

여 붉은색 계열과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0] 락 장르 하루요시 배색이미지 분류

4.3. 랩&힙합 장르 색상 분석 결과

총 212종의 랩&힙합 장르 씨디 커버에 한 주조

색 색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11]과 같이 무

채색의 비 이 약 51.08%에 달하는 반 이상의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고 붉은색 계열과 보라색 계열

의 색상이 22.36%의 비율로 뒤이었으며 노란색 계열 

14.92% 등의 색상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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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랩&힙합 장르 주조색 분석

한 [그림 12]에서와 같이 하루요시의 배색이미

지 분류를 용해본 결과 무채색이 압도 으로 사용

된 만큼 W 역에 해당하는 감성형용사의 비율이 다

른 역에 비하여 높은 특징이 있었다. 한 소분류

에 의한 감성 요소로는 모던, 노블, 시크, 쿨 등의 느

낌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이는 어두움과 반항, 일탈 

등을 표 하는 힙합 장르를 표 하기 하여 부분 

무채색을 사용하고 붉은색 계열과 노란색 계열의 색

상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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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랩&힙합 장르 하루요시 배색이미지 분류

4.4. 발라드 장르 색상 분석 결과

총 202종의 발라드 장르 씨디 커버에 한 주조색 

색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13]과 같이 무채색

의 비 이 32.9%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고 노란

색 계열 16.4%, 붉은색 계열 16.3%, 그리고 노란색-붉

은색 계열의 색상이 약 27%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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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발라드 장르 주조색 분석

[그림 14] 발라드 장르 하루요시 배색이미지 분류

한 [그림 14]에서와 같이 추출된 색상을 하루요

시 배색이미지에 용해본 결과, 노란색계열과 붉은

색 계열의 색상이 약 59.7%의 높은 비 으로 사용된 

만큼 B 역에 해당하는 감성형용사의 비율이 가장 

컸으며 소분류에 의한 감성 요소로는 로맨틱, 엘 강

스 등의 형용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

랑이야기와 슬픔을 담은 발라드 장르의 특성을 나타

내기 하여 붉은색 색상과 노란색 색상을 혼용한 것

으로 분석된다.

4.5. 시 별 색상 분석 결과

4.5.1. 스 장르 시 별 색상 분석 결과

스 장르의 시 별 색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에는 [그림 15]에서와 같이 32종의 앨범에서 무

채색이 29.71%의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라

색- 란색 계열의 색상과 붉은색 계열의 색상, 노란색

-붉은색 계열, 보라색 계열, 그리고 란색 계열의 색

상이 10% 안 의 비 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살

펴볼 수 있고, 기에는 42종의 앨범에서 무채색 계

열의 색상이 22.49%의 비 으로 어든 반면 보라색-

란색 계열의 색상과 노란색 계열의 색상이 각각 약 

20%의 비 으로 늘어났고, 노란색-붉은색 계열의 색

상과 붉은색 계열의 색상도 기보다 비 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후기에는 134종의 앨범에서 붉은색 

계열의 색상이 폭 늘어나 21.45%의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무채색의 비 이 15.97%로 어들었

다. 노란색 계열의 색상, 록색-노란색 계열의 색상, 

그리고 란색 계열의 색상이 10% 안 의 비 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색상들도 5% 안 의 비 으로 골

고루 사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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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스 장르 시 별 색상분석표

4.5.2. 락 장르 시 별 색상 분석 결과

락 장르의 시 별 색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

  시 에 걸쳐 무채색과  붉은색 계열의 색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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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되었다는 공통 이 있었다.

[그림 16] 락 장르 시 별 색상분석

[그림 16]과 같이 기에는 49종의 앨범에서 붉은

색 계열과 보라색 계열, 그리고 붉은색-보라색 계열의 

색상이 많은 비 으로 사용되어지다가 기에 들어 

55종의 앨범에서 붉은색-보라색 계열 색상의 사용이 

어들었고 후기에는 99종의 앨범에서 붉은색-보라색 

색상과 보라색 색상 모두의 사용이 히 어든 특

징이 있었다. 노란색와 노란색-붉은색 계열의 색상이 

꾸 히 20% 안 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특이 도 

찰되었다.

4.5.3. 랩&힙합 장르 시 별 색상 분석 결과

랩&힙합 장르는 시 에 걸쳐 무채색 계열의 색

상 사용 비 이 가장 컸으며, [그림 17]과 같이 기

에는 31종의 앨범에서 붉은색 계열, 보라색 계열, 보

라색-붉은색 계열, 노란색 계열, 노란색-붉은색 계열 

색상 등이 고루 사용되었지만 기에는 52종의 앨범

에서 무채색 사용 비 이 65%를 넘어서며 나머지 계

열의 색상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7] 랩&힙합 장르 시 별 색상분석

그리고 후기에는 128종의 앨범에서 붉은색 계열과 

노란색 계열의 색상이 각각 15%이상 사용되며 무채

색의 사용 비 이 50% 아래로 떨어진 을 찰할 

수 있었다.

4.5.4. 발라드 장르 시 별 색상 분석 결과

발라드 장르의 시 별 색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와 후기에 무채색이 35%이상 사용되었고 [그림 

18]에서와 같이 기에는 44종의 앨범에서 보라색 계

열과 보라색- 란색 계열, 노란색 계열과 노란색-붉은

색 계열의 색상이 15% 안 으로 고루 사용되었지만 

후기에는 86종의 앨범에서 보라색 계열과 보라색-

란색 계열의 색상 사용 비 이 히 어들며 노란

색-붉은색 계열 색상의 사용이 늘어난 이 찰되었

다. 기에는 72종의 앨범에서 무채색의 사용 비 이 

폭 어들며 노란색-붉은색 계열의 색상이 40%이

상 사용된 특징이 있었다.

