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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양한 방법으로 상을 재 하는 많은 장치들이 있다. 그러나 지원할 수 있는 색의 범 인 색역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칼

라 상이 장치별로 서로 다르게 보이는 상이 발생한다. 최근 색역 사상은 이미지내의 주변 픽셀에 응 으로 색역 사상을 

수행하는 방법인 공간 인 색역 사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간 인 색역 사상 방법은 색상 이동, 후  효과, 상세정

보 보존에 한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색역 사상 방법에서 색역 밖 역의 경계 역 보존으로 인해 상

세정보 보존이 잘 되지 않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입력 상의 정보를 활용해서 상의 상세정보를 보존하는 공간 인 

색역 사상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먼 , 입력 상을 색역 단 방법을 이용해서 색역 사상을 수행하고 입력 상과 

색역 사상된 상을 각각 역 통과 필터링 한 후, 입력 상의 상세정보과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를 계산한다. 제안한 

방법의 상세정보는 입력 상의 상세정보와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의 차로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으로 

구한 상세정보를 색역 사상된 상에 더 해 으로써 상세정보가 보상된 상을 얻게 된다. 그리고 상세정보 보상과정에서 색

역 밖으로 나간 값을 색역 안으로 넣어주기 해 다시 색역 단 방법을 이용한 색역 사상을 수행해서 결과 상을 얻는다. 

제안한 방법을 모니터와 린터 간에 색재 에 용하는 실험을 통해 보다 선명하고 비가 높은 상 얻을 수 있다.  

Abstract

Currently many devices reproduce electronic images in the various ways. However, the color that is reproduced in any 

device i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color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gamut between devices. A recent trend in gamut 

mapping algorithms is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to compute the color transformation of pixels from the input to the 

output gamut. However, these techniques share the problem of preserving details, and avoiding halos, and hue shift. In 

this paper, spatial gamut mapping for preserving the details of the input image is proposed. Our approach improves 

visibility of detail that is not effectively represented with conventional spatial gamut mapping. In proposed method, initially, 

we gamut map the input image using gamut clipping and obtain a detail layer for both the input and the gamut mapped 

images. Next, we calcul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detail layers, obtaining the details of the out of gamut region. 

Finally, we add the details of out of gamut region to the gamut mapped image. Since the resulting image has out of 

gamut colors, we obtain resulting image of proposed method by using a gamut clipping method. Consequently, the printed 

output image was more consistent with the corresponding monito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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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니터, 린터, 스캐  등 각 장치별로 지원할 수 있

는 색의 범 인 고유한 색역(color gamut)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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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장치에 동일한 칼라 상을 재 했을 때 재

된 상의 색이 서로 다르게 보이는 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의 원인은 주  조명에 의한 향, 장치간

의 색 교정 차이, 장치가 가지는 비선형 인 특성 등으

로 볼 수 있으나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장치들 

사이의 색역 차로 볼 수 있다. 그 로 동일한 칼라 

상을 모니터와 린터 장치를 통해 출력하면 재 된 두 

상이 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 모니터

와 같이 색역이 넓은 장치에 재 된 칼라 상을 린

터와 같이 색역이 좁은 장치로 출력하면 린터 색역 

밖에 놓이는 색이 발생하게 되어 린터에서 색을 나타

낼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원 상과 재 된 상과의 

색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색역 밖의 색을 색역

의 안쪽으로 옮겨 인지되는 색의 차를 일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이 색역 밖의 색을 출력 장치가 재 할 수 

있는 색역 안으로 색을 변환하여 색재 성을 향상 시키

는 방법을 색역 사상(gamut mapping)이라고 한다. 최

근에 많이 사용 되는 공간 인 색역 사상은 이미지내의 

주변 픽셀에 응 으로 색역 사상을 수행함으로써 입

력 상의 상세정보를 보존하면서 비 한 보존할 수 

있다. 

