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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텍스타일의 색채는 텍스타일 제품의 전반적인 외

관을 좌우하며,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 하나이다. 예를 들

어, 기능성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아무리 기능성

이 뛰어나도 소비자들은 외관적인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제품을 고려하지 않으며, 디자인 요소 
가운데 특히 색채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을 수 있는 일차적인 요소이다(Chae, 2020). 
의류 및 텍스타일 산업에서 색채 트렌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색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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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색특성, 즉 

기계로 측정되는 명도(Lightness), 채도(Chroma), 색
상(Hue) 등의 객관적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 색채가 

부여된 영역의 크기, 모양, 표면 텍스쳐, 배경색, 관찰

자, 조명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주관적 특성이

다(Fairchild, 2013). 색채가 지닌 주관적, 가변적 특성 
때문에 디자이너가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의도한 색

채가 제품 완성 단계에서, 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하는 단계에서 전혀 다른 색채로 인식될 수 있다. 이
러한 주관적인 특성으로서의 색채를 Color appear-
ance라고 한다(Fairchild, 2013).

텍스타일의 Color appearance 연구는 물리적 색채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왔다. 이는 

의류업자들 간, 그리고 소비자들과의 정확한 컬러 

커뮤니케이션(Color communication: 색채와 관련한 

모든 소통)에 있어 주로 객관적인 색채 수치를 제공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컬러 커뮤니케이션에서 디자이너를 포함해 많은 업

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2차 제품으로서의 천과 텍

스타일 완제품의 색채가 섬유나 실과 같은 원재료의 
색채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천과 제품을 설계하

는 과정에서 실의 밀도와 조직의 선택, 레이어의 구

성 등에 따라 독특한 표면 및 텍스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며, 이러한 표면 효과는 종이나 플라스틱 등

의 다른 제품들과 차별된 Color appearance를 만든다. 
이에 따라 기존의 텍스타일 Color appearance 연구는 

텍스쳐 효과에 초점을 맞춰 많이 진행되었다(Kandi 
et al., 2008; Shao et al., 2006; Xin et al., 2005). 하지만 

제품 자체의 요인 외에도 소비자들은 관찰 환경에 

따라 그 제품의 색채를 디자이너가 초반에 의도한 

색채와 전혀 다르게 인식하기도 한다. 특히 조명(광
원)은 색채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다

(Berns  2000; Fairchild, 2013). 사람들은 흔히 의류 매

장에서 본 제품의 색채와 구매 후 집에서 다른 조명

하에 관찰한 색채가 달라 난감함을 경험한다. 또한 

국가마다 의류 매장에 사용되는 표준 조명이 다르기 
때문에(예: 미주지역-CWF; 유럽지역-TL84) 한 브랜

드의 동일 제품도 각 나라의 소비자가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그만큼 텍스타일의 색채 및 Color ap-
pearance 연구에서 광원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중

요하다.
기존에 광원에 따른 텍스타일의 Color appearance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Jeong 
and Lee(2010)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유채

색 광원 하에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검정, 흰
색 직물의 Color appearance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출

력한 사진 상의 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밝은 직물

일수록 광원색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으며, 광택이 

있는 직물일수록 밝은 광원 하에서 직물색이 더 밝

게 나타났다. Choi et al.(2007)은 2800, 4200, 6500K의 
색온도를 지닌 광원 하에서의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색 직물에 대해 피험자로 하여금 자연광 하에서

의 직물색과 비교하여 유사한 순위를 평가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6500K 광
원 하에서의 직물이 자연광 하에서와 가장 유사하였

으며, 가장 다르게 보인 광원은 2800K였다. 그러나 

빨강색 직물의 경우, 4200K 광원 하에서 자연광 하

에서와 가장 유사하여 일관된 광원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시료의 색상마다, 또는 광

택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광원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의 크기, 즉 

다른 광원 하에서와의 차이를 표준화된 구체적 수치

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한된 광원 조건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되지 않은 다른 광원 하에서 
Color appearance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들

다. 특히 Color appearance에 대한 광원의 효과를 분

석하는 데에 있어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다

양한 Color appearance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 광
원 조건마다 시료를 하나하나 측정을 하기에는 시간

이 많이 소요된다. 산업에서도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제품의 Color appearance를 파악하기 위해 매장마다 

다른 수많은 조명 하에서 수많은 제품을 하나하나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은 색채의 지각 및 삼자극치(Tristimu-

lus values: 색자극과 등색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세 

종류의 원자극 양) 도출 원리를 바탕으로 색상, 색온

도, 휘도의 제한 없이 다양한 광원 하에서 텍스타일

의 정확한 Color appearance 수치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색상뿐만 아니라 명도, 채도까지 색

의 모든 특성에 있어 광범위한 색채를 갖는 텍스타

일 시료를 이용하였고, 이에 대한 Color appearance 
예측값과 측정값을 비교하여 제시된 Color appear-
ance 예측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그 후, 설정

된 두 광원 하에서 동일한 텍스타일 시료의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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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appearance를 수치적으로 비교하여 광원이 Co-
lor appearanc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또한 Color appearance 값과 실제 물리적 색채값의 차

이를 계산하여 현재 텍스타일 산업에서 컬러 커뮤니

케이션 시 통용되고 있는 물리적 색채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Color appearance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입

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료의 예측된 Color appear-
ance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타일의 명도, 채도, 색
상에 따른 광원 효과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시료

팬톤(Pantone)에서 제공된 서로 다른 색채를 지닌 

24종의 폴리에스터 편성물이 시료로 사용되었다. 본 
24종의 색채에는 8종의 컬러 센터(Color center: 중심

이 되는 원색), 즉 빨강(Red: R), 주황(Red-Yellow: RY), 
노랑(Yellow: Y), 연두(Yellow-Green: YG), 초록(Green: 
G), 청녹(Green-Blue: GB), 파랑(Blue: B), 보라(Blue-
Red: BR)와 이 컬러 센터들의 명도를 변화시킨 16종
(밝은 컬러 센터 8종과 어두운 컬러 센터 8종)의 색채

가 포함되었다. 모든 시료는 2inch×2inch(2inch×4inch
의 2겹)의 크기와 0.51mm의 두께를 가졌으며, 표면

에 시각적으로 강한 텍스쳐(즉, 삼차원적인 문양)가 

없는 동일한 100% 폴리에스터 경편성물(Warp knit)
이었다. 표면 텍스쳐는 장비에 의한 물체의 물리적 

색채 측정치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Color 
appearance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러 색

채 문헌(Chae, 2020; Kandi et al., 2008; Shao et al., 2006)
에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

제한 텍스타일의 Color appearance에 대한 광원의 효

과를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매끄러

운 표면을 지닌 시료가 선택되었다.

