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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의 방식의 프린터가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년 사가 반응성 잉크를1979 Canon bubble jet , 1991 Stork
사용하는 섬유용 프린터를 상용화시켰으며 현재 시간당, 70m2 이상이 출력되는 가 판매되고 있을DTP
정도로 발전하여 는 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날염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DTP 3D
다1)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시장구조가 바뀌면서 디지털 날염은. ,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솔루션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는 필요한 부분에만 잉크가 뿌려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 제판 조색 공정이DTP drop on demand , ,
생략되어 공정단축으로 인한 폐수 및 폐호료의 양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날염 공정과.
디지털 날염 공정의 를 비교해보면 가 기존 날염에 비해 환경친화적임을LCA(Life cycle assessment) DTP
알 수 있다2).
기존 날염 방식에서는 나 샘플S/O(strike off)

을 내기 위해서 제도 제판에서부터 스크린 제,
작 디자인 및 수정까지의 복잡한 공정을, color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샘플 작업에만 많은 인원

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공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단시간 안에 제작하기

를 원하는 고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주문,
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주문량이 크지 않으면,

와 샘플 제작에 소요된 비용으로 생산단가S/O
가 상승하는 애로를 겪어왔다.

는 기존의 날염공정에서 샘플 작업을 위DTP
해 꼭 필요한 공정이었던 종이인쇄 제도 필름출력 스크린 제작 제판 및 조색 공정등이 획기적으로, , , ,
단축되며 고객의 디자인을 스캔하거나 를 통해 작업한 디자인을 전처리된 원단에 출력하면 바로CAD

나 샘플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다 샘플제작과 생산이 동시에 가능S/O . main
할 뿐만 아니라 일 이상 소요되던 기존 공정과는 달리 수일이내에 최종 제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15
있다3).
기존 날염법은 색상별로 스크린이나 롤러를 제작하여 인날하는 방식이므로 도수가 높거나 사진color ,

그라데이션 이미지와 같은 디지털 그래픽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색상 영역을 넓히기 위,
해서는 더 많은 스크린이 필요했으며 스크린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를 이. DTP
용하면 디자인 화를 통하여 손쉽고 간편하게 디자인을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날염공정과DB

자료출처 유한킴벌리 분석 자료( : LCA )

Figure 1. Life cycle assessment for DTP and con-

ventional printing.



염색가공 기술지 제 권7 | 25

달리 디자인 보관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디자인 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바로 프린팅할 수 있DB

기 때문에 디자인 수정작업 및 독창적인 전용 디자DTP
인 창조가 가능하여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이태리. ,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명품 브랜드를 비롯한 많은 의

류 가방 섬유 제작 업체에서 가 이미 널리 사용되, , DTP
고 있다 등의 최고. Paul Smith, MARNI, PRADA, CUCCI
급 명품 브랜드에서 최신 아이템들이 로 제작되고DTP
있으며 최근의 밀라노 패션 트렌드는 를 활용한 일DTP
러스트 프린팅일 정도로 의 활용도가 높다 고부가DTP .
가치 완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프린터 및 헤드개발DTP

을 포함하는 개발 프린터 프로그램 프로파일 생성 프로그램과 같은 개발 잉크 미H/W , rip , ICC S/W , ,
디어의 전 후처리 공정 및 시스템 개발 등 많은 요소기술들이 유기적으로 개발되고 융합되어야만 한다, .
현재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을 통하여 세부 요소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본 론2.

를 활용한 공정2.1 DTP Digital Color Reproduction

2.1.1 Color science

는 사물의 한 속성으로서 전자기 에너지인 빛과 그에 대한 사물의 반응을 관찰자인 인간의 눈Color ,
과 뇌가 인식 해석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백색광이 물체로부터 반사 또는 투과할 때 그 빛을 구성하는,
스펙트럼 비율이 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는 인간의 뇌에 의해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 이루. Color
어지며 신체적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 물리적인 현상일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현상이기도하다, .