 공간 인 색역 사상방법은 Meyer와 Barth
[1]
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 방법은 주 수 도메인에서 입

력 상의 역통과 필터 된 성분을 구하고 lightness압

축을 실행 한 후, 고역통과 필터 성분을 더해서 상세정

보 보상을 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Balasubramanian[1]은 상세정보를 입력 

상과 입력 상의 color-by-color 색역 사상된 상의 

차이를 구해서 색역 사상된 상에 더해 으로서 상세

정보를 보상하게 된다. Meyer와 Barth, 

Balasubramanian의 방법은 luminance성분만을 가지고 

공간 인 색역 사상을 수행하 고, Morovic과 Wang[1]

은 L*, a*, b* 3차원에 용한다. 이 방법은 공간 인 

도메인에서 입력 상을 필터링을 통해 여러 해상도를 

가지는 밴드로 나 고, 이 밴드사이의 차이를 통해 상

세정보를 구한 후, 색역 사상된 상에 더하는 과정을 

최상  밴드까지 수행해서 상세정보를 보존하는 방법이

다. 최근에는 Morovic과 Wang의 방법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 공간 인 색역 사상은 역통과 필터를 반복

으로 사용함으로서 색상 이동, 후 효과가 발생하는 

단 이 있다. 한 색역 밖의 경계정보만을 보존하기 

때문에 색역 사상된 결과 상이 입력 상의 상세정보를 

충분히 보존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인 색역 사상방법을 수행한 

결과의 문제 으로 색역 밖 역에 한 경계정보 보상

으로 인해 입력 상이 가지고 있는 상세정보 보존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에 을 맞추고, 입력 상이 

가지고 있는 경계정보만이 아니라 지역 비 정보를 사

용해서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를 보상하는 방법

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색역 사상된 

상에서의 색 복 상으로 색역 경계 역에 색 재 이 

제 로 되지 않는 문제 을 해결하고, 지역 비도 향상

시킨다. 제안한 방법을 모니터와 린터 간에 색역사상 

실험을 통해, 보다 선명하고 비가 높은 상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Ⅱ장에서 기존 방법과 문제  

그리고 제안한 방법에 하여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기

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을 실험을 통해 비교, 분석하

고,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한다.

Ⅱ. 기존의 방법과 문제점 및 제안한 방법

1. 기존 방법과 문제점

공간 인 색역 사상방법은 이미지내의 주변 픽셀에 

응 으로 색역 사상을 수행함으로써 입력 상의 상

세정보를 보존하면서 비 한 보존할 수 있다.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color-by-color 방법의 

문제 을 보완한 방법이다[2～3]. 

공간 인 색역 사상방법에는 Jan Morovic과 Yu 

Wang의 방법과 Peter Zolliker의 방법이 표 이다.

가. Jan Morovic과 Yu Wang의 방법

Jan Morovic과 Yu Wang의 방법[4][5]은 입력 상을 

역통과 필터를 연속 으로 통과시키면서  낮은 

주 수 역으로 가도록 나 고, 가장 낮은 주 수 밴

드를 먼  밝기 값 압축과 함께 1차 색역 사상을 한다. 

그리고 색역 사상된 주 수 밴드의 바로  주 수 

역과의 차를 구해서 1차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

를 보상해주고, 색역 사상을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

로 의 밴드와의 차이 값을 구해서 상세정보로 보상해

주고, 색역 사상하는 과정을 최상  밴드까지 반복 으

로 수행함으로써 결과 상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식 (1)을 통해 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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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색역 단 방법을 용함으로써 결과 상을 얻을 

수 있다.

            (1)

여기서 는 입력 상, 은 색역 사상, 는 역통

과 필터를 나타낸다.