2. 시료의 물리적 색채 측정

KONICA MINOLTA CM-2600d 분광측색계(Spec-
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360~740nm의 가시광 스

펙트럼 영역에서 10nm 간격으로 24종 시료의 반사

율 R%가 측정되었다. 본 측정에는 대구경(Large ap-
erture)과 SCI(Specular component included) 모드가 사

용되었다. SCI 모드는 정반사광(Specular reflectance: 
빛이 물체 표면에 입사되어 같은 방향으로 반사되어 
나오는 빛)과 확산반사광(Diffuse reflectance: 입사된 

빛이 정반사되지 않고 산란되어 여러 방향으로 반사

되는 빛)을 모두 포함하는 측정 방법으로, 일반적으

로 물체의 트루 컬러(True color: 객관적인 색채) 정보

를 얻고자 할 때 사용된다. 측정된 R%를 바탕으로 Am-
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2017)
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CIE(The International Com-
mission on Illumination: 국제조명위원회) 표준광 D65
와 10o 표준 관측자에 기초하여 각 시료의 명도 L*, 
적색도-녹색도 a*, 황색도-청색도 b*, 채도 C*, 색상 

ho 값이 분광측색계로부터 산출되었다. <Fig. 1>은 

R%로부터 L*, a*, b*, C*, ho 값이 산출되는 절차를 보

여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24종의 시

료와 그 시료의 분광측색계에 의한 물리적 색채 측

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Fig. 2>는 그 색채 측정치를 

바탕으로 한 24종 시료의 CIELAB 공간에서의 분포

를 보여준다. 분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들이 색채의 세 가지 속성, 즉 명도<Fig. 2(b)>, 
채도<Fig. 2(a)>, 색상<Fig. 2(a)>에 있어 폭넓게 분포

함을 알 수 있다.

3. 광원 조건

시중의 광원 박스(Light box)는 소수의 지정된 표

준 광원(예: D65, CWF, A, TL84 등)만을 제공한다. 각 
표준 광원은 색온도(Color temperature: 광원의 색을 

절대온도로 표시한 것으로, 색온도가 높아질수록 푸

른색을, 낮아질수록 붉은색을 띰)와 휘도(Luminance: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

기 때문에 원하는 특정 조명 하에서 변화하는 Color 
appearance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광범위한 색온도(2700~6500K)와 휘도(0~
19,000cd/m2) 내에서 원하는 광원을 설정할 수 있도

록 개발된 광원 박스(개발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

원)가 사용되었다. 이 광원 박스는 컴퓨터로 조정되

는 휘도계(Luminance meter)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광원을 감지하고 입력한 광원 조건

에 따라 자동으로 광원이 조정되었다. 광원 박스의 

사이즈는 47.5×44.5×53.0(길이×넓이×높이)cm였으

며, 내부의 모든 벽은 시중의 일반적인 광원 박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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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먼셀 N7(L*=69.64; a*=0.03; b*=0.24)의 

회색을 갖도록 제작되었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원 박스를 보여준다.

1) 광원 설정

2700K(주황빛이 도는 온난한 백색)과 6500K(푸

른빛이 도는 차가운 백색)의 색온도와 100cd/m2(대략 
314lx)의 동일한 휘도를 갖는 두 가지의 광원이 설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100cd/m2의 휘도는 Ko-
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KATS], 2018)
에서 제시한 의류 판매점의 점포 내 표준 조도, 즉 150 
~1500lx(약 47.75~477.46cd/m2의 휘도에 해당됨)의 

Fig. 1. Procedure for computing colorimetr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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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color centers Saturated color centers Dark color centers
Samplea Color values Sample Color values Sample Color values

L-R L* 77.62 S-R L* 34.83 D-R L* 29.05
a* 19.94 a* 45.23 a* 28.48
b* ‒0.61 b* 13.50 b* 9.54
C* 19.95 C* 47.20 C* 30.04
ho 358.24 ho 16.62 ho 18.53

L-RY L* 83.25 S-RY L* 61.32 D-RY L* 48.30
a* 16.85 a* 53.63 a* 15.18
b* 25.88 b* 70.93 b* 23.76
C* 30.88 C* 88.92 C* 28.19
ho 56.93 ho 52.91 ho 57.42

L-Y L* 89.88 S-Y L* 83.58 D-Y L* 62.98
a* ‒4.17 a* 8.44 a* 7.95
b* 30.14 b* 85.39 b* 30.10
C* 30.42 C* 85.80 C* 31.13
ho 97.87 ho 84.36 ho 75.20

L-YG L* 84.25 S-YG L* 67.65 D-YG L* 57.41
a* ‒19.17 a* ‒32.88 a* ‒14.31
b* 37.26 b* 57.60 b* 18.07
C* 41.90 C* 66.33 C* 23.05
ho 117.23 ho 119.72 ho 128.38

L-G L* 82.09 S-G L* 49.34 D-G L* 28.99
a* ‒33.43 a* ‒42.01 a* ‒9.69
b* ‒2.15 b* 10.02 b* 3.01
C* 33.50 C* 43.19 C* 10.15
ho 183.67 ho 166.58 ho 162.77

L-GB L* 80.08 S-GB L* 46.33 D-GB L* 38.62
a* ‒12.71 a* ‒21.87 a* ‒11.22
b* ‒18.08 b* ‒23.61 b* ‒21.64
C* 22.10 C* 32.18 C* 24.38
ho 234.89 ho 227.2 ho 242.59

L-B L* 71.71 S-B L* 46.15 D-B L* 24.75
a* ‒4.16 a* ‒10.52 a* ‒0.15
b* ‒22.79 b* ‒45.11 b* ‒25.26
C* 23.16 C* 46.32 C* 25.26
ho 259.66 ho 256.87 ho 269.65

L-BR L* 76.50 S-BR L* 28.99 D-BR L* 27.86
a* 12.73 a* 22.63 a* 13.32
b* ‒12.02 b* ‒26.91 b* ‒13.93
C* 17.51 C* 35.16 C* 19.28
ho 316.66 ho 310.06 ho 313.73

a: Name of the sample represents ‘color center group (L: Light color center; S: Saturated color center; D: Dark color center)-one of 
eight color centers (R: Red; RY: Red-Yellow; Y: Yellow; YG: Yellow-Green; G: Green; GB: Green-Blue; B: Blue; BR: Blue-Red)’.

Table 1. Spectrophotometrically measured color values of 24 fabric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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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 든다. 한편 광원 박스 내부의 색은 회색이

기 때문에 설정한 광원의 빛 일부를 흡수한다. 따라

서 정확한 광원 설정을 위해 입사되는 빛을 모두 확

산반사시키는 표준 백색타일(PTFE diffuse reflec-
tance standard)을 광원 박스 내부의 바닥 중앙에 놓은 
상태에서 광원을 설정하고 그 측정이 이루어졌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광원 조건을 요

약하고 있다. <Table 2>에서 Set point와 Actual point
는 각각 광원 설정을 위해 입력된 값과 실제로 설정

된 값, 즉 휘도계가 감지한 값을 의미한다.

