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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생활이 발전할수록 색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색을 컴퓨터 도메
일에서 표현하는 방법과 표현된 색을 재 사용하는 응용이 중요하게 되었다. 색을 표시하는 다양한 
표색계들 가운데 NCS(Natural Color System)는 각 색상이 퍼센트 별로 수치화되어 있어서 이를 시스
템화 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CS 표색계의 구조를 수치적으로 분석하여 향
후 다양한 컬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1. 서론 
생활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색에 대해 많은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사용자들이 
색을 좀더 편리하게 선택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표색
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색계는 색을 정량적으
로 표시하는 체계로써 먼셀표색계[1], 오스트발트 표
색계[2], NCS 표색계[3], PCCS 표색계[4], CIE 표색계
[5][6] 등 다양한 표색계 등이 있다. 이 중 
NCS(Natural Color System)는 자연색을 기본으로 한 컬
러로, 각 색상이 퍼센트 별로 수치화 되어있어서 시
스템화하기 쉬운 용이함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NCS 의 구조를 분석하는 기반 연구를 통해서, 
이를 수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NCS 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컬
러연구에 활용 가능한 연구가 될 것이다. 

 

2. Natural Color System(NCS)의 구조 
NCS는 헤링의 4원색의 이론에 기반하여 오스트발

트 색체계[2]의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컬러 체계
이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NCS 를 색
상환과 등색상 삼각형으로 구분하여 그 구조를 분석
한다. 
 

2.1 NCS 색입체 
NCS 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_ (a)는 

NCS 의 전체적인 구조인 색입체이다. 색입체의 가운
데 끝 단에 있는 색들은 흑색량과 백색량이 섞이지 
않은 순색이다. 끝 단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채도는 
탁해지고, 위로 갈수록 밝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어두

워진다. 색입체의 중심축은 채도가 0 인 검정색, 흰색, 
회색계열의 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무채색 축이라고 
한다. (그림 1)_(a)에서 보여주는 링스타란 무채색 축
을 중심으로 순도와 블랙량이 같은 공통된 속성들로 
이루어진 등가색환 계열이다[3].  

 
2. 2  NCS 색상환 
(그림 1)_(b)인 NCS(Natural Color System) 색상환은 

(그림 1)_(a)의 NCS 의 색 공간을 수평으로 자른 색상
환이다. 이 색상환의 색상들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의 네 가지 컬러로 구분하고, 각 색의 속성간을 10 개
의 단위로 나누어 총 40 개의 색상을 이룬다. NCS 의 
색상들은 서로 근접해 있는 두 개의 색상으로 표현하
고 있으며 두 색상의 합이 100 이 되도록 구성되어있
다. 예를 들어 (그림 1)_(b)의 색상기호 들 중 Y10R 은 
10%의 노랑색과 90%의 빨강색을 가지고 있는 컬러를 
의미한다[3]. 
 

2.3  NCS 등색상삼각형 
(그림 1)_(c)는 색입체를 수직 단면으로 보았을 때

의 구조로 등색상 삼각형이다. (그림 1)_(b)의 각 색상
들은 (그림 1)_(c)와 같은 등색상 삼각형을 가지고 있
다. 등색상 삼각형은 각각의 색상들에 대해서 순도와 
흑색량의 변화로 이루어진 색상들의 집합이다. W 는 
흰색, S 는 흑색을 의미하며, WS 축이 무채색 축이다. 
C 는 흑색량과 백색량이 섞이지 않은 순색으로 색입
체에서 가운데 끝 단에 위치한 색이다. (그림 1)_(c)의 
각 기호는 NCS 에서 흑색량과 순도를 표시하는 방법
이다. (그림 1)_(c)에서, W 에서 C 방향으로 위치한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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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흑색량이 같고 등흑계열 라인에 위치한다. W 에

서 S 방향으로 위치한 색들은 순도가 같고 등순계열 
라인에 위치한다. S 에서 C 방향으로 위치한 색들은 
백색량이 같고 등백계열 라인에 위치한다. 이때 백색
량은 100 을 기준으로 순도와 흑색량을 뺀 나머지 값
이 된다. 그러므로 등백계열에 위치한 색들의 순도와 
흑색량의 합은 같다[3].  
 

 

(a) NCS의 구조 

 

(b) NCS 색상환 

 

(c) NCS 등색상삼각형 

(그림 1)  NCS의 구조  

3. NCS 색상환의 원 그래프 사상  
본 장에서는 2 장에서 설명한 NCS 의 구조를 수치

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컬러 연구의 활용에 기반이 
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색상환에서 색상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색상환

을 반지름의 길이가 1 인 단위 원에 사상한다. 단위 
원 위의 점 (x, y)에 대해, x축과 점과 원점을 잇는 직
선간의 각을 θ라고 하면, θ가 주어질 때 마다 x, y
가 정해진다. 이때 함수 cos(θ)→x 를 코사인함수, 함
수 sin(θ)→y 를 사인함수라 하며, 점의 좌표는 (cosθ, 
sinθ)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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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은 수치로 표현된 NCS 표색계의 값을 위상
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얻은 값은 오스트 발드 색상 이론에 의거한 
다양한 색상 조화를 밝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4. 결론 
우리는 본 연구에서 NCS 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수치적인 구조로 분석하여 다양한 컬러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NCS
의 색상환을 원 그래프에 사상하고 등색상 삼각형을 
좌표로 사상하여 색상환과 등색상 삼각형에서의 컬러 
위치와 이들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
구는 향후 조화로운 색상의 추천 등 다양한 컬러 연
구에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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