나. Peter Zolliker의 방법

Peter Zolliker의 방법
[6]
은 먼 , 입력 상을 색역 

단 방법을 통해 1차 색역 사상을 하고, 입력 상과 1차 

색역 사상된 상의 차이를 색역 밖 역으로 보고 이 

값을 역통과 필터를 통과시킨 후 차이를 구해서 색역 

밖 역의 상세정보를 구한다. 색역 밖 역의 상세정

보를 색역 단을 통해 구한 1차 색역 사상된 상에 

더해 으로써 상세정보가 보상된 상을 얻을 수 있

다. 상세정보 보상 과정에서 색역 밖 역으로 벗어나

는 값들이 존재하게 되고. 색역 단을 수행해서 결과 

상을 얻는다. 이를 식 (2)-(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3)

   ∗ (4)

     (5)

     (6)

    (7)

여기서 는 입력 상, 은 색역 사상된 상, 은 

색역 사상, 는 색역 밖 역 상, 는 필터링 된 색

역 밖 역 상, 는 가우시안 필터, 는 색역 밖 

역의 상세정보 상, 는 상세정보 보상된 상, 

은 결과 상을 나타낸다.

다. 기존 방법의 문제점

공간 인 색역 사상방법에서 Jan Morovic과 Yu 

Wang의 방법은 역통과 필터를 반복 으로 사용함으

로서 색상 이동, 후 효과가 발생하는 단 이 있다. 그

리고 Peter Zolliker의 방법은 색역 밖의 경계정보만을 

보존하기 때문에 색역 사상된 결과 상이 입력 상의 

(a)                          (b)

그림 1. 기존 방법의 문제 ; (a) 입력 상 (b) 후 효

과 색상 이동이 나타난 상

Fig. 1. Problem of conventional method; (a) input image 

(b) halo and hue shift image.

(a)                       (b)

그림 2. 기존 방법의 문제 ; (a) 입력 상 (b) 상세정

보 보존 문제 상

Fig. 2. Problem of conventional method; (a) input image 

(b) problem for preserving a detail.

상세정보를 충분히 보존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그림 

1, 2의 결과 상을 통해 단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은 색상 이동, 후 효과가 발생한 상이고 그림 2는 

상의 상세정보 보존이 충분히 되지 못한 상을 나타

내었다.          

2. 제안한 방법

제안한 공간 인 색역 사상 방법은 기존의 방법에서 

입력 상의 상세정보 보존이 충분히 되지 않는 을 보

완하기 하여, 입력 상이 가지고 있는 상세정보를 보

존하는 방법에 해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Peter 

Zolliker의 방법을 기 로 입력 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

를 활용해서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 보상을 통해 

입력 상과 더 유사한 결과 상을 얻기 한 방법이

다. 제안한 방법의 체 과정은 입력 상의 색역 사상, 

입력 상과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를 통해 입력 

상이 가지는 색역 밖 역의 상세정보 계산, 상세정

보 보상된 상획득  색역 사상을 통한 결과 상 획

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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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상의 상세정보를 보존하는 공간적인 색역 사상

제안한 방법은 입력 상이 가지고 있는 상세정보를 

색역 사상된 역에 보상하는 방법으로 입력 상이 가

지고 있는 비 정보를 결과 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

도록 한다. 제안한 방법의 체과정을 그림 3에 나타내

었다. 제안한 방법은 먼 , 입력 상을 1차 색역 사상을 

한다. 이 과정을 식 (8)로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서 는 입력 상, 는 색역 사상된 상, 은 

색역 사상을 나타낸다.

입력 상과 1차 색역 사상된 상으로 제안한 방법

에서의 색역 밖 역의 상세정보를 구하기 해 입력 

상과 색역 사상된 상을 역통과 필터링한다. 이 

과정으로 식 (9)-(10)으로 나타내었다.

   (9)

    (10)

여기서 는 역통과 필터, 는 필터링 된 입력 상, 

은 필터링 된 색역 사상된 상을 나타낸다.

색역 밖 역의 상세정보를 구하기 해서는 입력 

상의 상세정보와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로 구해

야 한다. 이 과정을 식 (11)-(13)으로 나타내었다. 