2) 광원 측정

KONICA MINOLTA CS-2000A 분광복사계(Spec-
troradiometer)를 사용하여 380~780nm의 가시광 스펙

트럼 영역에서 1nm 간격으로 두 광원의 반사율 R%
가 측정되었다. 광원 박스 바닥에 놓인 표준 백색타

일에 대해 50cm의 거리에서 0o/45o의 표준 조명/관측

(Illuminating/measuring) 각도 조건(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CIE], 1986)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광원 측정 시 광원 박스를 제외한 모든 

Fig. 2. Distribution of 24 fabric samples in the CIELAB color space.

Fig. 3. Light box used in the experiment (size: 47.5
× 44.5 × 53.0 (length × width × height) cm; co-
lor of walls: neutral gray, Munsell N7).

Phase
Set pointa Actual pointb

Color temperature Luminance Color temperature Luminance

1 2700 K 100 cd/m2 2700 K 100.05 cd/m2

2 6500 K 100 cd/m2 6501 K 100.03 cd/m2

a: Illuminating condition set by a connected computer. 
b: Illuminating condition actually measured by a luminance meter.

Table 2. Two illuminating conditions used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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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은 차단되었다. <Fig. 4>는 측정된 두 광원의 분광

반사율 그래프를 보여준다. <Fig. 4>에 분포된 수치

는 후에 광원에 따른 시료의 Color appearance 값을 계

산할 때 필요한 데이터이다.

4. 광원에 따른 시료의 Color Appearance 예측

물체의 Color appearance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색채 함수로서 CIE tristimulus value function(CIE, 1986)
에 따라 물체의 분광데이터, 즉 가시광 스펙트럼 영

역에서의 반사율 데이터, 광원(CIE 표준 광원 또는 

특정 광원), 관측자(CIE 표준 관측자로, 2o 표준 관측

자 또는 10o 표준 관측자)를 바탕으로 계산할 수 있다

(Berns, 2000). <Fig. 5>는 이 함수에 따라 물체의 분광

데이터, 광원, 관측자로부터 물체의 CIE 삼자극치 X

YZ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요약하고 있다. 가시광 

스펙트럼 전 영역에 걸친 여러 등간격(일반적으로 
1nm 간격) 파장 각각에서 광원의 상대 에너지 S 값에 
물체의 반사율 R 값과 CIE 표준 관측자의 컬러 매칭 

함수 x y z (2o 관측자: x , y , z ; 10o 관측자: x , y , 
z
)를 곱하면 각 파장에서의 값이 된다. 이러한 각 

파장의 값을 모두 합하면 물체의 삼자극치 XYZ가 

되며, 이 값을 토대로 <Fig. 1>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각각 명도 어피어런스(Lightness appearance 또는 Bri-
ghtness), 적색도-녹색도 어피어런스(Redness-green-
ness appearance), 황색도-청색도 어피어런스(Yellow
-ness-blueness appearance), 채도 어피어런스(Chroma 
appearance 또는 Colorfulness), 색상 어피어런스(Hue 
appearance 또는 Hue)에 상응하는 L*, a*, b*, C*, ho 값
을 산출할 수 있다. 앞서 분광측색계로 측정된 시료

의 물리적 색채<Table 1>는 CIE에서 정의된 표준광 

D65의 상대 에너지(CIE, 1986)와 CIE에서 정의된 10o 
표준 관측자의 컬러 매칭 함수(CIE, 1986), 그리고 시

료의 반사율을 곱해서 얻어진 값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Color appearance는 시료 자체의 물리적 색

채, 즉 낮의 햇빛을 재현한 표준 광원 D65 하에서 관

찰되는 Color appearance와 다르다. 따라서 공통으로 

사용된 관측자 조건, 즉 10o 표준 관측자의 컬러 매칭 

함수는 그대로 곱하고, 광원에 있어서는 앞서 측정

된 <Fig. 4>의 값을 곱하며, 시료의 반사율은 해당 광

원의 반사율에 대한 상대값(<Table 1>의 값이 계산

되기 전의 반사율 데이터)을 곱해서 계산하였다. 이
때, 앞서 시료가 측정된 영역 및 간격(360~740nm 영
역에서 10nm 간격)과 광원이 측정된 영역과 간격(380 

Fig. 5. Calculation of the XYZ tristimulus values of colored objects (Reflectance is the value ranging between 
zero and 1).

Fig. 4. Reflectance spectra of two illuminating con-
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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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nm 영역에서 1nm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

터의 수를 맞추기 위한 내삽(Interpolation)과 외삽(Ex-
trapolation)을 진행하였다. <Eq. 1>‒<Eq. 3>은 광원

에 따라 변화하는 텍스타일의 Color appearance 값의 

예측 방법을 요약하고 있다.

Xtextile  Eilluminant×yobserver
Rtextile×Eillum inant×xobserver×

...... Eq. 1.

Ytextile 
Eilluminant×yobserver

Rtextile×Eillum inant×yobserver×

...... Eq. 2.

Ztextile 
Eillum inant×yobserver

Rtextile×Eilluminant×zobserver×

...... Eq. 3.

where Xtextile,Ytextile, and Ztextile indicate the tristimulus 
values of the textile; Rλ,textile indicates the spectral reflect-
ance at the wavelength λ within the visible spectrum (e.g., 
from 360 nm to 780 nm with 1 nm interval); Eλ,illuminant in-
dicates the spectral power of the illuminant at the wave-
length λ, which corresponds to S in <Fig. 5> (e.g., data 
in <Fig. 4>); x10λ,observer, y10λ,observer, and z 10λ,observer, indi-
cate the color matching functions of the CIE 1964 stan-
dard 10o observer (CIE, 1986) at the wavelength λ.

