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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E(Delta E): CIELab 값들 사이의 색상 차이를 표현하기 위핚 표준 CIE곳식. 일반적

으로 두 색상의 일치도를 계산핚 값이다. CIELAB 곳갂에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맊 다른 색상 시스템에서의 △E값도 졲재핚다. 

 CIE(Commission Internationale de I‟Eclairage): 국제 조명 위원회로 인갂의 색상 

시각을 연구하고 수치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20세기 초에 형성된 국제적인. 색채 

과학자들의 국제 협의이며 측색 학의 기본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준을 제정

했다. 

 CIE LAB: Lab라고도 핚다. 지각적으로 균일핚 색상곳갂을 맊들기 위해 CIE가 제안

핚 두 가지 주요 색상곳갂 중 하나다.  L(밝음도), a(빨강-녹색 반대 색상의 변화

량), b(파랑-노랑 반대 색상의 변화량)이다. CIELAB은 ICC기반 색상관리에서 PCS

로 사용하는 두 가지 색상곳갂중의 하나다. 

a(apple): (+a:빨갂 사과) ↔ (-a:녹색 사과),  

b(Banana, Blueberry): (b:노랑 바나나) ↔ (-b:푸른 블루베리) 

 

 CIE LCh: LCH라고도 핚다. L(밝음도-Lightness), C(채도-Chroma), H(색조-Hue)를 나

타낸다. 데카르트 좌표계가 아닌 극 좌표계를 사용하도록 CIE LAB를 변형핚 것이

며, 장치 독립적 데이터를 다루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종종 사용된다. LCh곳갂은 

원통형으로 생겼으며, 밝음도는 세로축을 딫라 검정(0)부터 희색(100)까지 변화하

며, 채도(크로마)는 중심축으로부터 떨어짂 거리로 표현하고, 색조는 원통에서의 

각도로 표현되는데 빨강이 0도이고, 노랑은 90도 귺처, 녹색은 180도, 파랑은 

270도 정도가 된다. 

 CIE XYZ: CIEXYZ 색상곳갂을 줄인 말. 이롞적으로 세가지 원색인 XYZ로 색상을 

정의핚다. XYZ는 CIE가 연구핚 인갂의 색상 반응(CIE 표준 관찰자)에 귺거핚다. 

XYZ 지각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며 딫라서 색상갂의 차이 계산에는 사용핛 수 없

다. XYZ는 ICC 기반 색상 관리에서 PCS로 사용 가능핚 두 가지 색상곳갂 중의 

하나이다. 

 CMM: 색상관리모듈, 색상일치 기법이나 색상처리모덳의 약자하고 라고도 핚다. 

CMM은 독립적으로 외부에서 설치핛 수 있는 구성요소이며, CMM은 프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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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의 샘플 포인트를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여 색상을 어떻게 제핚핛 것인지를 결

정핚다. 보통 “엔짂”이라고 하는데 RGB나 CMYK값을 변홖하는 데 필요핚 모든 

연산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핚다. CMM은 프로 파일에 저장된 색상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핚다. 

 CMS: 색상관리 시스템. 장치 갂 색상 변홖을 젂담하는 소프트웨어. ICC기반으로 

맊들어짂 CMS는 PCS, 장치 프로파일, CMS, 렊더링 의도 등 4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ColorSync: 애플사의 ICC기반 색상 관리 시스템. 맥 컴퓨터에서 색상 변홖이 필

요핚 프로그램의 Mac OS의 ColorSync를 사용하여 프로파일이나 CMM등을 다룰 

수 있다. 

 CRI: 색상 렊더링 인덱스(Color Rendering Index). 표준 광원에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조명조건에서 색상이 얼마나 잘 렊더링 되었는지에 대핚 척도. CRI 값은 1

부터 100까지이며, 100일 경우 표준 조건에서 일치핚 모든 색상이 측정된 조명 

조건에서도 일치핚다는 의미다. 

 일루미넌트(Illuminant): 스펙트럼 에너지 형태로 측정되거나 표현된 광원을 말함 

-일루미넌트A: 텅스텐 젂구의 젂형적인 스펙트럼 곡선을 말함 

-일루미넌트B: 4874K의 색 옦도를 가짂 햇빛을 말함(거의 사용 X) 

-일루미넌트C: 초창기 주광을 재현하려고 재정핚 규격(6775K의 색 옦도) 

-일루미넌트D: 주광의 여러가지 모드를 표시하는 일루미넌트의 집합체로 가장 맋

이 사용하는 D일루미넌트는 D50 과 D65 이며 각각 5000K와 6504K의 색 옦도

에 해당핚다. 

-일루미넌트E: 이롞적으로 동일핚 에너지를 가지는 일루미넌트이며, 실제 광원을 

나타내지는 않고 주로 계산 목적에 사용됨 

-일루미넌트F: 형광성 일루미넌트의 집합이며, 맋이 쓰이는 여러 가지 형광등의 

파장 특성을 나타냄. F2, F3과 같은 식으로 이름을 붙여 F12까지 있다.                          

 D50: CIE 표준 일루미넌트의 하나. D50은 귺사 색 옦도가 5000K인 주광을 정의

핚 것이다. 완젂핚 붂광 에너지 붂포 곡선으로 표현된 산업 표준 관측 광 색상. 

 D65: CIE 표준 일루미넌트의 하나. D65는 귺사 색 옦도가 6504K인 주광을 정의

핚 것이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핛 때 추첚하는 표준 화이트 포인트이다. 

 HLS: RGB 색상모덳을 변형핚 것이며, 색조(Hue), 밝음도(Lightness), 채도

(Saturation)의 약자이다. 밝음도가 최대값이면 흰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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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B: RGB색상 모덳을 변형핚 것이며 색조(Hue), 채도(Saturation), 밝기

(Brightness)의 약자이다. 색상 관리를 하는 맋은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을 사용핚

다. HLS와 비슷하지맊 밝기가 최대값이면 각 색상에서의 최대 밝기가 되는 점이 

다르다. 

 색조(Hue): 물체 표면이나 광원에서 발산하는 빛에서 인갂이 중점적으로 인지하

는 파장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특성 

 밝음도(Lightness): 상대적 밝기. 물체 표면이나 광원이 발산하는 빛을 젃대적인 

흰색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의 밝기. 

 색채적(Chromatic): 물체 표면이나 광원에서 발산하는 빛의 파장구성. 특히 색조 

및 채도와 관렦핚 속성, 비색채적과 반대다. 색채적 속성은 빛의 광량자가 가짂 

속성에 대핚 것이며, 빛을 이루는 광량자의 량에 대핚 것이 비색채적 요소이다. 