     (11)

     (12)

      (13)

여기서 는 입력 상의 상세정보, 은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 는 색역 밖 역의 상세정보를 나

타낸다. 입력 상의 상세정보는 입력 상과 필터링 된 

입력 상의 차이 값으로 구할 수 있고,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는 색역 사상된 상과 필터링 된 색역 

사상된 상의 차이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입력 상의 

상세정보와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의 차로 색역 

밖 역의 상세정보를 구할 수 있다. 식 (11)-(13)을 통

해 구한 색역 밖 역의 상세정보를 가지고, 상세정보

가 보상된 상을 구한다. 이 과정을 식 (14)에 나타내

었다.

그림 3. 제안한 방법의 흐름

Fig. 3. Framework of proposed method of figure here.

     (14)

여기서 은 상세정보가 보상된 상을 나타낸다. 색역 

사상된 상에 색역 밖 역의 상세정보를 추가해서 상

세정보가 보상된 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상세정보

를 보상 하는 과정에서 색역 밖으로 나가는 값이 존재하

게 되고, 이 값들을 다시 색역 안으로 넣어 주기 해 색

역 사상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색역 사

상방법은 색역 단방법인 HPMINDE(Hue-angle 

preserving minimum △Eab clipping)[1]가 사용된다. 이 

과정을 식 (15)를 통해 나타내었다.

   (15)

여기서 은 색역 사상, 은 결과 상을 나타낸

다. 상세정보가 더해진 상에 HPMINDE를 수행해서 

제안한 방법의 결과 상을 얻을 수 있다. 

나. 상세정보 계산

제안한 방법은 입력 상의 색역 밖 역에 한 상

세정보를 구한다. 입력 상과 색역 사상된 상으로 

입력 상과 색역 사상된 상의 역통과 필터링 된 

상을 구하고, 입력 상의 상세정보를 입력 상과 

역 통과 필터링 된 입력 상과의 차이로 색역 사상

된 상의 상세정보를 색역 사상된 상과 역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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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제안한 방법의 상세정보 계산; 

(a) 입력 상의 상세정보 (b) 색역 사상된 상

의 상세정보 (c) 색역 밖 역의 상세정보 

Fig. 4. Calculating details of proposed method; 

(a) detail of input image, (b) detail of gamut 

mapped image, and (c) detail of out of gamut.

필터링 된 색역 사상된 상의 차이로 계산한다. 제안

한 방법에서의 색역 밖 역의 상세정보는 입력 상

의 상세정보와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의 차이로 

구할 수 있다. 이 값은 입력 상의 상세정보에서 색역 

밖 역이 가지는 상세정보를 구한 값으로 입력 상

의 색역 밖 역에 한 경계정보  비 정보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으로 상세정보를 보상

한 결과 상에서 더 입력 상에 가까운 상을 얻을 

수 있다. 입력 상의 상세정보에서 색역 사상된 상

의 상세정보를 빼면 색역 안 역은 둘 다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값을 가지지 않고 색역 밖 역은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에서 값이 없기 때문에 입력 

상이 가지고 있는 상세정보를 그 로 보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한 상세정보 상에 한 L*값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의 (a)는 입력 상의 상세정보 

L*값, (b)는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 L*값, (c)는 

제안한 방법으로 구한 색역 밖 역의 상세정보 L*값

을 나타낸다.

다. 상세정보 보상에 따른 값 변화

제안한 방법의 상세정보 보상에 따른 상의 값 변화

를 기존 방법과의 결과 상 비교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림 5에 기존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색역 밖 역에 

한 결과 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5의 (a)는 입력 상, 

(b)는 HPMINDE한 결과 상, (c)는 Peter Zolliker의 

방법의 결과 상, (d)는 제안한 방법에 의한 결과 상

이다. 그림 5의 각 상에 한 L*값 평균  표 편차 

값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을 보면, 색역 밖 역에

서 입력 상의 L
*
값의 표 편차는 4.075의 값을 가지지

만, 색역 단 방법인 HPMINDE 방법을 사용한 상에

(a)                         (b)

(c)                         (d)

그림 5. 색역 밖 역 비교; 

(a) 입력 상 (b) 색역 단(HPMINDE)한 상 

(c) Peter Zolliker 방법 (d) 제안한 방법

Fig. 5. Comparing out of gamut region; (a) input image, 

(b) gamut clipped(HPMINDE) image, (c) Peter 

Zolliker's method, and (d) proposed method.