5 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Color appearance 예측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CIE D65 표준 광원 하에서 

24종 시료의 Color appearance L*, a*, b*, C*, ho 값을 

예측하였고, <Table 1>에 제시된 값(측정된 물리적 

색채인 동시에 D65 하에서 관찰되는 Color appearance)
과의 차이를 수치적 및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후, 광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두 광원 하에

서 동일한 24종 시료의 예측된 Color appearance를 수

치적으로 비교하여 광원이 텍스타일의 Color appear-
anc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또한 각 

광원 하에서의 시료의 Color appearance 값과 실제 물

리적 색채값의 차이, 즉 명도차 ΔL*, 적색도-녹색도차 

Δa*, 황색도-청색도차 Δb*, 채도차 ΔC*, 색상차 Δho, 
전체색차 ΔECMC(2:1)를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텍스타일 산업에서 컬러 커뮤니케이션 시 통용되고 

있는 물리적 색채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Color app-
earance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마지막

으로 예측된 Color appearance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

료의 명도, 채도, 색상에 따른 광원 효과의 크기를 통

계적으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및고찰

1. Color Appearance 예측 방법 검증

CIE D65 표준 광원 하에서 24종 시료의 Color app-
earance L*, a*, b*, C*, ho 값을 예측하였다. 이 예측치

는 360~780nm 영역 안에서 CIE(1986)가 1nm 간격으

로 정의한 D65의 상대 에너지와 10o 표준 관측자의 

컬러 매칭 함수, 그리고 시료의 반사율을 서로 곱한 

뒤, 각 파장의 값을 모두 합하여 얻은 시료의 삼자극

치 XYZ로부터 산출되었다. 예측된 Color appearance 
L*, a*, b*, C*, ho 값은 <Table 1>에 제시된 물리적 색

채 L*, a*, b*, C*, ho 값과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 이하 

L*a, a*a, b*a, C*a, ho
a로 표기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olor appearance 예측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

해 시료의 예측된 Color appearance 값과 분광측색계

로 측정된 값(<Table 1>; 물리적 색채인 동시에 D65 
하에서 관찰되는 Color appearance)의 차이, 즉 ΔL*, 
Δa*, Δb*, ΔC*, |Δho|, ΔECMC(2:1)를 계산하였다. 색상

차 Δho만 절대값을 취한 이유는 다른 색채 특성들, 
즉 L*  a*, b*, C*는 단일 특성을 나타내지만, 색상 ho

는 값의 범위에 있어서 네 가지 하위 특성, 즉 적색도

-황색도(0~90o), 황색도-녹색도(90~180o), 녹색도-청
색도(180~270o), 청색도-적색도(270~360o)를 포함하

기 때문이다(Chae, 2018). 만약 차이를 구하고자 하

는 두 색상이 서로 다른 하위 특성 범위 안에 있으면 

두 색상차 Δho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논하는 것은 의

미가 없다(Chae, 2018; Chae et al., 2017). <Table 3>은 

24종 시료의 L*a, a*a, b*a, C*a, ho
a 값과 예측 오류치로

서 ΔL*, Δa*, Δb*, ΔC*, |Δho|, ΔECMC(2:1) 값을 제시하

고 있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Color appearance의 

평균 예측 오류치는 0.01 ΔL*(표준편차: .02), 0.05 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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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14), ‒0.04 Δb*(표준편차: .15), ‒0.15 ΔC*
(표준편차: .13), 0.10 |Δho|(표준편차: .07), 0.09 ΔECMC(2:1) 

(표준편차: .05)로 모두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Color appearance 예측 방법이 Co-
lor appearance의 세 가지 속성, 즉 명도(L*a), 채도(C*a; 

a*a와 b*a 포함), 색상(ho
a; a*a와 b*a 포함) 어피어런스

에 있어 모두 우수한 예측 성능을 지님을 알 수 있다. 
본 Color appearance 예측 방법의 정확성에 대한 추가

적인 평가로 <Fig. 6>과 같이 Color appearance의 세 속

성에 대해 24쌍의 예측된 Color appearance 데이터와 측

Samplea Predicted color appearance attributes Prediction errorsb

L*a a*a b*a C*a ho
a ΔL* Δa* Δb* ΔC* |Δho| ΔECMC(2:1)

L-R 77.63 19.86 ‒0.59 19.87 358.31 0.01 ‒0.08 0.02 ‒0.08 0.07 0.05

L-RY 83.26 16.80 25.83 30.81 056.96 0.01 ‒0.05 ‒0.05 ‒0.07 0.03 0.04

L-Y 89.87 ‒4.08 30.00 30.27 097.74 ‒0.01 0.09 ‒0.14 ‒0.15 0.13 0.09

L-YG 84.22 ‒19.02 37.03 41.63 117.18 ‒0.03 0.15 ‒0.23 ‒0.27 0.05 0.12

L-G 82.08 ‒33.14 ‒2.27 33.22 183.91 ‒0.01 0.29 ‒0.12 ‒0.28 0.24 0.17

L-GB 80.08 ‒12.65 ‒18.01 22.01 234.93 0.00 0.06 0.07 ‒0.09 0.04 0.06

L-B 71.72 ‒4.15 ‒22.69 23.07 259.63 0.01 0.01 0.10 ‒0.09 0.03 0.06

L-BR 76.53 12.71 ‒11.94 17.43 316.79 0.03 ‒0.02 0.08 ‒0.08 0.13 0.06

S-R 34.90 45.13 13.57 47.12 016.74 0.07 ‒0.10 0.07 ‒0.08 0.12 0.10

S-RY 61.36 53.38 70.90 88.75 053.03 0.04 ‒0.25 ‒0.03 ‒0.17 0.12 0.09

S-Y 83.56 8.47 85.03 85.45 084.31 ‒0.02 0.03 ‒0.36 ‒0.35 0.05 0.11

S-YG 67.61 ‒32.61 57.15 65.80 119.71 ‒0.04 0.27 ‒0.45 ‒0.53 0.01 0.18

S-G 49.33 ‒41.68 9.81 42.82 166.75 ‒0.01 0.33 ‒0.21 ‒0.37 0.17 0.20

S-GB 46.33 ‒21.78 ‒23.58 32.10 227.26 0.00 0.09 0.03 ‒0.08 0.06 0.05

S-B 46.18 ‒10.66 ‒44.88 46.13 256.64 0.03 ‒0.14 0.23 ‒0.19 0.23 0.17

S-BR 29.03 22.51 ‒26.77 34.98 310.06 0.04 ‒0.12 0.14 ‒0.18 0.00 0.09

D-R 29.09 28.45 9.57 30.02 018.60 0.04 ‒0.03 0.03 ‒0.02 0.07 0.04

D-RY 48.32 15.20 23.68 28.14 057.30 0.02 0.02 ‒0.08 ‒0.05 0.12 0.08

D-Y 62.98 7.99 30.03 31.08 075.10 0.00 0.04 ‒0.07 ‒0.05 0.10 0.05

D-YG 57.41 ‒14.11 17.93 22.81 128.20 0.00 0.20 ‒0.14 ‒0.24 0.18 0.15

D-G 28.99 ‒9.55 2.96 10.00 162.77 0.00 0.14 ‒0.05 ‒0.15 0.00 0.12

D-GB 38.64 ‒11.14 ‒21.59 24.30 242.72 0.02 0.08 0.05 ‒0.08 0.13 0.06

D-B 24.78 ‒0.08 ‒25.24 25.24 269.82 0.03 0.07 0.02 ‒0.02 0.17 0.07

D-BR 27.88 13.38 ‒13.93 19.31 313.85 0.02 0.06 0.00 0.03 0.12 0.05

Mean 0.01 0.05 ‒0.04 ‒0.15 0.10 0.09

Minimum ‒0.04 ‒0.25 ‒0.45 ‒0.53 0.00 0.04

Maximum 0.07 0.33 0.23 0.03 0.24 0.20

S.D. .02 .14 .15 .13 0.07 0.05

a: See <Table 1> for the sample name
b: Differences between the predicted and the spectrophotometrically measured color appearance values of samples (Predicted values- 
measured values).