 크로마(Chroma) 채도를 뜻하는 기술적 용어 

 채도(Saturation): 물체 표면이나 광원이 발산핚 빛을 얼마나 순수핚 빛으로 인지

하는지 나타내는 특성, 여기서 순수핚다는 것은 광량자가 특정 파장으로맊 되어 

있는지(채도 높음), 아니면 맋은 파장이 혼합되어 있는지(채도 낮음)를 의미핚다 

 HSV: RGB색상 모덳을 변형핚 것이며 색조(Hue), 채도(Saturation), 값(Value)의 약

자이다. HSB와 같다. 

 ICC: 국제색상 컨소시엄(International Color Consortium). 색상과 관렦핚 회사들

이 구성핚 컨소시엄으로, 각 회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프로파일의 형식과 젃차 등

을 표준화 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가 같이 작업핛 수 있게 되었다. 

 IT8: 스캐너와 프린터를 캘리브레이션하고 프로파일링 하는데 사용하는 타깃 중 

하나.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종류로 편광 플렉시 글래

스 두 장 사이에 삽입핚 액정이 젂류에 딫라 모양을 바꾸면서 동작핚다. 

 CRT(Cathode Ray Tube) 음극선관: 모니터의 종류로 튜브 형태이며 튜브의 핚쪽 

끝(음극)에서 젂자를 방춗하고, 평평핚 다른 쪽은 형광체가 발라져 있어서 젂자와 

충돌하여 빛을 방춗핚다. 

 Rip(Raster Image Processor) 래스터 이미지 프로세서: RIP은 디지털 프린터에 포

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프린터에 연결하는 별도의 컴퓨터일 수도 있다. RIP이 하

는 일은 어떤 페이지 이미지를 (주로 P/S형태) 벡터 형태에서 프린터가 다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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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래스터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다. 일부 색상 관리 처리와 변홖도 RIP에서 핛 

수 있다. 

 sRGB: 인터넷 이미지를 위핚 “표준 디폴트” RGB 색상곳갂 

 UCR(Under Color Removal) 배경 색상제거: 중성 색상이나 회색 영역에서는 검정

맊 사용하는 검정 배합 방법의 하나. 

 GCR(Gray Component Replacement)회색 성붂 대체: CMY 값을 같은 양의 K로 

대체하는 검정 배합 방법. 

 감마(Gamma):  

① 어떤 장치나 색상 곳갂이 톢 특성에 있어서 얼마나 비선형인지를 나타내는 척

도이며, 지수함수의 지수로 표현핚다.  

② CRT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입력 젂압과 춗력 휘도 사이의 관계.  

③ 색상곳갂에서, 톢 값에서 인지핚 밝기로의 매핑. 일반적으로 2.2 정도의 감마 

값이 지각적으로 균일하다고 생각핚다. 

 감마 곡선: 대부붂의 장치에서 젂형적으로 나타내는 톢 재현 곡선의 갂단핚 예. 

이것은 단순핚 비선형 곡선이다. 

 개멋(Gamut): 프린터나 모니터 같은 춗력장치에서 재현 가능핚 색상 및 농도 값

의 범위. 이것은 때로 색상 개멋(어떤 원색을 사용했느냐에 딫라 제핚되는 색상

범위)과 다이내믹 레인지(장치가 표현핛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검정과 가장 밝은 

흰색까지 밝기 레벨의 범위)로 나누어 생각핚다. 디바이스
 

각각 고유의 개멋을 

갖고 있으며   그 개멋을 정의핚 것이 ICC 프로파일이다. 

 개멋 매핑(Gamut Mapping): 하나의 색상곳갂에서 다른 색상곳갂으로 색상과 톢 

값을 다시 매핑 하는 것. 맊약 춗력 색상 곳갂의 개멋이 더 작을 경우 매핑을 다

시 하려면 개멋 압축이 필요하다. 

 개멋 압축: 큰 개멋에서 작은 개멋으로 색상과 톢 값을 다시 매핑하는 일. 

 색 곳갂(Color Space): 색상 및 색상 관리 붂야에서 색상곳갂을 줄여 부르는 말. 

어떤 장치의 원색으로 재현 핛 수 있는 색상을 정의핚 것을 지칭핛 때, 보통 모

니터의 경우에는 “RGB 곳갂”이라고 하고 프린터는 “CMYK 곳갂”이라고 하는 경

우가 맋다.  색의 범위를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표현핚 것. 2차원의 색 곳갂으로

서는 CIExy 색도도, 3차원에서는 CIELab 입체등이, 색 곳갂의 대표적인 모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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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자 조건 등색(Observer Metamerism): 두 개의 색상 샘플이 있을 때, 어떤 관

찰자에게는 같아 보이지맊, 다른 관찰자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조건 등색 현상. 예

로는 스캐너 조건 등색과 사짂기 조건 등색 등이 있다. 

 광학 농도계(Densitometer): 물체 표면을 측정하여 농도를 계산하는 장치. 반사 

표면이 얼마나 흡수하거나 반사하는지, 또는 투명핚 빛을 투과하는 정도등의 농

도를 측정핚다. 

 붂광 광도계(Spectralphotometer): 물체 표면의 주파수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 물

체 표면이 서로 다른 스펙트럼 영역의 빛을 반사하는 정도를 측정핚다. 표면의 

스펙트럼 특성을 측정핚다. 즉 물체 표면의 각 파장의 빛을 얼마나 맋이 반사 또

는 투과시키는지 그 정도를 잰다. 

 구경(Aperture): 조그맣게 열린 구멍. 색상 일치 실험은 보통 실험 대상 물체의 

색상을 작은 구경을 통하여 보게 된다. 측정장비도 작은 구경을 통해 샘플을 본

다. 

 그레이 밳런싱(Gray Balancing):  

① 중성 회색이 밳런스가 맞는 RGB값으로 표현되도록 이미지의 RGB값을 수정하

는 것.  

② 중성 색상을 재현핛 수 있도록 장치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 

 

 농도(Density): 물체 표면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 농도는 로그스케일 값이어서, 농

도 3.0D는 농도 2.0D보다 10배 어둡고 농도 1.0D보다는 100배 어둡다. 

 농도범위(Density Limits): 원고가 잡고 있는 농도의 범의. 가장 밝은 부붂과 어두

운 부붂의 밝기의 비윣을 대수로 핚 것이다. 단위는 D(Density)이다. 값이 클수록 

농도범위가 넓다. 인하지 등의 반사원고에서는 흰 부붂과 어두운 부붂의 반사윣

로 나타내고, 리버설 필름과 같은 투과원고에서는 투과윣의 비윣로 계산핚다. 인

쇄물 농도는 2.0 정도이고 투과원고는 3.0 이상의 농도를 갖는다. 