상 L값 평균 L값 표 편차

입력 상 53.562 4.075

HPMINDE 34.203 0.101

Peter Zolliker의 방법 34.928 0.722

제안한 방법 38.371 2.783

표 1. 그림 5의 각 상 L*값 평균  표 편차

Table 1.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luminance in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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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표 편차 값이 0.101과 같이 굉장히 작아져서 색 

복 상이 나타나 값들의 구별이 어렵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Peter Zolliker의 방법을 용한 결과 상에서

는 HPMINDE 방법을 사용했을 때 보다 향상은 되었지

만, 표 편차는 0.722로 입력 상이 가지고 있던 값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입력 상에서 나타나는 상세정보 

표 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한 방법

을 용한 상에서는 표 편차 값이 2.783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고 평균 값 한 다른 방법에 비해 상승

한 결과로 부터 Peter Zolliker의 방법에서 보다 입력 

상의 상세정보가 잘 나타나 더 입력 상에 가까운 결

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실험 및 결과

제안한 방법을 기존 방법과 비교하기 해 그래픽 

상에 해 용, 객 인 평가를 실시하 다. 제안한 

색역 사상 방법과 비교를 한 기존의 공간 인 색역 

사상 방법으로는 Peter Zolliker의 방법을 선택하 다.

1. 영상에 대한 비교

기존 방법에 의한 사상과 제안한 방법에 의한 사상 

방법을 비교하기 해 그래픽 상을 색역 사상하 다. 

그림 6은 실험에서 사용된 모니터 색역과 린터 색역

(a)

(b)

그림 6. 색역 상; (a) 모니터 색역, (b) 린터 색역

Fig. 6. Gamut image; 

(a) monitor gamut, (b) printer gamut.

을 CIELAB공간에서 3차원으로 표 한 것을 나타내었

다. 그림 6의 (a)가 모니터 색역이고, (b)가 린터의 색

역이다. 실험에서 사용한 상은 모니터와 린터 사이

(a)                         (b)

(c)                     (d)

그림 7. 결과 상 비교; (a) 입력 상 (b) 입력 상의 

색 분포 (c) Peter Zolliker 방법 (d) 제안한 방법

Fig. 7. Comparison of resulting image; (a) input image, 

(b) color distribution of input image, (c) Peter 

Zolliker's method, and (d) proposed method.

(a)                         (b)

(c)                         (d)

그림 8. 결과 상 비교; (a) 입력 상 (b) 입력 상의 

색 분포 (c) Peter Zolliker 방법 (d) 제안한 방법

Fig. 8. Comparison of resulting image; (a) input image, 

(b) color distribution of input image, (c) Peter 

Zolliker's method, and (d)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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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9. 그림 7을 확 한 상; (a) 입력 상 (b) Peter 

Zolliker 방법 (c) 제안한 방법

Fig. 9. The enlarged image of Figure 7; (a) input 

image, (b) Peter Zolliker's method, and (c) 

proposed method.

(a)                       (b)

(c)

그림 10. 그림 8을 확 한 상; (a) 입력 상 (b) Peter 

Zolliker 방법 (c) 제안한 방법

Fig. 10. The enlarged image of Figure 8; (a) input 

image, (b) Peter Zolliker's method, and (c) 

proposed method.