Table 3. Predicted color appearance values of 24 fabric samples under CIE D65 and their differences (errors) 
from the spectrophotometrically measur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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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Color appearance 데이터 간의 통계적 비교를 진

행하였다. 그 결과 두 데이터 세트 간의 결정계수 R2은 
모두 1.00으로 우수한 예측성이 다시 한 번 검증되었

다. 이에 본 연구는 이하 광원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예측된 Color appearance 데이터를 사용한다.

2. 광원에 따른 시료의 Color Appearance 변화

앞서 검증된 방법에 따라 2700K-100cd/m2와 6500 K
-100cd/m2의 색온도-휘도 조건을 갖는 두 광원 하에

서 24종 시료의 Color appearance가 예측되었다. <Ta-
ble 4>는 각 광원 하에서의 예측된 Color appearance 
값, 즉 L*a, a*a, b*a, C*a, ho

a 값을 제시하고 있다. 광원

이 시료의 Color appearanc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기 위해 두 광원 하에서 시료의 Color appear-
ance 차이, 즉 명도 어피어런스 차이 |ΔL*a|, 적색도-
녹색도 어피어런스 차이 |Δa*a|, 황색도-청색도 어피

어런스 차이 |Δb*a|, 채도 어피어런스 차이 |ΔC*a |, 색
상 어피어런스 차이 |Δh°a |, 전체 Color appearance 차
이 ΔE*ab를 계산하였다. 전체 Color appearance 차이

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 앞서 Color appearance 예측 방

법을 검증할 때 전체색차 계산에 ΔECMC(2:1)를 사용한 

것과 달리, 여기서 ΔE*ab를 사용한 이유는 앞의 경우

에는 정해진 표준이 있지만(스펙트로포토미터에 의

한 측정치가 표준 데이터이며, 예측치는 표준에 비

교되는 샘플 데이터임) 여기서는 두 광원 조건 중 표

준이 없기 때문이다. ΔECMC(2:1)는 비교하고자 하는 두 
데이터 세트 중 표준과 샘플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

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반면, ΔE*ab는 비교되는 두 데

이터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계

산하여 표준 및 샘플 설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값이 

산출된다. 두 종류의 색차(또는 Color appearance 차
이), 즉 ΔECMC(2:1)와 ΔE*ab를 계산하는 방법은 많은 색

채 문헌(Berns, 2000; Luo, 2006)에서 확인할 수 있다. 
ΔECMC(2:1)는 텍스타일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색차 

단위로 보고되었으며(Luo, 2006),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계산하고자 하는 데이터 간에 표준이 없는 경우

를 제외하고 모두 ΔECMC(2:1)를 사용하였다. <Table 5>
는 두 광원 하에서 동일한 24종 시료의 계산된 Color 
appearance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색채는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

원에 따라 L*a, C*a(a*a, b*a 특성 포함), ho
a(a*a, b*a 특

성 포함)의 모든 Color appearance 특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광원 하에서 동일한 24종 시료

의 평균 명도 어피어런스 차이는 2.97 |ΔL*a |(표준편

차: 2.16), 평균 채도 어피어런스 차이는 7.02 |ΔC*a|
(표준편차: 4.90), 평균 색상 어피어런스 차이는 13.89 
|Δho

a|(표준편차: 7.09), 전체 Color appearance 차이는 

12.26 ΔE*ab(표준편차: 5.97) 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두 광원은 색온도만 다를 뿐 동일한 

휘도, 즉 밝기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광원 

하에서 시료들은 명도 어피어런스에 있어서도 차이

를 보였다. 광원의 색상 특성으로서 색온도가 그 광

원 하에서 관찰되는 물체의 색상 및 채도 어피어런

스뿐만 아니라 명도 어피어런스도 변화시킴을 알 수 

Fig. 6. Statistical comparison between the predicted and the measured color appearances, (a) L*a, (b) C*a, 
and (c) ho

a, of 24 fabric samples under CIE D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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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채도와 색상 어피어런스, 그리고 이에 따른 전

체 Color appearance 차이에 있어서 그 수치들은 색채 

문헌(Melgosa et al., 2004; Montag & Berns, 1999; Qiao 
et al., 1998; Xin & Shen, 2003)에서 보고된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채도차(Chroma suprathreshold color-
difference tolerances: 약 1.3~3.2 |C*|, 색상차(Hue sup-
rathreshold color-difference tolerances: 약 0.8~3.5 |Δho|), 
전체색차(Suprathreshold color-difference tolerances: 
1.3 ΔE*ab 이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

대 등의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컬러 조명이 아

닌 일반 조명 범위 안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색온도

의 변화에도 의류 소비자들은 동일한 제품을 전혀 

다른 색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료의 객관적인 색채 정보로서 물리적 색채와 사

람들에게 보여지는 Color appearance 간에 차이가 있

음을 입증하기 위해 각 광원 하에서 예측된 시료의 

Color appearance 값<Table 4>과 실제 물리적 색채값

<Table 1>의 차이, 즉 명도차 |ΔL*|, 채도차 |ΔC*|, 색
상차 |Δho|, 전체색차 ΔECMC(2:1)를 계산하였다. <Fig. 
7>은 광원별로 계산된 24종 시료의 평균 |ΔL*|, |ΔC*|, 
|Δho|, ΔECMC(2:1) 값을 제시하고 있다. 두 광원 하에서 

시료의 Color appearance는 물리적 색채와 큰 차이

Samplea

Phase 1 (2700 K,100 cd/m2) Phase 2 (6500 K,100 cd/m2)