는 관찰자에 의해 해석되는 현상이지만 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 가지Color , color
조건이 있다 의 요소는 광원 물체 관찰자 이다 즉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Color 3 (light), (object), (observer) . ,
물체와 그 물체를 보고 있는 관찰자가 있어야만 눈으로써 인식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color .
추어졌을 때 광원이 물체에 입사하게 되고 물체는 이 빛을 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색의 파장은 흡수하

고 반대의 색은 반사하게 된다 이 때 반사된 빛이 관찰자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눈에 들어온 빛의 파.
장에 따라 색을 인지하게 된다 우리가 지각하는 물체색은 반사된 색을 지각하는 것이며 눈은 인간의.
수용기로서 빛을 뇌에 전달시키는 첫 과정이다 예를 들면 빨강색의 물체는 보라색에서 노랑색의 빛은.
거의 반사하지 않고 빨강색의 빛만을 반사하기 때문에 빨강색이라고 느끼게 된다.
조명이 변하게 되면 이 고유의 반사율과 조명의 분광분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우리의 눈에는

다른 로 보이게 된다 또한 우리 눈의 망막세포는 를 구분할 때 반사율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color . color .
눈이라는 것은 의 가지 자극을 가지고 그 빛을 구분할 따름이다 또한 인간의 눈RGB(red, green, blue) 3 .
이란 굉장히 감각적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로 같은 색상이 감정에 의하여 다르게 보이도 한다 따라.
서 요소중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물체고유의 반사율이며 주위의 조명은 언제나 변하게 되고 우3 ,
리의 눈은 이들이 합쳐져서 느끼는 의 비율에 따라 물체색으로 보이게 된다red, green, blue .

광원- (Light source)
4-6)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시 파장에서의 상대 에너지 분포를 의미한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색.
이 보이지 않으므로 를 보려면 빛이 필요하다color .
자연광으로서의 빛은 어느 한 순간도 같을 수 없으므로 정확히 규정할 수 없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Figure 2. Comparision between conventional

printing and DT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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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정해진 색온도와 스펙트럼분포를 갖는 특정한 이론적 광원을 표준광원이라 한다 즉 는 스. color
펙트럼의 분포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 존재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광원이다. Color .

를 수치로 계산하여 표현하려면 광원도 일정한 기준에 맞게 정해진 것들이 여러개 있어야 한다Color .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원은 타입이며 는 를 의미한다 은 색온도가 약Illuminant D D daylight . D50 5000K
의 상태인 햇빛 는 색온도 의 상태인 햇빛을 의미한다 원단 프린트물의 색상을 정확히 판단, D65 6500K .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색온도와 우수한 연색성을 가진 표준광원이 필수적이다 이라는 광원정보는. D50
색온도가 인 표준광원 아래에서 프린트물을 봤을 때 정확한 매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5000K color .

과 는 를 수치로 계산하고 재현하는 것이므로 광원에 따라 값이 달Color control management color color
라진다 따라서 광원이 중요변수가 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전구의 빛은 형광등은 정오의 태양빛은 흐린날의 하늘빛은2800K, 4500K 6500K, 5400K,∼

맑은 날의 푸른 하늘빛은 정도의 색온도를 나타낸다 이 표준광원들은6500K 7000K, 12,000K 18,000K .∼ ∼
의 속에서도 볼 수 있다Adobe Photoshop colorsetting .(edit>color settings>RGB working space>custum RGB)

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각 광원의 분Color CIE(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
광 특성을 규정해 놓았다.

광원종류 적용범위 색온도

A(INCA)
색온도가 에 근사한 텅스텐 백열전구로 조명되는 물체색 표시에2856K
사용

2856K

B
색온도가 에 근사한 주광 으로 조명되는 물체색 표시에 사4874K (daylight)
용 태양의 평균 직사광을 대상으로 함.

4874K

C
색온도가 에 근사한 주광으로 조명되는 물체색 표시에 사용6774K
맑은 하늘의 평균 낮 직사량을 나타냄( )

6774K

자연일광

광원보완(C )

D65

D50
D55
D75

색온도가 에 근사한 주광으로 조명되는 물체색 표시에 사용6504K
직물 페인트 플라스틱 산업에서 주로 사용( , , )

6504K

그래픽산업 컴퓨터 산업D50 : ,
사용하지 않고 주광으로 보조적으로 사용D65 : ,

5000K
5503K
7504K

Table 1. The standard light source

(a) Daylight (b) CWF

(c) U30TL84 (d) A

Figure 3. Color change according to ligh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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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온도- (Color temperature)
4-6)

광원의 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색온도이다 광원의 연색성에 따라 물체의 색이.
변화하는 만큼 광원의 색은 측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 광원을 어떤 표색계나 측color .
정기로 정확히 측색할 수 없어 개발된 것이 색온도이다.