[그림 18] 랩&힙합 장르 시 별 색상분석

4.6. 색상 분석 결과 논의

장르별 색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서 음악 장르에 

따른 커버 이미지의 색채 사용에 각각의 특징이 있다

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되었다.  장르에 걸

친 공통 으로는 개의 경우 무채색의 추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힙합 장르

에서의 장르별 특성을 나타내기 한 사용을 제외하

고는 바탕색에 무채색 계열의 색상이 많이 쓰인 이유

로 사료된다. 따라서 인 수치보다 상  색채 

사용 빈도를 비교해보면 각 장르간의 색채 사용에 따

른 특성을 명확히 악할 수 있다. 이를 하여 각 

장르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 장르의 색채 사용 특성의 경우 타 장

르에서는 35% 이상 사용되는 무채색의 사용 빈도가 

약 20% 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반면에 거의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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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란색 계열 색상과 록색 계열의 색상 

사용 빈도가 높은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하루요시 

배색이미지 분류에서는 로맨틱, 스포틱, 다이나믹, 섹

시, 모던, 쿨, 디 등의 감성언어가 추출되었는데 이

는 여러 개의 하 분류로 다양하게 나 어지는 장르

의 특성상 다양한 음악  느낌을 나타내기 한 시도

로써 다양한 분류의 색상이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둘째, 락 장르의 색채 사용 특성의 경우 다른 장

르와는 달리 붉은색 계열 색상이 36.28%의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요시 배색이미

지 분류에서는 다이나믹, 캐주얼, 시크, 아방가르드, 

모던, 쿨 등의 감성언어가 추출되었는데 이는 강렬하

고 무거운 락 음악 장르의 특성을 반 하기 해 붉

은색 계통의 색상을 사용한 결과로 분석되어진다.  

셋째, 랩&힙합 장르의 색채 사용 특성은 다른 장

르에서 25%~35%를 차지하는 무채색의 비 이 50% 

이상의 큰 비 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붉은색 계열 

색상과 노란색 계열 색상이 각각 15% 안 의 비 을 

차지하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어두움과 반

항, 일탈 등을 표 하는 힙합 장르를 표 하기 함

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요시 배색이미지 분류

에서는 모던, 노블, 시크, 쿨 등의 감성언어가 추출되

었는데 이는 어두움과 반항, 일탈 등을 표 하는 힙

합 장르를 표 하기 하여 부분 무채색을 사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넷째, 발라드 장르의 색채 사용 특성에 하여 살

펴보면 무채색의 비 이 32.9%로 가장 높았지만 타 

장르와는 다르게 노란색 계열 색상, 붉은색 계열 색

상, 그리고 노란색-붉은색 색상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 차이 이 있었다. 그리고 하루요시 배색이미

지 분류에서는 로맨틱, 엘 강스 등의 감성언어가 추

출되었는데 이는 사랑이야기와 슬픔을 변하는 발라

드 장르의 특성을 표 하기 하여 갈색 계열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보여 진다.

이상 살펴본 색상 분석 결과로 보아 스, 락, 랩

&힙합, 발라드 각각 장르의 정의, 그리고 음악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시각 으로 나타내기 한 방법으로 

씨디 커버 색상이 선택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제언

수 많은 디자인 분야들  그래픽 디자인의 한 분

야로 음반 씨디 커버 디자인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

나 여타 그래픽 디자인 분야와 달리 음반 커버의 경

우 음반 속에 담긴 음악의 느낌을 최 한 살리면서 

디자인하기 해서는 음악의 느낌에 한 감성  

근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다행히도 근래

에 들어 이러한 감성 디자인 분야가 많은 각 을 받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 많은 생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디자인 분야에서의 감성색

채의 사용은 아직까지 체계 이며 과학 인 근거에 

기반한 객 성을 띠기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감성이라는 분야는 인간의 심리 인 측면에서 느끼는 

주  측면이 강한 분야라서 이를 과학화 한다는 데

는 이견을 갖는 주장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과학 인 분석 방법을 

인간의 감성  측면에 결합하여 감성과학의 에서 

바라본다면 더 풍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폭제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약 10여 년간 국내 음반

시장에서 씨디 커버 디자인이 어떠한 형태를 띠며 진

행되어왔는지 그 트 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디자인

의 흐름을 측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고자 하

다. 분석 결과 기, 기, 후기로 나 었던 세 분기

별로 각각의 장르와 분기에 따른 색채 사용 특성에 

따른 차이 이 존재함을 명확히 발견할 수 있었다. 

를 들어, 락 장르의 경우 시 별 분류  기의 

경우 ·후기에 비하여 무채색 계열의 사용이 상

으로 낮음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락 장르에 어떤 내·외부  요인이 있었을까 추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장르별로 색

채 사용의 변화를 근거로 감성  변화를 확인함으로

써 그 원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결과에 하여 그 시기에 시 으로 

발생한 사건들과 연계하여 살펴본다면 왜 그러한 색

채  경향이 있었는지를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연구

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의 결과

를 토 로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 있어 수치 , 과학

 분석에 기반한 객 인 분석 차를 목함으로

써 감성  요소에 기반한 색채 선택 등 다양한 형태

의 생 연구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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