Color appearance attributes Color appearance attributes

L*a a*a b*a C*a ho
a L*a a*a b*a C*a ho

a

L-R 80.34 14.63 4.94 015.44 018.65 77.84 16.65 ‒2.10 16.79 352.80

L-RY 87.32 16.12 33.44 037.12 064.27 83.91 9.19 28.02 29.48 071.84

L-Y 91.29 0.65 32.95 032.96 088.86 90.38 ‒9.40 34.85 36.09 105.09

L-YG 84.23 ‒11.14 37.62 039.23 106.49 84.96 ‒22.56 43.98 49.42 117.16

L-G 76.98 ‒25.76 ‒10.01 027.63 201.23 80.70 ‒26.81 ‒0.34 26.81 180.73

L-GB 76.37 ‒13.53 ‒25.04 028.46 241.61 79.11 ‒5.96 ‒19.98 20.85 253.38

L-B 68.66 ‒7.35 ‒28.66 029.59 255.62 70.72 2.60 ‒25.96 26.09 275.71

L-BR 76.78 10.52 ‒11.59 015.66 312.23 75.61 12.96 ‒14.49 19.44 311.81

S-R 40.98 36.65 25.74 044.78 035.08 33.57 35.54 9.89 36.89 015.55

S-RY 71.71 42.56 90.56 100.06 064.83 62.14 38.60 72.00 81.69 061.80

S-Y 88.69 10.13 94.04 094.58 083.85 85.47 ‒4.41 95.91 96.01 092.63

S-YG 66.52 ‒20.97 55.50 059.33 110.70 68.52 ‒36.35 68.21 77.29 118.05

S-G 44.54 ‒32.08 2.59 032.18 175.38 48.36 ‒36.53 15.41 39.65 157.13

S-GB 40.46 ‒24.04 ‒33.79 041.47 234.57 44.67 ‒10.65 ‒25.36 27.51 247.22

S-B 38.05 ‒20.01 ‒61.52 064.70 251.98 43.40 9.33 ‒52.45 53.27 280.08

S-BR 28.81 15.31 ‒27.24 031.25 299.33 27.65 26.27 ‒32.22 41.57 309.19

D-R 33.01 22.93 17.49 028.84 037.34 28.51 21.51 8.27 23.04 021.03

D-RY 51.50 15.16 30.11 033.71 063.27 48.19 8.46 27.49 28.76 072.89

D-Y 65.80 7.72 35.10 035.94 077.59 63.78 0.47 33.05 33.05 089.19

D-YG 56.42 ‒8.89 16.93 019.12 117.71 57.32 ‒16.66 22.16 27.73 126.94

D-G 27.54 ‒7.68 0.84 007.72 173.75 28.67 ‒9.97 4.06 10.77 157.84

D-GB 34.21 ‒12.62 ‒29.10 031.71 246.55 36.84 ‒3.01 ‒23.25 23.45 262.63

D-B 21.12 ‒6.44 ‒30.35 031.03 258.03 23.39 7.00 ‒28.60 29.44 283.75

D-BR 27.85 7.07 ‒12.46 014.33 299.56 27.31 12.75 ‒16.40 20.78 307.87

a: See <Table 1> for the sample name

Table 4. Predicted color appearance values of 24 fabric samples under two illumin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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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2700K-100cd/m2의 색온도-휘도 조건에서 
3.44 |ΔL*|(표준편차: 2.61), 6.01 |ΔC*|(표준편차: 3.78), 
9.60 |Δho|(표준편차: 5.35), 5.66 ΔECMC(2:1)(표준편차: 
2.62)의 차이를 보였고, 6500K-100cd/m2의 조건에서 
0.98 |ΔL*|(표준편차: 0.63), 4.68 |ΔC*|(표준편차: 3.21), 
9.24 |Δho|(표준편차: 7.13), 5.44 ΔECMC(2:1)(표준편차: 
3.35)의 차이를 보였다. 2700K 색도 조건에서의 Co-
lor appearance가 6500K 조건에서보다 물리적 색채

와의 차이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조건 모

두 앞서 언급한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색차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큰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텍스

타일 산업에서 컬러 커뮤니케이션 시 물리적 색채만

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충분한 색정보를 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

해 Color appearance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필요

성을 제기한다.

Samplea
Color appearance differences

|ΔL*a| |Δa*a| |Δb*a| |ΔC*a| |Δho
a| ΔE*ab

L-R 2.51 02.03 07.04 01.35 25.85 07.74

L-RY 3.42 06.93 05.42 07.64 07.57 09.44

L-Y 0.91 10.05 01.90 03.14 16.22 10.27

L-YG 0.73 11.42 06.35 10.19 10.67 13.09

L-G 3.72 01.05 09.67 00.82 20.50 10.41

L-GB 2.74 07.57 05.06 07.61 11.77 09.51

L-B 2.06 09.95 02.70 03.50 20.10 10.51

L-BR 1.17 02.44 02.89 03.78 00.42 03.96

S-R 7.41 01.10 15.85 07.89 19.54 17.53

S-RY 9.58 03.96 18.56 18.37 03.03 21.26

S-Y 3.21 14.54 01.87 01.43 08.78 15.01

S-YG 2.00 15.38 12.71 17.96 07.36 20.06

S-G 3.82 04.46 12.82 07.47 18.25 14.10

S-GB 4.21 13.39 08.43 13.96 12.64 16.37

S-B 5.35 29.34 09.08 11.43 28.10 31.17

S-BR 1.16 10.96 04.98 10.32 09.86 12.10

D-R 4.51 01.42 09.22 05.80 16.31 10.36

D-RY 3.31 06.70 02.62 04.95 09.62 07.92

D-Y 2.01 07.26 02.05 02.89 11.60 07.81

D-YG 0.91 07.77 05.23 08.60 09.23 09.41

D-G 1.13 02.30 03.22 03.04 15.91 04.11

D-GB 2.64 09.61 05.84 08.27 16.08 11.56

D-B 2.27 13.44 01.76 01.59 25.73 13.74

D-BR 0.53 05.68 03.94 06.45 08.30 06.94

Mean 2.97 08.28 06.63 07.02 13.89 12.26

Minimum 0.53 01.05 01.76 00.82 00.42 03.96

Maximum 9.58 29.34 18.56 18.37 28.10 31.17

S.D. 2.16 06.31 04.62 04.90 07.09 05.97

a: See <Table 1> for the sample name

Table 5. Differences in the color appearances of 24 fabric samples under two illumin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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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의 명도, 채도, 색상에 따른 광원 효과의 

크기

시료의 물리적 색채에 따른 광원 효과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광원에 따라 시료의 
Color appearance가 변화하는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시료의 물리적 색채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광측색계로 측정

된 시료의 L*, C*, ho 값<Table 1>이 독립변수로 사용되

었고, 각 광원 하에서 시료의 Color appearance와 물

리적 색채의 차이, 즉 ΔL*, ΔC*, |Δho|, ΔECMC(2:1)(24종 

시료에 대한 <Fig. 7>의 개별 데이터)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색상차 Δho만 절대값을 취한 이유는 앞

서 언급된 바 있다. <Table 6>은 변수들 간의 상관분

석 결과를 보여준다. 2700K-100cd/m2와 6500K-100
cd/m2의 두 광원 조건에서 모두 시료의 물리적 색채 

변수들의 유의한 영향을 받은 시료의 Color appear-
ance 특성은 명도 어피어런스였으며, 채도와 색상 어

피어런스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광원에 따

른 시료의 명도 어피어런스 변화(즉 물리적 명도 수

치로부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시료의 물리적 색

채 변수는 두 광원 조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광원에 따른 명도 어피어런스의 