색온도 단위는 절대온도의 개념을 정립한 영국의 물리학자 의 이름을 따서William Kelvin Thomson
을 사용한다 색온도가 높을수록 빨강 주황 노랑 흰색 하늘색 청색의 순으로 변한다 색온도Kelvin(K) . , , , , , .

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오렌지색을 나타내고 높을수록 청색을 띠게 된다 색온도가 로 설정된 모니. 9300K
터는 청색조를 띠게 된다 원색들은 색차가 나타나지 않지만 채도가 낮은 부류의 색들은 청색이나 녹색.
조를 많이 뛰게 된다 따라서 자연의 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색온도를 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6500K

하다 는 색온도가 일때의 빛으로 태양광과 유사한 스팩. D65 6500K
트럼을 가진다 햇빛도 아침 정오 저녁의 색이 다르고 백열등 형. , , ,
광등 모니터의 흰색들도 모두 다르다 이 차이를 색온도를, LED, .
이용해서 나타내므로 색온도란 광원의 실제 온도가 아니라 사실상

색을 의미하는 것이다 색온도는 탄소 덩어리인 흑체. (Black body
를 빛이 차단된 방에서 열에너지를 가했을때 그 흑체가 일radiator)

정한 절대온도에서 방출하는 빛의 색상을 표시한 것이다 온도에.
따른 색변화를 연결한 곡선을 연구한 물리학자 의 이름Max Planck
을 따서 혹은 라고 한다 색온도‘Planckian locus' 'Black body curve' .
는 발광체의 표면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전구나 태.
양같은 측정 불가능한 광원의 경우 색온도로서 표면의 온도를 측,
정한다 현재는 색온도를 색표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Yxy .

연색성- (Color rendering)

광원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효과를 광원의 연색성이라 한다 인공광원이 자연광의 분광분포와 일치하는.
정도를 연색성 지수 라고 한다 즉 인공광원이 얼마나 기준광과 비슷하게 물체(Color Rendering Index : Ra) .
의 색을 보여주는 가를 나타낸다 연색성 지수가 높을수록 자연광 또는 기준광원인 광원에 가까운 광. A
원이 된다 연색지수가 이라는 것은 색이 기준광 아래에서 같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색지수가. 100

이하로 낮아질수록 시험광원의 파장분포가 기준광원과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색지수가100 .
을 넘는 광원은 연색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백열등의 경우 파장분포가 흑체복사와 유사하므로 연색지90 .

수가 에 가깝고 대부분의 형광등은 주광을 기준으로 정도로 연색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100 60 75 .∼

측정광원의 측정광원의(a: D50 spectrum b: spectrum c: CRI)
Figure 5. Color rendering index measurement with Eye1 share s/w.

Figure 4. CIE 1931 xyY Chromaticity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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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lor temperature and color of natural and artificial light sources

자연광원 색온도(K) 빛의 색 인공광원 색온도(K) 빛의 색

태양 일출 일몰( , ) 2,000 적색 촛불 2,000 적색

태양 정오( ) 5,000 백색 백열등(200W)
(incandescent) 3,000 전구색

맑고 깨끗한 하늘 12,000 주광색 주광색 형광등
(daylight fluorescent) 6,500 주광색

약간 구름낀 하늘
(partly cloudy sky) 8,000 주광색 백색 형광등

(cool white fluorescent) 4,500 백색

고루 구름낀 하늘
(overcast sky) 6,500 주광색 온백색 형광등

(warm white fluorescent) 3,000 온백색

적용을 위한 과 의 필요성2.1.2 Color science DTP Color control Management

모니터상의 와 프린팅 가 다른 이유2.1.2.1 color DTP color 7-9)

모니터상의 와 프린터로 출력되었을 때 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두 매체가 서로 다른color color color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서와 같이 모니터는 를 기본으로 가산혼합을 하. Figure 6 RGB color
여 를 디스플레이하며 프린터는 염료안료 포함의 를 기본으로 감산혼합을 하여color , ( ) CMYK color color
를 프린팅하므로 두 매체는 서로 다른 을 가질 수 밖에 없다color gamut .