의 색역 차가 많이 나는 부분의 색을 많이 포함하고 있

는 상과  역에 걸쳐 골고루 색을 가지고 있는 

상 두 가지를 사용하 다. 그림 7은 색역 차가 많이 나

는 부분의 색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에 한 결과

로 (a)는 원 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b)는 원 상이 

가지고 있는 색 분포를 나타내었고, (c)는 기존의 공간

인 색역 사상방법으로 색역 사상한 결과이고, (d)는 

제안한 방법으로 얻은 결과이다. 그림 8은  역에 

걸쳐 색을 가지고 있는 상에 한 결과로 (a)는 원 

상을 나타내고, (b)는 원 상이 가지고 있는 색 분포

를 나타내었고, (c)는 기존의 공간 인 색역 사상 방법

으로 색역 사상한 결과이고, (d)는 제안한 방법으로 얻

은 결과이다. 그림 9, 10은 그림 7, 8의 결과 상을 확

해서 비교한 결과이다. 그래픽 상에 의한 비교 결과

에서 제안한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체 으로 비와 

상의 선명도가 향상되어 입력 상과 더 유사하게 보

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제안한 방법으로 색역 사상

을 수행한 결과가 모니터의 상을 더 잘 재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색 비의 향상도 얻을 수 있다.

  

2. 객관적인 평가

제안한 방법에 한 평가를 해 인간 시각 시스템을 

기 로 한 구조 인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MSSIM 
[7]과 특징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FSIMc[8]을 사용

한 평가를 실시하 다. 객 인 평가에는 그림 11의 

bike, room, space, girl 상을 사용하 다. MSSIM과 

FSIMc은 식 (16),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b)

(c)                        (d)

그림 11. 평가를 한 테스트 상; 

(a) bike (b) room (c) girl (d) space

Fig. 11. Test images for evaluation; 

(a) bike (b) room (c) girl (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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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e Room Girl Space

HPMINDE 0.920 0.868 0.921 0.772

Peter Zolliker 방법 0.926 0.884 0.942 0.791

제안한 방법 0.944 0.905 0.956 0.810

표 2. SSIM 평가 결과

Table 2. The result of SSIM evaluation.

Bike Room Girl Space

HPMINDE 0.927 0.889 0.965 0.893

Peter Zolliker 방법 0.939 0.909 0.969 0.901

제안한 방법 0.958 0.927 0.976 0.910

표 3. FSIMc 평가 결과

Table 3. The result of FSIMc evaluation.


 

 
 

 

  
(16)

   


 





여기서 는 각각 참조 상과 평가 상, 는 평균, 

는 표  편차, 는 상수 값을 나타낸다. 

  
∈



∈
∙

 ∙

(17)

여기서 은 luminance 유사도, 는 chromatic 유사

도를 나타낸다. 평가 결과는 표 2, 3에 나타내었다. 결

과에서 보듯이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우수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으로 제안한 방법에 의한 

결과 상이 입력 상과 더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니터에서 린터로의 색역 사상시 

장치 간에 표  할 수 있는 색역 차로 인해 발생하는 

정확한 색 재 이 되지 않는 문제 을 개선하기 한 

색역 사상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기존의 공간 인 색

역 사상방법에서는 역통과 필터를 반복 으로 사용함

으로서 색상 이동, 후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 과 색역 

밖의 경계정보만을 보존하기 때문에 색역 사상된 결과

상이 입력 상의 상세정보를 충분히 보존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공간 인 색역 사

상 방법에서 나타나는 입력 상의 상세정보 보존이 충

실히 되지 않는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입력 상의 

상세정보를 활용해서 색역 사상된 상의 상세정보를 

보상함으로 공간 인 색역 사상된 상이 입력 상이 

가지고 있는 상세정보를 잘 표  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색역 사상된 상에서의 색 복

상으로 색역 경계 역에 색 재 이 제 로 되지 않는 

문제 을 해결하고, 입력 상이 가지고 있던 지역 비

를 결과 상에도 나타낼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을 모니

터와 린터 간에 용한 결과, 보다 선명하고 휘도 

비가 높은 상을 얻음으로써 입력 상과 더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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