변화 정도는 시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채도와 색상

의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광원에 의한 시료의 명도 어피어런스 변화 ΔL*

(각 광원 하에서 시료의 명도 어피어런스 L*a과 물리

적 색채 L*의 차이, 즉 L*a-L*)이 유의한 변수들, 즉 

시료의 물리적 채도 C*와 색상 ho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지 그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에서 ΔL*의 추세선을 얻

기 위해 모든 데이터에 대해 1차, 2차, 3차 함수를 시

도하였고, 그 중 설명력이 가장 우수한 3차 함수를 최

종 추세선으로 선정하였다. <Fig. 8>은 시료의 물리

적 채도와 색상에 따른 ΔL*의 광원별 및 전체적인 추

세를 보여준다. 우선 시료의 채도에 따른 광원 효과

로, <Fig. 8(a)>의 전체적인 추세선(굵은 검은 선)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시료의 C*가 높아

질수록 ΔL*이 증가하였다. 즉 채도 높은 텍스타일의 

Fig. 7. Differences, |ΔL*|, |ΔC*|, |Δho|, and ΔECMC(2:1),
between the color appearances and the phy-
sical colors of 24 fabric samples under two 
illuminating conditions (See <Table 4> and <Ta-
ble 1> for the color appearances and phy-
sical colors, respectively).

Independent
variablesa

Dependent variablesb

ΔL* ΔC* |Δho| ΔECMC(2:1)

Phase 1 Phase 2 Totalc Phase 1 Phase 2 Total Phase 1 Phase 2 Total Phase 1 Phase 2 Total

L* ‒.14** ‒.51* ‒.18** ‒.05 .21 .12 ‒.25 ‒.03 ‒.12 ‒.28 ‒.01 ‒.13

C* ‒.42** ‒.43* ‒.36** ‒.24 .13 .19 ‒.14 ‒.11 ‒.12 ‒.35 ‒.19 ‒.26

ho ‒.58** ‒.51* ‒.48** ‒.06 .19 .05 ‒.01 ‒.19 ‒.10 ‒.22 ‒.05 ‒.07

*p<.05, **p<.01
a: Physical color attributes (spectrophotometrically measured color values), that is, lightness L*, chroma C*, and hue ho, of 24 fabric 
samples
b: Color differences, that is, lightness differences ΔL*, chroma differences ΔC*, hue differences |Δho|, and total color differences 
ΔECMC(2:1), between the physical colors and the color appearances of 24 fabric samples under two illuminating conditions (color 
appearance values-physical color values)
c: Color differences under Phase 1 (2700 K-100 cd/m2) and Phase 2 (6500 K-100 cd/m2) altogether

Table 6.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variables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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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어피어런스가 채도 낮은 텍스타일의 명도 어피

어런스보다 전반적으로 광원의 영향에 의해 텍스타

일 자체가 가진 물리적 명도로부터 더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C*가 70 이상인 아주 채도 높은 
시료의 경우에는 모두 양의 ΔL* 값을 보여 광원의 색

온도와 상관없이 비교적 낮은 휘도(100cd/m2)에서도 
낮의 밝은 햇빛을 나타내는 D65(본 연구에서 물리적 
색채 측정 시 설정된 표준 광원;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물리적 색채는 D65 하에서 관찰되는 Color appearance
를 나타냄) 하에서보다 더 밝은 명도 어피어런스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밝은 조명이 항상 

텍스타일의 밝은 명도 어피어런스를 만드는 것은 아

님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료의 색상에 따른 광원 효과

로, <Fig. 8(b)>의 전체적인 추세선에 따르면 시료의 

ho가 대략 90과 135 사이일 때, 그리고 315일 때 0의 
ΔL*을 보여 광원에 따른 명도 어피어런스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즉 텍스타일의 색상이 노랑~
연두, 그리고 보라빛일 때, 광원의 영향을 받지 않고 

텍스타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명도 어피어런

스를 유지하여 물리적 명도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랑 및 초록 계열의 색이 상대적

으로 일관된 Color appearance를 갖는 사실은 기존의 

색채 문헌(Chae et al., 2017; Fairchild, 2013)에서 보고

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광원에 따른 텍스타

일의 객관적인 수치(물리적 색채 측정치로부터 산출

된 값)로서의 Color appearance의 변화를 분석했기 때

문에 이러한 Color appearance 값이 실제로 사람들에

게 같은 추세로 인식되는지 주관적 색채 실험을 통

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광원의 휘도가 텍스

타일의 명도 어피어런스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하

게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휘도 조건 하에서의 시료

의 Color appearance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본 연구

는 텍스타일의 물리적 색채를 바탕으로 한 Color app-
earance 예측 방법을 제안하여 측정 없이 다양한 광

원 하에서 다양한 텍스타일의 수많은 Color appear-
ance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 효율성을 높

일 것이다. 또한 산업에서는 조명과 의류 제품의 물

리적 색채 정보만을 가지고 변화하는 조명 하에서 

그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색채로 관찰될지 정확

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IV. 결    론

의류를 포함한 텍스타일 제품의 구매에 있어 광원

은 소비자가 그 제품의 색채를 인식하고, 최종 구매

를 결정짓고, 구매 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환경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광원 하

에서 변화하는 텍스타일의 정확한 Color appearance, 
즉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색채 수치를 예측하는 방법

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Color appearance 예측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D65 표준 광원 하에서 24종

Fig. 8. Magnitude of lightness differences ΔL* between the physical colors and the color appearances of 24 
fabric samples under two illuminating conditions depending on the (a) chroma C* and (b) hue ho of th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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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텍스타일 시료에 대한 Color appearance 예측값과 

측정값을 비교하였다. 그 후, 광원이 Color appearance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기 위해 2700K-100
cd/m2와 6500K-100cd/m2의 색온도-휘도 조건을 갖

는 두 광원 하에서 24종 시료의 예측된 Color appear-
ance 값을 서로 비교하였고, 이들의 물리적 색채값과

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측된 Color app-
earance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타일의 물리적 색채

에 따른 광원 효과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제시된 Color appearance 예측 방법은 명도, 채

도, 색상 어피어런스에 있어 모두 0에 가까운 오류치

(예측값-측정값)를 보여 매우 우수한 예측 성능을 가

졌다.
2. 시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색채는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원에 따라 명도, 채도, 색상 어

피어런스가 모두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광원은 색온도만 다를 뿐 동

일한 휘도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광원 하

에서 시료들은 명도 어피어런스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즉 광원의 색상 특성으로서 색온도가 그 광

원 하에서 관찰되는 텍스타일의 명도 어피어런스에

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3. 두 광원 하에서 시료의 채도 및 색상 어피어런