Figure 6. Comparision between monitor color and DTP printing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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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의 이 프린터 에 비해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를 활용하여 섬유에color gamut gamut . DTP
디지털 이미지를 프린팅할 때 모니터 와 가장 유사한 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출력 시스color color
템에서도 변하지 않는 값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color (Figure 7.)
갖는다.

가능 떨어져 있는 고객과 교환이 가능remote approval : color data•
모니터상에서 프린팅 예측가능color•
특정광원 아래에서의 프린트 색상 예측가능•
정확한 가능color matching•

화로 인한 시간 경비 절감효과color DB ,•
불일치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소효과color•

Figure 7. Principle for color management system.

를 활용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섬유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 있어야 하며 숙련DTP ICC profile
된 의 운영 정확한 시스템 및 를 활용한 이상의 표준광원이 설치된profile , S/W color setting, CRI 90

환경하에서 프린팅하여야만 고부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viewing (Figure 8.) DTP .

Figure 8. Viewing room setted with standard light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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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라 함 구성 요소2.1.3 Color management system( CMS )

모든 은 다음의 가지 기본요소들로 구성된다ICC based color management system 4 .

- ICC profile

는 의 약자로 년대 애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며 을ICC 'Internation Color Consortium' 1990 profile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는 을 이라 하고 을 인식하는 서로 다. profile ICC profile profile
른 프로그램에서 호환가능하다 은 출력장비나 표준 색공간에서의 처리에 필요한 용지. Profile color color
의 값을 연결시켜주는white point, black point, color gamut, CMYK, Lab LUT(look up table), gamma curve
등 출력 디바이스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서 에 제공하는 을 뜻한다 이 없으면 프린color CMM file . profile
터에 따라 출력되는 가 달라지므로 출력 장비에 맞는 출력 를 정해준다color color .

- PCS(Profile connection space)

서로 다른 공간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번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color color hub CIELab,
와 같은 색공간을 의미한다 각 기기마다 정확한 만 있다면 라는 한 개의 영역을 통해CIEXYZ . profile PCS

서 얼마든지 편리한 교환이 가능하다color .

- CMM(Color management module, Color conversion algorithm, Color calculator)

은 의 정보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공간 사이의 가교역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계CMM ICC profile color
산기이다 어떤 공간에서의 나 값을 다른 공간에서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color RGB CMYK color

이라고도 한다 회사마다 알고리즘이 달라 계산법에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color engine' .
등 각각 다른 회사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가 조금씩 다르게 출력된다Adobe, Apple, Kodak color .

- Rendering Intents(Gamut mapping method defined by the ICC)

입력 디바이스나 프린터 와 같은 출력 디바이스는 를 재생하는데 한계가 있다 모니터의 경, DTP color .
우 모니터의 형광물질이 낼 수 있는 빨간색보다 채도가 더 높은 빨간색은 표현할 수 없으며 의 경, DTP
우 실제 보다 더 채도가 높은 은 프린팅 할 수 없다, cyan cyan .
각각의 출력 디바이스가 가진 색상 표현능력을 이라고 하며 입력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gamut gamut

중 출력장치가 가지고 있는 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을 이라고 한다 밖에 있는gamut out of gamut . Gamut

를 프린팅하기 위해서는 다른 로 대체해서 프린팅 해야 하는데 대체 출력 를 어떤 것으로color color , color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라고 한다 과 은 을 압축시키는 방법을rendering intents . Perceptual saturation gamut

사용한다 밖의 범위에 있는 색상의 채도 을 낮춰 출력 디바이스의 과 일치시켜 색. Gamut (saturation) gamut

상을 표현한다 반면 과 은 채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relative colorimetric absolute colorimetric gamut

을 함으로써 밖에 있는 를 제거하여 가장 가까운 색상 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clipping , gamut color (hue) .

에서 규정한 에는 가지 방법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다ICC rendering intents 4 , .