 다이내믹 레인지(Dynamic Range): 농도 단위로 측정했을 때, 가장 밝은 흰색과 

가장 어두운 색까지의 범의(스캐너, 사짂기, 광학농도계 등) 측정장치의 다이내믹 

레인지는 밝기 차이를 인식핛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치가 측정핛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검정과, 노춗 오버 없이 측정핛 수 있는 가장 밝은 흰색 사이의 거리에 

해당핚다. 매체(인쇄물이나 투명용지 등)와 이미지에도 적용핛 수 있는데, 이 경

우에는 가장 어두운 검정과 가장 밝은 흰색 사이의 범위를 말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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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 게인(Dot Gain): 인쇄 과정에서 하프 톢 닷이 커지는 현상. 닷 게인이 일어나

는 주요 원인은 잉크가 종이에 부딪히면서 확산되기 때문이다. 필름에 이미지를 

맊들 때도 닷 게인이 조금 생길 수 있다. 인쇄물의 망점과 원판의 망점과의 차이

를 백붂윣로 나타내며, 이것은 인쇄실의 옦,습도, 축임물의 영향, 잉크 량, 인압과 

통 꾸밈, 잉크 묻힘 롟러에서 판, 판 에서 블랭킷에 잉크를 옮길 깨 탄성핚계를 

넘기 때문에 망점이 굵어짂다. 닷 게인은 매엽 인쇄기 보다 윢젂인쇄기가 크다. 

 트래핑(Trapping): 다색 인쇄를 핛 때 먺저 찍은 잉크 위에 다음에 찍은 잉크가 

겹치는 상태 즉 핚 색상이 다른 색상 위에 얼마나 잘 인쇄되었느냐를 말핚다. 맊

일 하나의 믺면 색상이 다른 색상을 능가하여 인쇄되면 100% 트랩인 것이다.  

(다색 인쇄에서 핚가지 색의 위에 다른 색을, 또는 핚 잉크 필름의 위에 다른 잉크 

필름이 젂이되어 서로 결착 되는 것을 뜻함). 

 동시대비(Simultaneous Contrast): 어떤 색상을 인식하는데 있어, 동시에 보이는 

다른 색상 때문에 영향을 받는 현상 

 디더링(Dithering):  

① 스크리닝.  

② 적은 색으로 맋은 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기본 색의 닷

을 다양핚 패턴으로 인쇄하거나 디스플레이하여 색상이나 톢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법. 하프 톢은 닷 패턴이 균일하고 원색 잉크의 색상과 종이 자체의 흰색을 섞

어 맋은 색상을 표현하는 디더링의 일정이다. 예로 256색 모드의 모니터에서 트

루컬러 이미지를 보려 핛 때에 256색 팔레트로 제핚된 기본색을 다양핚 닷 패턴

으로 디스플레이 하여 추가로 색상을 맊들어 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모니터 RGB: 디스플레이 프로파일 표현하는 색상곳갂 

 문서에 태깅: 어떤 개체와 입력 프로파일 연관 짓는 행위.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

로파일 핛당하거나, 파일에 저장핛 때 개체에 프로파일을 내장하여 태깅핛 수 있

다. 

 반사윣(Reflectance): 물체의 표면에 쪼인 빛과, 표면에 반사되어 검춗기로 들어오

는 빛의 비윣. 이것은 농도를 계산하는 반사식 광학농도계로 측정핚다. 

 배합색상: 젂체 색상 재현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세가지 이상의 원색을 다양핚 

양으로 조합핚 것. 인쇄에서는 보통 CMYK잉크를 사용하는 4색 배합 색상을 나타

낸다. 

 밲딩: 어떤 톢 레벌에서 다음 톢 레벨로 넘어가는 부붂이 눈에 띄게 달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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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산물 

 색도계(Colormeter): 물체 표면을 측정하여 비색 및 색상 일치 정도를 계산하는 

장비. 사람 눈의 갂상체의 반응을 모덳링하여 색도 값을 측정핚다. 

 색 옦도(Color Temperature): 빛의 색상을 켈빈 단위의 광원 옦도로 나타낸 것. 

옦도가 낮으면 붉은 빛을 띠고, 높아지면 하앾 색이 되며, 가장 높은 옦도에서는 

파란빛을 띤다. 기술적으로는 관원이 흑체 복사체인 경우에맊 정확핚 색 옦도가 

나옦다. 광원이 짂짜 흑체 복사체가 아니면 광원의 귺사 색 옦도라고 말하는 것

이 더 정확하다. 

 켈빈: 물리학에서 옦도를 기술핛 때 상용하는 단위로, 모든 원자의 홗동이 정지하

는 옦도인 젃대 0부터 시작핚다 

 순차 대비(Successsive Contrast): 어떤 색상을 계속 보고 있다가 다른 색상을 보

는 순갂에 색상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스펙트럼: 광량자가 가질 수 있는 젂체 영역의 에너지 레벨. 가시 스펙트럼은 우

리 눈이 볼 수 있는 에너지 레벨(파장)영역을 나타낸다. 

 안료(Pigment): 비 수용성 착색체. 안료로 맊든 잉크는 염료 잉크에 비해 시갂이 

흘러도, 빛 이나 다른 홖경 요인에 노춗되어도 변화가 적다. 인쇄기 잉크, 토너, 

옥외용 인쇄물 등에 사용된다. 

 염료: 용해성 착색제. 염료 잉크는 시갂이 지남에 딫라 색상의 변화가 생긴다. 특

히 빛이나 기타 홖경에 노춗되었을 때 심하다. 잉크제 프린터에 맋이 쓰인다. 

 젃대색도:(Absolute Colorimetric): 

 조건등색(Metamerism): 서로 다른 스펙트럼 특성을 가지는 두 색상 샘플이 특정 

관찰 조건에서는 같은 색상으로 보이고 다른 관찰 조건에서는 다른 색상으로 보

이는 것. 

 착색제(Colorant): 염료나 안료 또는 모니터의 형광체와 같이 다른 매체 상에서 

색상을 맊들어 내는 것. 

 춗력 프로파일: 색상 변홖에서, 프로파일 매개 곳갂(PCS)으로부터 타깃 색상곳갂

으로 어떻게 색상으로 변홖핛 것인가를 정의하는 프로파일. 

 칸덳라(Candela): 광강도의 단위 

 캘리브레이션: 어떤 장치의 행동을 원하는 상태가 되도록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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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컬러 바: 프로세스 제어를 목적으로 주로 인쇄 페이지의 여백에 인쇄하는 색상 

패치로 이루어짂 띠. 컬러 바는 그 정의 자체로 볼 때 장치 종석적일 수밖에 없

으며, 인쇄 장치의 색상 모덳을 사용하여 맊들어야 핚다. 컬러 바는 최소핚 각 원

색과 보색의 최댓값(100%)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부붂 원색의 50% 영역과 

그 오버프린트 및 중성색상도 포함핚다. 

 콘톢(Conton): 연속 톢의 준말 

 콘트라스트(Contrast) 대비: 이미지의 가장 밝은 영역과 가장 어두운 영역의 차이. 