스, 그리고 이에 따른 전체 Color appearance의 차이

는 많은 색채 문헌에서 보고된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차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

으로 작은 색온도의 변화에도 의류 소비자들은 동일

한 제품을 전혀 다른 색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예측된 시료의 Color appearance 값과 실제 물리

적 색채값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2700K 색온도 조건

에서의 Color appearance가 6500K 조건에서보다 물

리적 색채와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두 조건 모두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색차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더 큰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현

재 텍스타일 산업에서 컬러 커뮤니케이션 시 사용되

는 물리적 색채 수치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충분한 색정보를 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5. 시료의 물리적 색채에 따른 광원 효과의 크기

로, 광원 하에서 시료의 물리적 색채 변수들의 유의

한 영향을 받은 시료의 Color appearance 특성은 명도 

어피어런스였다. 구체적으로, 광원에 따른 명도 어피

어런스의 변화 정도는 시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채

도와 색상의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시료의 채도에 따른 광원 효과, 즉 명도 어피어

런스의 변화로, 채도 높은 시료의 명도 어피어런스

가 채도 낮은 시료의 명도 어피어런스보다 전반적으

로 광원의 영향에 의해 시료 자체가 가진 물리적 명

도로부터 더 크게 변하였다. 특히 C*가 70 이상인 아

주 채도 높은 시료의 경우에는 광원의 색온도와 상

관없이 비교적 낮은 휘도에서도 낮의 밝은 햇빛을 

나타내는 D65 하에서보다 더 밝은 명도 어피어런스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밝은 조명이 항

상 텍스타일의 밝은 명도 어피어런스를 만드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7. 시료의 색상에 따른 광원 효과로, 시료의 ho가 

대략 90과 135 사이일 때, 그리고 315일 때 광원에 따

른 명도 어피어런스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

다. 즉 텍스타일의 색상이 노랑~연두, 그리고 보랏빛

일 때, 광원의 영향을 받지 않고 텍스타일 자체가 가

지고 있는 본래의 명도 어피어런스를 유지하여 물리

적 명도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Color appearance 예측 방법은 

심화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측정 없이 

다양한 광원 하에서 다양한 텍스타일의 수많은 Color 
appearance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 효율

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산업에서는 조명과 의류 제

품의 물리적 색채 정보만을 가지고 그 제품이 소비

자들에게 어떤 색채로 관찰될지 정확한 예측을 가능

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색채 

측정치로부터 산출된 객관적 수치로서의 Color appe-
arance만을 분석하였다. 다른 광원 하에 산출된 Co-
lor appearance 값 및 그 변화 추세가 실제로 사람들에

게 같은 추세로 인식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피험자를 
사용하는 주관적 색채 실험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찰된 광원의 휘도가 텍스타일의 
명도 어피어런스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분석

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휘도 조건 하에서의 시료의 

Color appearance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2017). ASTM E30



광원에 따른 텍스타일의 Color Appearance 수치 예측 방법

– 83 –

8-17, Standard Practice for Computing the Colors of Ob-
jects by Using the CIE System. West Conshohocken, PA: Au-
thor.

Berns, R. S. (2000). Billmeyer and Saltzman's principles of color 
technology (3rd ed.).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Chae, Y. (2018). Optimized structural and colorimetrical model-
ing of yarn-dyed woven fabrics based on the Kubelka-Munk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2(3), 503‒515. doi:10.5850/JKSCT.2018.42.3.503

Chae, Y. (2020). The color appearance shifts of woven fabrics 
induced by the optical blending of colored yarns. Textile Re-
search Journal, 90(3‒4), 395‒409. doi:10.1177/004051751
9869388

Chae, Y., Xin, J. H., Hua, T., & Luo, M. (2017). Color appearance 
modeling of bicolor striped woven fabrics considering neigh-
boring color effects.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42(4), 
512‒521. doi:10.1002/col.22097

Choi, N.-Y., Lee, J.-S., & Yang, L.-N. (2007). The influence of 
luminous source affecting on the perception of textile color.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5(2), 214‒
220. doi:10.29049/rjcc.2007.15.2.214

Fairchild, M. D. (2013). Color appearance models (3rd ed.). Chi-
chester: John Wiley & Sons, Ltd.

Jeong, J. Y., & Lee, E. K. (2010). The influence of luminous so-
urce on fabric chromatic change effects. Journal of the Ko-
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5), 17‒24. doi:10.61
15/khea.2010.48.5.017

Kandi, S. G., Tehran, M. A., & Rahmati, M. (2008). Colour de-
pendency of textile samples on the surface texture. Coloration 
Technology, 124(6), 348‒354. doi:10.1111/j.1478-4408.2008.
00162.x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8, Decem-
ber 24). KS A 3011 RECOMMENDED LEVELS OF ILLU-
MINATION. Korean Standards & Certifications. Retrieved 
from https://www.standard.go.kr/KSCI/standardIntro/getSta
ndardSearchView.do?menuId=919&topMenuId=502&upp

erMenuId=503&ksNo=KSA3011&tmprKsNo=KSA3011&
reformNo=10

Luo, M. R. (2006). Colour quality evaluation. In J. H. Xin (Ed.), 
Total colour management in textiles (pp. 57‒75). Cambridge: 
Woodhead Publishing Limited.

Melgosa, M., Huertas, R., Yebra, A., & Pérez, M. M. (2004). Are 
chroma tolerances dependent on hue-ang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29(6), 420‒427. doi:10.1002/col.20057

Montag, E. D., & Berns, R. S. (1999). Visual determination of 
hue suprathreshold color-difference tolerances using CRT-
generated stimuli.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24(3), 
164‒176. doi:10.1002/(SICI)1520-6378(199906)24:3<164::A
ID-COL3>3.0.CO;2-C

Qiao, Y., Berns, R. S., Reniff, L., & Montag, E. (1998). Visual 
determination of hue suprathreshold color‐difference toleran-
ces.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23(5), 302‒313. doi:10.
1002/(SICI)1520-6378(199810)23:5<302::AID-COL6>3.0.
CO;2-%23

Shao, S. J., Xin, J. H., Zhang, Y., & Li, M. Z. (2006). The effect 
of texture structure on instrumental and visual color diffe-
rence evaluation. AATCC Review, 6(10), 42‒48.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1986). CIE 15.2: 
Colorimetry (2nd ed.). Vienna: Central Bureau of the CIE.

Xin, J. H., & Shen, H.-L. (2003). Computational model for color 
mapping on texture images. Journal of Electronic Imaging, 
12(4), 697‒704. doi:10.1117/1.1604395

Xin, J. H., Shen, H.-L., & Lam, C. C. (2005). Investigation of 
texture effect on visual colour difference evaluation.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30(5), 341‒347. doi:10.1002/col.
20138

채 영 주

충북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