- Perceptual

이 방식은 전반적인 색상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채도를 낮춰 출력 디바이스의 범위와 일, gamut
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주로 사진 이미지나 입력한 파일의 가 밖에 많이 있을 경우에color gamut color
적합하다 즉 소스파일의 을 모두 목적지 로 대응시켜주므로 전. black point, white point, color gamut profile
체가 변하지만 의 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면서 변환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원본과 거의 동일한color
느낌을 받는다 사람의 눈은 색상이 가지고 있는 절대값의 차이보다 화면이나 사진 안에 있는 색상들의.
조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색상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파일을 압축하므로 이미지상의 가, gray balance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자연스러운 색상 표현에는 효율적이며. 과 더불어 사진 이미지relative colorimetric
의 변환에 많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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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uration

이 방식은 그래픽 챠트나 발표용 자료 벡터 아트와 같은 그래픽 이미지 표현에 적합하며 정확한,
재현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유용하지 않다 출력 디바이스의 밖의 는 채도 범color . gamut color gamut

위내로 이동한다 이 렌더링 방식은 사진 이미지의 를 살리는데도 사용 할 수 있다. color .

- Relative Colorimetric

수학적으로 출력물과 일치해야 하는 로고와 같은 이미지에 사용된다.

출력 장치의 색영역밖의 는 색영역 가장자리로 전환되어 사용 가능한 전체 가 줄어드는 경향color color
이 있다 이런 점은 과 유사하지만 소스파일의 를 목적지 에 적응시. absolute colorimetric white point profile
켜 주기 때문에 과 크게 다르지 않다perceptual colorimetric .
전체적으로 가장 정확한 변환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단 변환시color . black

기능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의 디테일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point compensation shadow
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렌더링 방식은 수가 상대black point compensation . color

적으로 적은 이미지에 많이 사용된다.

- Absolute Colorimetric

등의 요소를 절대적인 계산법대로 처리한다 따라서 사진 이미지에Black point, white point, color gamut .
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색을 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하거나 어떤destination space
프린터에서 얻은 결과를 다른 프린터에서 시뮬레이션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 렌더링 방식은proofing .
벡터 이미지와 팬톤 적용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color .

(a) Perceptual (b) Saturation

c) Relative colorimetric (d) Absolute colorimetric

(A : out of gamut colors, B : These colors are within gamut but get different treatment
from each rendering intent, C : These colors are desaturated by perceptual rendering but
not by the colorimetric rendering intents.)

Figure 9. Four ways of rendering i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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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프린팅 공정에 적용하는 방법2.1.4 CMS DTP

모니터 보정- (Monitor calibration & Profiling)
9)

모니터 은 모니터의 특성화가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최적의 상태로 만calibration color
드는 것이다 동일한 모니터 일지라도 이 이루어지지 않고 디스플레이된 이미지는 그 색. calibration color
감이 주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디자인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모니터의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모니터에 부착된 각종 조절 버튼들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조정하는 방법이다 바탕화면에서. PC

속성 디스플레이 등록정보 설정 고급 색관리 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 , monitor profile setting .
두번째 방법은 모니터 보정 전용 를 사용하는 것이다S/W .

모니터 은 보통 회 실시한 후 사용하며 모니터의 경우 한달에 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calibration 3 , LCD 2
적절하다 의 목적은 모니터의 를 맞추기 위함이며 은 를 맞추. calibration gray balance profiling color balance
기 위함이다.
모니터 보정 는 과 작업을 동시에 수행되며 로 저장된다 모니터S/W calibration profiling file . calibration
는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S/W GretagMacbeth Eye-One Match, Profilemaker, Colornavigator .

모니터 및Calibration Profiling①
모니터의 주변광을 차단한다1) .

모니터와 측색장비 예열 모니터를 사용하기 전에 최소 분이상 측색장비는 최소 시간 이상2) : 30 , 2

예열한다.

색온도 설정 모니터의 색온도를 로 설정한다섬유 의류용3) : D65(6500K) ( , ).

모니터 해상도 화면 재생빈도 색상수 등 설정4) , ,

워밍업이 끝나면 모니터 해상도 화면 재생빈도 색상수를 조절한다, , .

모니터는 정해진 자체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해상도로 설정한다 색상수LCD .