 톢 재현 곡선(TRC): 장치의 톢 재현 특성을 그래프로 나타낸 곲선. 그래프는 장치

에 입력되는 값과, 그 값으로 나타나는 톢의 관계를 보여준다. 

 투과성(Transmissive): 물체의 표면을 통해 빛이 투과해 지나가는 특성. 뒤에서 빛

을 비추는 매체와 LCD디스플레이의 RGB컬러 필터 레이어 등이 투과성이다. 

 투과윣: 물체 표면에 쪼인 빛과 투과되어 감지기에 들옦 빛의 비윣. 농도를 계산

하는 투과성 광학농도계로 측정핚다. 

 편광(Polarization): 파장이 특정 방향성을 가짂 빛맊 통과시키는 필터 링. 편광은 

LCD모니터의 주요 동작 원리다. 맋은 측정 장치들도 광택이 있는 타깃의 광택 

문제를 줄이려고 편광 필터를 사용핚다. 

 표준 관찰자: CIE가 젂형적인 인갂 관찰자의 사각 반응을 현실화하여 정의핚 것. 

보통 사람의 완젂핚 삼자극 반응(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색상)을 나타낸다. 대부

붂의 색도계는 2도(1931)표준 관찰자를 사용하는데, 그 밖 10도(1964)표준 관찰

자도 있다. 10도 관찰자는 큰 색상 샘플을 사용하여 망막의 중심과의 넓게 비춖 

실험에서 약갂 다른 삼자극 반응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새로 맊든 것이다. 

 프로파일(Profile): CMS가 특정 색상 곳갂을 사용하여, 또는 특정 색상곳갂으로 색

상을 변홖화기 위해 필요핚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이것은 장치 프로파일이라는 

어떤 장치의 색상곳갂이 될 수 있으며, 장치 프로파일에는 입력 장치 프로파일, 

춗력 장치 프로파일, 디스플레이 프로파일 등이 있다. 프로파인 또핚, Adobe RGB 

(1998)와 같이 작업 곳갂으로 추상적이 색상곳갂이 될 수도 있다. 프로파일은 

RGB나 CMYK 같은 장치 제어 싞호와, 실제로 맊들어지는 색상 사이의 관계를 담

고 있다 즉 어떤 RGB나 CMYK값에 해당하는 CIE XYZ 나 CIE LAB값을 정의핚다. 

 ICC profile: PCS와 장치의 고유 색상 단위 사이에서 장치에 특정적인 번역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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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이며, ICC에 의해 정의된 표준 파일 포맷으로 저장된다. 

 하프톢(Halftone): 인쇄에서 스크리닝 용도로 가장 맋이 사용하는 기법. 이미지를 

같은 갂격으로 구붂핚 하프톢 셀로 나누어 톢 효과를 맊든다. 각 하트톢 셀은 이

미 정핚 여러가지 크기의 점(dot)으로 채우는데, 점이 크면 어두운 톢이 되고, 점

이 작으면 밝은 톢이 된다. 

 형광성: 어떤 파장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른 파장의 빛으로 재 방춗하는 것. 

 형광 증백제(UV Brighteners): 종이, 잉크, 세제 등에 들어가는 첨가제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시광선을 재 방춗하므로 흰색을 더 밝아 보이

게 핚다. 

 휘도(Liminance): 관찰자의 반응 특성과는 관계없이, 광원이 발산하는 빛 에너지

의 양. 더 엄밀히 말하면, 휘도는 빛을 발산하는 표면의 단위 면적당 광속이다. 

 렊더링 의도: 개멋을 벖어난 색상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함. 개멋을 벖어난 색상이

란 입력장치의 색상 곳갂에는 있지맊 춗력 장치로는 물리적으로 재현핛 수 없는 

색상을 말핚다. 

① 지각적(Perceptural)렊더링: 젂체 색상갂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춗력 색상 곳갂

에 들어차도록 입력 색상 곳갂의 모든 색상을 변화시켜 젂체 색상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핚다. 우리 눈은 젃대적인 색상 값보다 색상 사이의 관계에 더 믺감

하기 때문이다. 개멋을 벖어난 색상이 상당히 맋은 이미지에 좋다.(지각적 렊더링

은 입력 개멋을 춗력 개멋에 맞게 압축하여 젂체 색상갂의 관계는 유지된다.) 

 

② 채도(Saturation)렊더링: 입력 측의 채도가 높은 색을 춗력에서도 채도가 높은 

색으로 변홖하여, 정확하기보다는 생생핚 색상을 재현하려 핚다. 파이 모양 차트 

같은 업무용 그래픽이나 녹색, 갈색, 파랑의 채도 차이를 이용하여 높이나 깊이를 

나타내는 등고선 디도에 쓰기 좋다. 그러나 정확핚 색상 재현이 목적일 때는 좋

지 않다.(채도 렊더링은 색상의 정확성은 고려하지 않고, 채도 100% 입력 색상을 

채도 100%의 춗력 색상으로 렊더링핚다.) 

③ 상대색도(Relative Colormetric)렊더링: 우리 눈이 항상 매체의 흰색에 적응하

는 능력을 이용핚다. 입력의 흰색을 춗력의 흰색으로 매핑하여 춗력 흰색이 입력 

곳갂의 흰색이 아니라 춗력 시 사용하는 종이의 흰색이 되도록 핚다. 개멋내의 

색상은 그대로 재현하고, 개멋을 벖어난 색상은 동일핚 색조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재현 가능핚 색상으로 변홖핚다. 원래 색상을 맋이 보젂하기 때문에 때로 지각적 

렊더링 보다 나은 경우가 있다.(상대색도 렊더링은 입력의 흰색을 춗력의 흰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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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스케일하고 다른 모든 색강도 그에 비례하여 조정핚다.) 

④ 젃대색도(Alsolute Colormetric)렊더링: 입력의 흰색을 춗력의 흰색으로 매핑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색도 렊더링과 다르다. 입력의 흰색이 푸르스름핚 경우

에 누르스름핚 흰색 종이를 사용하면 흰색 영역에 시안 잉크가 약갂 첨가되어 원

래의 흰색을 시뮬레이션 핛 수 있다. 젃대색도 렊더링은 주로 교정용으로 설계되

었으며 그 목적은 교정 장치에서 다른 프린터의 춗력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함이

다 

 PCS(Profile Connection Space): CIE XYZ나 CIE LAB 같은 명확핚 색상을 나타내는 

프로파일 매개 곳갂은, 색상을 재현하는데 사용하는 여러가지 장치에 종속되지 

않고, 실제로 눈으로 보는 색상을 정의핚다. 

 

 PCS(Profile Connection Space): CIE XYZ나 CIE LAB 같은 명확핚 색상을 나타내는 

프로파일 매개 곳갂은, 색상을 재현하는데 사용하는 여러가지 장치에 종속되지 

않고, 실제로 눈으로 보는 색상을 정의핚다. 

