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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생활이 발전할수록 조화로운 색의 선택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
스트발드 컬러조화이론에서 발전한 NCS 는 각 색상이 퍼센트 별로 수치화되어 시스템화 
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CS 적용을 위한 오스트발드의 이론을 분석하
고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컬러 조화론의 적용을 위한 위상적 매치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컬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1. 서론 
컬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조화

로운 색상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
게 되었다. 오스트발드[1][2][3] 컬러조화이론은 배색
의 처리방법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디자
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오스트발드 표색계
에서 발전한 NCS(Natural Color System)[4][5]는 자연색
을 기본으로 한 컬러 체계로, 각 색상이 퍼센트 별로 
수치화되어 있어서 시스템화하기 쉬운 용이함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조화로운 색상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NCS 의 적용을 위한 
오스트발드의 이론을 분석하고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다섯 가지 컬러조화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위상적 매
치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다양한 컬러 연구에 활용하
고자 하였다. 

 

2. Natural Color System의 구조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NCS 를 색상

환과 등색상 삼각형으로 구분하여 그 구조를 분석한
다. (그림 1)의 NCS(Natural Color System) 색상환은 
NCS 의 색 공간을 수평으로 자른 색상환이다. 이 색
상환의 색상들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의 네 가지 
컬러로 구분하고, 각 색의 속성간을 10 개의 단위로 
나누어 총 40 개의 색상을 이룬다. NCS 의 색상들은 
서로 근접해 있는 두 개의 색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두 색상의 합이 100 이 되도록 구성되어있다[5]. 그림
(2)는 NCS 색입체를 수직 단면으로 보았을 때 구조로 
등색상 삼각형이다. (그림 1)의 각 색상들은 (그림 2)
와 같은 등색상 삼각형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NCS 색상환 

 

(그림 2) NCS 등색상 삼각형  

등색상 삼각형은 각각의 색상들에 대해서 순도와 흑
색량의 변화로 이루어진 색상들의 집합이다. W 는 흰
색, S 는 흑색을 의미하며, WS 축이 무채색 축이다. C
는 흑색량과 백색량이 섞이지 않은 순색으로 색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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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운데 끝 단에 위치한 색이다. 그림 1 에서, W
에서 C 방향으로 위치한 색들은 흑색량이 같고 등흑
계열 라인에 위치한다. W 에서 S 방향으로 위치한 색
들은 순도가 같고 등순계열 라인에 위치한다. S 에서 
C 방향으로 위치한 색들은 백색량이 같고 등백계열라
인에 위치한다[5]. 
 
3. NCS 적용을 위한 오스트발드 이론 분석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설명한 NCS 를 적용하기 위

한 오스트발드 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오스트발드
의 대표적인 컬러 조화이론으로는 보색조화, 유사색
조화, 이색조화, 다색조화, 등색상 삼각형의 조화, 다
색 조화 등이 있다. 이들의 이론에 NCS 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3.1 보색조화 

보색조화는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쪽에 위치한 두 
색의 조화이다. 보색관계의 두 색은 색상환에서는 반
대이지만 등색상 삼각형에서 순도와 흑색량은 같
다.(그림 3)은 오스트발드의 이론을 NCS 표색계의 색
상환 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서 Y 의 보색은 
반대쪽에 있는 B 이다[1][2].  

    

3.2 유사색조화 

유사색 조화는 색상환에서 서로 인접한 색들간의 
조화이다. 유사색끼리 배색하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배색이 된다. 유사색들은 색상환에서 색상은 다르지
만 등색상 삼각형에서 순도와 흑색량은 같다. (그림 3)
에서 Y 의 유사색은 Similarity colors 영역 내에 있는 
컬러들로 색상환에서 Y 로부터 60°내에 위치한다
[1][2]. 
 

 

(그림 3) 오스트발드 이론을 NCS 색상환에 사상 

3.3 이색조화 

이색조화는 색상환에서 대비가 명확한 색들간의 조

화이다. 이색들은 색상환에서 색상은 다르지만 등색
상 삼각형에서 순도와 흑색량은 같다. (그림 3)에서 Y
의 이색은 Different colors 영역 내에 있는 컬러들로 
색상환에서 Y로부터 90°~120°내에 위치한다[1][2]. 
 

3.4 등색상 삼각형의 조화 

등색상 삼각형 조화는 동일한 색상 내에서 보여지
는 톤들의 변화로 구성된 색상들이다. 색상이 같다는 
공통된 특성 때문에 등색상 삼각형에서 보여지는 색
들은 조화롭다. 등색상 삼각형 조화에는 등흑계열, 등
순계열, 등백계열 조화가 있다. (그림 2)에서 등흑계열
(equal blackness line)의 색들은 흑색량이 같고 등순계
열(equal chromaticness line)의 색들은 순도가 같고 등백
계열(equal whiteness line)의 색들은 백색량이 같은 색
들이다[1][2]. 

 
3.5 다색조화 

다색조화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는 다양한 색들의 
조화이다. 다색조화는 위에서 언급한 등색상 삼각형 
조화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색입체에서 무채색 축을 
중심으로 입력컬러와 흑색량과 백색량이 같은 모든 
색들의 조합인 링스타를 포함한다[1][2].   

 
4. 결론 
오스트발드 컬러조화이론에서 발전한 NCS 는 각 

색상이 퍼센트 별로 수치화되어 시스템화 되기 용이
한 장점이 있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오스트발드의 
컬러조화이론을 분석하고 이들의 이론에 NCS 적용을 
위한 위상적 매치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컬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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