는 모니터가 지원하는 할 수 있는 최대로 설정한다.

에서 모니터 이 인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Photoshop profile colorsetting > working space

> RGB > Monitor RGB - standard color

이 되어있는지 확인한다setting .

를 최소로 조절한다5) contrast .

설정6) black point

화면에 흑색 를 디스플레이 한다RGB(0,0,0) .

무전압 신호영역은 화면 가장자리에 비디오 신호가 디스플레이 되지 않는 완전히 흑색부분을 말

한다 화면크기 버튼을 조절하여 적당한 크기로 설정한다 이 때 두 이 일치되는 을 설. . black black

정한다.

조절7) brigthness

위에서 영역을 디스플레이 한 상태에서 이 흑색 영역의 가 무전압 신호영역의 와black color color

일치되도록 를 조절한다brigthness .

바탕영역을 가 되도록 디스플레이 한다8) medium gray .

바탕영역을 중간 회색 으로 채우는 이유는 계측하고자 하는 칼라에 미치는 영향(RGB 128,128,128)

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모니터의 설정9) whit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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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미리 설정된 색온도에 모니터의 를 맞추는5000K, 6500K white point• 방법

표준광원 형광등을 설치해 놓은 경우 그 광원의 흰색에 맞추기 위해 값을 별도로 입력해서, xy•

조절하는 방법

모니터• 의 를 눈으로 조정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white point

모니터 조정 및 조정10) gamma RGB

모니터 밝기 재조정11)

모니터의 와 의 가 동일하게 보일때까지 를 조절하거나 의12) white point media white point contrast media

값을 입력하면 모니터의 의 를 맞출 수 있다white media white .

측정기 및 를 이용하여 모니터 과 을 실시한다13) S/W calibration profiling .

Figure 10. 측정기Monitor calibration for DTP(a : , b : S/W).

Figure 11. Test file for monitor calibration.

프린터- Profiling
10)

으로 구동되는 대부분의 프린터는 신호로 통제되기 때문에 프린터Rip(Raster Image Processor) CMYK
과 을 통해 셋팅한 후 을 적용하여 원단에 최적의 를 출력한다linearization calibration , ICC profile color .

용 프린터의 공정은 다음과 같다DTP profiling .
프린터의 노즐이 완벽하게 출력되는지 점검한다.①
프린터 과 프린터의 를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한 후 가장 농도linearization calibration : color ,②
가 진하면서 스케일이 가장 잘 구분되는 조건으로 프린터를 셋팅한다gray/color .

과 같이 용 를 원단에 출력한다Figure 14 profiling test color patch .③
측정장비 를 사용해 후가공이 완료된 를 측색한다color (Eye-One iO, Figure 15) color patch .④

를 사용하여 와 를 비교하여 을 만든다Profiling S/W reference data measurement data ICC profile .⑤
출력시 원단에 완성된 을 적용하여 이미지를 출력한다ICC profile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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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a : calibration of devices, b : print a test chart, c : measure a test chart, d : use a profiling software, e : produce a profile)

Figure 12. Profiling process for DTP.

Figure 13. Color target sample for printer linearization and calibration.

Figure 14. Several types of test color patch.

Figure 15. Color patch measurement

for profiling with Eye-One iO.

결 론3.

섬유산업분야에서 선진국의 개발방향 추이를 살펴보면 선진국 소비자들은 섬유제품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점차 고기능성 환경친화형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등 타 산업분, . IT, BT
야 기술과의 융복합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내 날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스템의 도입 및 적용은 선진국형 산업, DTP
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고급 섬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관리 기술 응용 기술력 폭넓게 배출되고 있DTP , IT ,
는 디자인 인력 등 국내 산업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며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친화형, ,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현재 이탈리아 일본에서 상용화되어 가고 있는 기,
술이다.
섬유산업중 디지털 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시스템에서 의 제어 및 재현성 문제는 개발color DTP color

당시부터 현재까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연구 분야이다11) 특히 에서 모니터. D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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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표현되는 와 실제 프린팅되는 가 원단 및 염료잉크의 종류에 따른 변수로 인해 다르게 표color color ( )
현되므로 색차를 줄이는 효율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공정표준화로 인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DTP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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