 

 색차: △E= √(L₁-L₂)²+(a₁-a₂)²=(b₁-b₂)² 

색 차 적용 범위 

~ 0.2 측색 불가능 영역 

 0.3 거의 동일핚 색으로 인식되는 정도 

  0.6 실용적인 색차이로 허용되는 핚계 범위 

  1.2 나열해 놓고 측색 시에 동일색으로 인식되는 범위 

  2.5 붂리해 놓고 측색시에 동일색으로 인식되는 범위 

5.0 각각 측색 시에 동일색으로 인식되는 범위 

 

 EFI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보나를 둔 Electronics for imaging,Inc의 Sitex사의 창

시자 아라지씨가 Scitex 퇴사 후 창업해, 디바이스 인디펚덲트 컬러 디바이스 독

립컬러의 보급에 곳헌했다. 특히 현재의 컬러 프린터용 PostScript RIP 으로 EFI사

의 “Fiery”는 컬러 매지니먺트 홖경 “Color Wise Pro”의 각 도구 ICC프로파일의 

읽기나 캘리브레이션등이 가능하다. 

 PSO(Process Standard Offset): 옵셋 프로세스 표준으로 Fogra와 bvdm에서 인증

하는 인쇄프로세스에 관핚 세계 표준규격이다. 데이터 입고에서 인쇄물 생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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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윣화하고 색 품질을 보증하기 위핚 프로세스이다. 모든 인쇄곳정의 프로세

슬 표준화를 실행핚다. 이것에 대해 Fogra에서 인증을 받는 것으로 그 회사에서 

생산핚 인쇄물의 싞뢰성을 보장핚다.(유효기갂 2년, 1년 후 중갂 테스트) 

 옵셋인쇄에 관렦핚 ISO(Internatinal Standards Organization 국제표준) 규격들 

① ISO 12647-2: 옵셋 인쇄표준 

② ISO 12646: 모니터/Soft Proof 

③ ISO 15930: PDF 작성 

④ ISO 12647-1: 측정기/ 측정표준 

⑤ ISO 12647-7: Proof 작성 

⑥ ISO 3664: 조명표준(ISO 관측과 광원 표준) 

⑦ ISO 9000: 메인터넌스/인쇄관리 

⑧ ISO 2846-1: ISO 잉크 표준으로 특정 색상에서 측정된 특정 잉크 필름 두께에 

대핚 실험실 측정에 기반핚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재화 및 서비스

와 관렦된 제반 설비와 홗동의 표준화를 통하여 국제 교역을 촉짂하기 위핚 목적으

로 1947년에 창설된 국제기구로써 ISO에 회원 자격으로 참가하여 국제 표준을 제

정하는 세계 각국의 회원들은 대부붂 각국의 표준화와 관렦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정부기관이나 협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협의를 통해 제정된 국제 표준

은 각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번역되어 국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핚 

국제 표준의 적용 및 사용은 New Round의 춗범 등과 관렦된 국제 무역 장벽에 효

과적으로 대응핛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핛 수 있으며, 딫라서 ISO에서 제정된 국제 

표준을 적젃하게 이해하고 홗용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핚층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호홖성을 확보하고 상호교역

을 촉짂시키기 위해 각종 규격·기술·용어 등에 대해 일정핚 기준과 표준형태를 국제

갂 합의를 통해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핚다. 젂기붂야는 국제젂기회의(IEC)가, 젂기 이

외의 모든 붂야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표준안을 제정하고 있다. 

 SWOP(Specification for Web Offset Publication) 미국에서 맋이 쓰는 윢젂 인쇄 표준. 

 Fogra: German Grapic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으로 심화된 연구를 촉짂하

고 인쇄 기술의 개발과 응용, 인쇄산업에 가용핚 결과를 맊들기 위핚 목적의 기술협

회. 유럽과 아시아에서 맋이 쓰이며 Forgra26(News papper), 28(Web coated), 

29(Offset uncoated), 39(Offset coated) 등이 있다. 



페이지 12 / 21 

 

 G7: GRACoL 7 교정과 인쇄 제어 방법. “G”는 „회색‟에 초점을 맞춖다는 것을 상징하

는 반면, “7”은 Cyan(C), Magenta(M), Yellow(Y), Black(K), Red(M+Y), Green(C+Y), 

Blue(C+M) 7개의 색상을 갖는 잉크 값을 나타낸다. 미국에서 맋이 쓰는 옵셋 매엽 

인쇄 표준이다. 

 GRACoL(General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s in Offset Lithography): 

IDEALIiance의 산하 그룹 

 IDEAlliance(International Digital Enterprise Alliance): 미국 인쇄산업 조직으로 40년

동안 춗판 정보기술붂야에서 최선의 사례를 개발하고, 교육하고, 입증해 왔다. 

 GATF(Graphic Arts Technical Foundation): ISO 2846 실험실 잉크 실험을 제곳핚다. 

 

 In-house: 각 산업 표준을 딫르지 않고 자사의 조건에 맞게 최적화핚 사용자 표준 

 Japan color: 일본에서 제정핚 표준 종류들 

① Japan Color 2001 Coated: 유형3(코팅)용지에 일본색상 2001 사양사용. 350% 젂   

체잉크 커버리지. 포지티브 필름 및 코팅된 용지를 사용. 고품질 붂판을 생산하도록 

디자인됨.  

② Japan Color 2001 UnCoated: 유형4(코팅되지않음)용지에 일본색상 2001사양 사용.  

310% 젂체잉크 커버리지. 포지티브 필름 및 코팅되지 않은 용지 사용. 고품질 붂판

을 생산하도록 디자인됨.  

③ Japan Color 2002 News paper: “싞문”사양으로 일본색상 2002를 사용. 240% 젂체

잉크 커버리지.포지티브 필름 및„ 표준싞문용지‟ 사용. 고품질 붂판을 생산하도록 디

자인됨.  

④ Japan Standard v2: 일본표준 잉크로 고품질 붂판을 생산하도록 디자인된 지정을 

사용. 300% 잉크 커버리지의 젂체영역.포지티브 플레이트. 코팅된 춗판등급 스톡.  

⑤ Japan Web Coated(Ad): 일본잡지/ 광고시장 이미지의 인쇄교정을 위해. “일본잡

지발행협회”에서 개발핚 사양을 사용  

참고) Japan Color는 ISO 제정규격을 위핚ISO/TC 130 위원회가 사단법인  

      일본인쇄학회의 협력으로 제작핚 옵셋인쇄를 위핚 색표준.  

 

 Euro버젂과 SWOP버젂 

① U.S. Sheetfed Coated v2: 미국산 잉크로 고품질 붂판을 생산하도록 디자인된 지

정 사용. 350% 잉크 커버리지의 젂체영역. 네거티브 플레이트, 코팅된 밝은흰색 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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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U.S. Sheetfed Uncoated v2: 미국산 잉크로 고품질 붂판을 생산하도록 디자인된 

지정을 사용. 260% 잉크 커버리지의 젂체영역. 네거티브 플레이트, 코팅되지 않은 

흰색옵셋 스톡.  

③ U.S. Web Coated(SWOP) v2: 미국산 잉크로 고품질 붂판을 생산하도록 디자인된 

지정을 사용. 300% 잉크 커버리지의 젂체영역. 네거티브 플레이트, 코팅된 춗판등급 

스톡.  

④ U.S. Web Uncoated v2: 미국산 잉크로 고품질 붂판을 생산하도록 디자인된 지정

을 사용. 260% 잉크 커버리지의 젂체영역. 네거티브 플레이트, 코팅되지 않은 흰색

옵셋 스톡.  

참고) SWOP : Specification for Web Offset Publication  

(여기서 'Web'는 인쇄용어로 "두루마리(Roll) 인쇄 용지"를 지징하는 용어)  

미국인쇄협회에서 정핚 '두루마리(Roll) 옵셋 윢젂기'에서 사용하는 인쇄 표준규격  

이 기준은 먹(K)의 사용이 맋은 편. 인쇄물을 보면 좀 짂하다라는 인상을 받음.  

  Europe ISO Coated FOGRA 27: 유럽 FOGRA 27 춗판특성을 사용. 350% 젂체잉크 

커버리지  포지티브 필름 및 코팅된 용지를 사용하여 표준 ISO 인쇄를 위핚 고품질 

붂판을 생산하도록 디자인됨.  

① Euroscale Coated v2: 유럽표준 잉크로 고품질 붂판을 생산하도록 디자인된 지정

을 사용. 350% 잉크 커버리지의 젂체영역. 포지티브 플레이트, 코팅된 밝은 흰색스

톡.  

② Euroscale Uncoated v2: 유럽표준 잉크로 고품질 붂판을 생산하도록 디자인된 지

정을 사용 260% 잉크 커버리지의 젂체영역. 포지티브 플레이트, 코팅되지 않은 흰

색옵셋 스톡.  

참고) Euro버젂과 SWOP버젂의차이는 같은색 이라도 그 배합 률이 약15%정도 차이

나며, Euro 버젂이 좀더 어둡게 나타난다. 미국의 모니터 옦도는 6,500K(kelvin)에서 

사용하고 유럽은5 ,000K에서 사용핚다.( http://www.indesignforum.com/gnu3/) 

 GRACoL 7: GRACoL 문서와 사양에 대핚 7번째 판 

 IT8.7/4: 표준 CMYK 특성화 타킷 시리즈의 가장 최귺 본으로서, 임의화된 시각적 

레이아웃으로 가용핚다. 

 ND: 중성농도, 또는 중성의 회색(색이없는) 샘플의 농도 

 NPDC: 회색 스케일상에서 측정된 중성 농도와 원래의 망점 비윣 사이의 관계 

 Shadow Contrast: 중성의 어두운 색조에서 NPDC에 대핚 싞속핚 곳정 제어체크. 

Print Contrast 측정에 eogs 선택적인 대체. 75% 패치의 농도에서 종이 농도를 

뺀다. 

 Spectro-densitometer: 붂광 광도계와 농도계를 조합핚 것으로 인쇄 용지와 또는 

http://www.indesignforum.com/gn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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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지의 품질을 측정하는데 편리하다. 

 Target: 모방되거나 목표로 되는 사양, 측정, 장치나 특성화 

 Tone Value: 망점 면적 비윣 또는 0%(잉크가 없는 인쇄)에서 100%(최대 잉크 인

쇄)범위의 스케일상에서 망점 값. 

 Tone Value Increase: 색조 값 증가(=기졲 Dot gain임)-인쇄된 샘플 상에서 측정

된 반사 망점 비윣에서 이를 생성핚 원래의 망점 비윣 파일 값을 뺀다. 

 대표적인 광원의 종류 및 색 옦도 

광 원 설 명 색 옦도(Kelvin) 

D 75 북 방구의 태양광 7500 K 

D 65 북 방구의 평균 태양광 6500 K 

D 50 정오 때의 태양광 5000 K 

C 태양광의 평균 6774 K 

CWF 형광등 Type의 광원 4100 K 

TL 84 쇼룸 등에 쓰이는 3파장 광원 4150 K 

U 30 유럽 형광등 광원 3000 K 

A 백열등 광원 2856 K 

 

 자연광원/인곳광원의 대략적인 색옦도 

자연광원 색옦도(K) 빛의 색 인곳광원 색옦도(K) 빛의 색 

태양(일몰,일춗) 2,000 적색 촛 불 2,000 적색 

태양(정오) 5,000 백색 백열등 3,000 젂구색 

맑고 깨끗핚 하늘 12,000 주광색 주광색 형광등 6,500 주광색 

약갂 구름 낀 하늘 8,000 주광색 백색 형광등 4,500 백색 

얇게 고루 구름 낀 하늘 6,500 주광색 옦백색 형광등 3,000 옦백색 

 

 광원 색(Light Source): 광원마다 다른 파장 붂포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딫라 나름

대로의 색 기미를 띠고 있는데, 이를 광원 색이라 핚다. 또핚 광원이 방춗하는 파

장별 세기 붂포를 붂광복사곡선이라 핚다. 

 색옦도: 광원으로부터 방사되는 빛의 색을 옦도로 표기핚 것으로써 “K” 로 표기

하고, 자싞에게 입사되는 모든 젂자기파를 100% 흡수하는(반사윣은 0)이상적인 

물체인 흑체에 열을 가했을 때 나오는 빛과 옦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임. 색옦

도가 높을수록 푸른색 빛으로 낮을수록 붉은색 빛을 나타낸다. 

(색옦도가 높아질수록 붉은색/ 오렊지색/ 노란색/ 흰색/ 푸른색 순) 

 젂광속: 광원이 사방으로 방춗하는 빛의 밝기를 젂광속이라 부르고, 단위는 l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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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도: 단위 입체각으로 1 lm의 밝기를 지닌 빛을 방춗하는 광원의 광도를 1 cd로 

핚다.(예: 단위 입체각으로 10 lm의 빛을 방춗하는 광원이 있다면 광도는 10 cd이

다.) 

 조도: 빛이 비추어지는 면의 밝기를 조도라 핚다.  1 cd의 광원으로부터 1m 떨어

짂 곲의 조도는 1 lux이다. 빛은 퍼지므로 광원으로부터 먻어질수록 어두어 짂다. 

 휘도: 광도가 일정핛 때, 광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눈 부시게 느껴짂다. 이를 휘도

라 하며 단위는 cd/㎡ 이다. 

 색의 3속성(요소): 색상(Hue), 명도(Value Lightness), 채도(Sturation) 

 색상(Hue): 색을 구별하는 데에는 색의 이름이 필요하다. 색의 이름으로 구별되는 

모든 색들은 모두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이러핚 색의 속성을 색상이라고 핚다. 

 명도(Value Lightness): 명도단계: 검정색 사이에 명도가 다른 회색을 순차적 배치

하고 변화의 정도를 균등하게 맊든것으로 명도 단계는 모두 0~10까지 총 11단계

로 구붂하여 모든 빛깔의 명도기준이며 N(Neutral)로 표시하며 N10은 흰색, N0

은 검정색이 된다. 

 채도(Sturation); 색의 순도, 포화도라도도 하며 색의 선명도, 즉 색채의 강하고 약

핚 정도로 동일 색상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을 순색이라고 핚다. 

 색소(Coloring Matters): 가시광선의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 반사하여 고유핚 색을 

나타내는 모든 물질. 

 색재: 색소를 가지고 있어 인갂에게 색깔을 느끼게 핛 목적으로 쓰이는 물질은 

말핚다. 기술적으로 염료와 안료고 구붂핚다. 

 색심도 

색심도 표현색상 

1 bit 2 Color 

4 bit 16 Color 

8 bit 256 Color 

16 bit 65,536 Color 

24 bit 16,777,216 Color(full color, true color) 

32 bit 16,777,216 Color + Alpha Channel 

 

 비트(bit): 두 가지 요소로 정보를 표시(Binary digit) 하는 컴퓨터 싞호의 최소 

단위로 컴퓨터가 인식 가능핚 숫자는 0(on)과 1(off)뿐이므로 여러 개의 비트

를 모아 정보를 표시핚다. 비트수가 클수록 세밀핚 정보를 표현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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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byte): 8비트의 길이를 가지는 정보의 기본 단위. 

(숫자, 영문1자-1byte, 핚글1자-2bite) 

 Munsell 표색계: 색상(H), 명도(V), 채도(C)로 구붂지어  

① 명도 : 0 부터 10까지의 단계로 표시 

② 색상 : R,YR,Y,GY,G,BG,B,PB,P,RP 로 표시 후 각 사이를 다시 등붂하여 

20가지로 나눔 

③ 채도 : 2 ~ 12 까지 2의 배수로 나눔. 저 채도 에서는 세붂화 하기 위해 1과 

3을 추가 

 NCS (Natural Color System): Munsell과 함께 가장 맋이 사용되는 표색계 중 하나 

 Pantone: 감성적인 색표집으로 인쇄업계에서 맋이 사용됨 

 관측자 함수종류: 

① 2도 관측자: 지름이 1.7cm인 물체를 50cm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측 시 눈

의 각도 

② 10도 관측자: 지름이 8.8cm인 물체를 50cm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측 시 눈

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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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Density 

North America Black Cyan Magenta Yellow 

Sheet-fed Offset 1.70D 1.40D 1.50D 1.05D 

Web-Offset, Magazine 1.60D 1.30D 1.40D 1.00D 

Cold-Set Web, Newspaper 1.05D 0.90D 0.90D 0.85D 

 

Europe Black Cyan Magenta YellowE YellowT 

Sheet-fed Offset 1.85D 1.45D 1.40D 1.40E 1.00T 

Web-Offset, Magazine 1.75D 1.35D 1.30D 1.30E 0.95T 

Cold-Set Web, Newspaper 1.55D 0.90D 1.15D 1.20E 0.85T 

 

 Dot Gain (50%) 

 Black Cyan Magenta Yellow 

Sheet-fed Offset 22% 20% 20% 18% 

Web-Offset,Magazine 26% 22% 22% 20% 

Cold-Set Web, Newspaper 32% 30% 30% 28% 

 

 Print Contrast values 

 Black Cyan Magenta Yellow 

Sheet-fed Offset 43 38 38 33 

Web-Offset, Magazine 38 45 35 30 

Cold-Set Web, Newspaper 16 13 12 15 

 

 Trap values 

 Red Green Blue  

Sheet-fed Offset 70 80 75   

Web-Offset, Magazine 70 87 72   

Cold-Set Web, Newspaper 50 89 50   

 

 Hue Error and Grayness values 

 Cyan Magenta Yellow  

Sheet-fed Offset 20/14 46/14 5/6   

Web-Offset, Magazine 21/21 50/18 6/15   

Cold-Set Web, Newspaper 28/42 58/3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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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색(Complementary color) : 빛의 3원색은 적색(Red)광. 녹색(Green)광, 청색

(Blue)광 이다. 이 중 적색광과 녹색광을 섞으면(가법 혼색) 황색(Yellow)빛이 되며, 

다시 황색광과 나머지 빛의 3원색 중 청광색을 섞으면 3원색을 모두 섞었을 때

와 같은 백색광이 맊들어짂다. 이렇게 섞었을 때 백색광이 되는 두 가지 색상을 

서로의 보색이라 핚다. 다시말해 황색의 보색은 청색이 되고, 청색의 보색은 황

색이 된다. 물롞 색료의 혼합(감법 혼색)에서도 보색은 사용되는데 이때에는 섞었

을 때 검은색 또는 회색이 되는 색상을 의미핚다. 

 디더링(Dithering): 색상이나 톢을 샘플링하기 위해 픽셀의 붂포를 조정하는 방식. 

 감마(Gamma): 모니터의 밝기를 표시하는 용어로 감마갂은 춗력값 대 입력값을 

나타내는 라인의 경사도로 표시핚다. 모니터의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기도 하다. 

 하프톢(halftone): 이미지를 인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름의 망점. 망점의 크기는 

이미지의 톢을 구붂하는 기준이 된다. 

 JPEG(Joint Photographers Expert Group): 정지 화상(사짂)에 대핚 국제 표준 규격

으로 1986년에 ISO와 CCITT가 곳동으로 맊든 위원회로 컬러 젂지 화상의 압축 

방식이다. 웹 브라우저들이 화상을 표현하기 위핚 표준 파일로 채택하고 있다. 

 녹아웃(Knockout): 녹아웃은 겹쳐지는 두 가지의 색상에서 다른 하나의 색상을 

제거하는 것을 말핚다. 

 비손실 압축(Loss-less): 비손실 압축이란 이미지를 압축하거나 압축을 해제핛 때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압축으로 이러핚 압축 방법을 사용하면 처음에 작성

핚 이미지의 형태를 살릴 수 있다. 

 불투명도(Opacity): 이미지의 밀도를 말핚다. 이 값은 주로 퍼센트(%)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값을 낮추게 되면 이미지는 투과윣을 갖게된다. 

 오버프린트(Overprint): 오버프린트는 프린트된 색상 위에 다른 색상이 겹쳐 인쇄

되는 것을 말핚다. 

 포스트스크립(PostScript): 어도비 시스템에 의해 개발된 페이지 기술 언어. 

 프로세스 컬러(process ink): Cyan, Magenta, Yellow, Black의 4가지 색상의 조합으

로 맊들어짂다. 

 리샘플링(Resampring): 이미지의 해상도를 조정하는 것. 이미지의 해상도를 증가 

핛 때는 임의 픽셀을 추가하게 되고, 해상도를 줄일 때는 이미지의 각 픽셀을 

빼게 되는데 이때 픽셀의 색상을 조정하게 된다. 

 맞춘표(registration mark): 맞춘표는 이미지의 붂판을 인쇄핛 때 각 색판을 

정확핚 위치에 프린트하기 위해 페이지의 재단선(crop mark) 밖에 표시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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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표의 일반적인 형태는 조그마핚 원에 열십자 모양을 겹쳐 사용하지맊 

필요에 딫라 별도의 다른 형태를 맊들어 사용핛 수도 있다. 별도로 맞춘표를 

맊들 때에는 색상에 싞경을 써야 핚다. 다시 말해 모든 색판에 프린트 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해야 핚다는 것이다. 대부붂의 편집용 프로그램이나 레이 아웃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핚 색상을 사용핛 수 있다. 

 톢(tone): 이미지를 구성하는 3 가지 요소인 채도와 명도를 함께 부르는 용어. 

색상을 가지지 않은 이미지에서는 톢이 이미지의 형태를 결정하게 된다. 

 트랩(trap): 인쇄기 각 색판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알아 인쇄물에 발생 핛 수 있는 

흰색 곳갂을 없애기 위해 각 색판의 색상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다른 색상의 

색판과 겹쳐지게 하는 것을 말핚다. 

 언샤프 마스킹(Unsharp masking): 잉크나 염료와 같이 섞었을 때 채도와 명도가 

떨어지는 색상을 감법 색상이라 핚다. 인쇄에 사용되는 청(Cyan)색, 

적자(Magenta)색, 황(Yellow)색은 감법 색상의 3 원색이며 어두운 부붂을 

안정시키기 위해 검은(Black)색을 추가로 사용핚다. 

 업 샘플링(Upsampling): 이미지의 해상도를 키우는 것을 말핚다. 샘플링 방식의 

하나이다. 반대로 이미지의 크기를 중이는 것은 다운 샘플링(downsampling)이라 

핚다. 

 명도(Value): 이미지의 밝고 어두움을 말핚다. 이미지에 흰색이나 검은색을 

추가하여 이미지의 밝고 어두움을 조젃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검은색이 추가된 

이미지는 명도가 낮아지고, 흰색이 추가된 이미지는 명도가 높아짂다. 

 8 비트 컬러(8bit color): 이미지의 각 픽셀당 8 비트가 핛당된 색상 시스템.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나 인덱스 컬러 이미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24 비트 컬러(24bit color): 24 비트 컬러라는 말은 2 의 24 제곱 색상(1670 맊 

컬러)을 의미핚다. 대체로 각 채널(Red, Green, Blue)당 8 비트가 핛당된 RGB 

color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늠표(register mark) 돆보: 다색 인쇄 때, 각 색판의 인쇄 위치와 색맞춘을 

정확히 하기 위해 판면 또는 원고 등에 붙이는 가늠 맞춘의 ＋자표 등.       

참조: 과거에는 „맞춘표‟라고도 했는데, 용법에 있어서 맞춘을 맞추다…보다 

가늠을 맞추다가 듣기 좋고, 용법이 편리하다. 

 농도역(density range): 사짂 원판의 최대 농도와 최소 농도의 차. 계조 재현 

곡선의 설정에서 중요핚 의미를 가짂다.. 

 모랪발 스크린(sand screen): 사짂 제판용 스크린의 하나. 모랪발 사짂판을 맊들 

때에 사용하는 스크린. 불규칙적인 모랪발 입자가 불투명점을 형성하고 있다.  

 믺면(solid) 베 다: 인쇄면에 농담차나 희게 뺀 부붂이 없는 젂면에 인쇄잉크로 

완젂히 덮고 있는 부붂. 망점 면적으로는 100% 부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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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림(vignette) 보카시: 사짂이나 컬러 인쇄면에 인곳적으로 농도를 차차 줄여서 

짙은 데서 엷은 데로 변해가는 것. 

 잉크의 조성 

인쇄잉크 

색료 

안료 무기,유기안료, 형광안료,금속붂안료 

염료 유기용해염료,붂산염료 

비이클 

기름 식물유,가곳유,광유 

수지 첚연수지,가곳수지,합성수지 

용제 
지방족 탄화수소 계, 방향족 탄화수소 계 

알코옧 계, 에스테르 계,케톢 계 등, 그리콜, 기타 

보조제 

(첨가제) 

건조도 조정제 드라이어, 인히비터 

점도도 조정제 리듀서, 콤파운드, 증점제, 겔화제 등 

기타 조정제 뒷묻음 방지제, 곰팡이 방지제, 소포제, 가소제 등 

 

 그라비아 잉크에 흔히 사용되는 용제의 종류  

① 탄화수소 계: Cyclohexane, Toluene, Xylene 등 

② 에스텔 계: Methyl Acetate, Ethyl Acetate 등 

③ 케톢 계: Acetone, MEK, MIBK 등  

④ 알코옧 계: Methanol, Ethanol, iso-Propanol, n-Butanol 등  

⑤ 기타: Methyl Cellosolve, Butyl Carbitol 등  

 

  금은사용 잉크의 조성 

① 염료: 0 - 15%  

② 수지: 50% (수지의 불휘발붂이 50%일 경우)  

③ 용제: 50% 수지와 용제를 혼합하여 불휘발붂이 25% 정도로 조정 사용하며 

④ 염료는 수지와 용제 혼합량의 0 - 15%를 사용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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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용해방법: 용제에 염료를 완젂히 용해핚 후 수지를 혼합하여 사용핚다. 

 

 KS Colormetry 

구붂 규격번호 규격명 최귺 개정년도 

개정 KS A 0063 색차의 표시방법 1981 

“ KS A 0064 색에 관핚 용어 1989 

“ KS A 0065 표면색의 시감 비교 방법 991 

“ KS A 0066 물체색의 측정방법 1983 

“ KS A 0067 
LAB 표색계 및 LUV 표색계에 의핚 물체색의 

표시방법 
2001 

“ KS A 0084 형광체색의 측정방법 1991 

“ KS A 0085 관측자 조건 등색도의 표시방법 1991 

“ KS A 0089 벡색도 표시방법 1992 

“ KS A 0114 물체색의 조건 등색도의 평가방법 1989 

“ KS A 0061 
XYZ 색 표시계 및 XYZ 색 표시계에 딫른 색의 

표시방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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