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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각종 전자장비에서 생성되어 프로세싱 되는 컬러 이미지는 그 기

본 요소인 화소(pixel)를 구성하는 Red, Green, Blue (R, G, B)를 어

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 달라지기 마련이다. 자칫하면  

‘Garbage in garbage out’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본고에서는 R, G, B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또한,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 분야에서 흔히 접하는 전자장비 간의 

컬러 불일치의 원인을 소개하고, R, G, B를 정확하게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나아가서 인간의 시각시스템인 CIERGB, CIEXYZ, CIELAB은 무엇

이며,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향후 정확한 컬러 

영상처리의 기본 지식과 바탕을 구축하는 데 구체적인 사례를 곁들어 

설명함으로써 확신과 자신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전자장비 간의 컬러 불일치

전자장비들 간에 주고 받는 컬러 정보는 반드시 일치돼야 하나 실제

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컬러 불일치는 기종이나 메이커, 또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

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메이커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모니터에서 디스플레이 되

는 영상의 컬러들이 불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비전 및 영상

처리 분야의 각종 응용 프로젝트에서 장비들 간의 컬러 일치는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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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필수다.

다음은 비디오 카메라들 간의 컬러 불일치이다. <그림 

2>에서, 빨간색 패치를 서로 다른 메이커의 비디오 카메

라로 촬영하여 각각의 컬러 영상의 (R, G, B) 값을 확인

해보면 모두 다 (255, 0, 0)으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촬영된 각각의 영상을 측색기로 측정하여 확

인해보면 (X, Y, Z) 또는 (L*, a*, b*) 수치가 서로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그림 3>에서 보듯이 (R, G, B)가 (255, 

0, 0)인 빨간색 패치를 서로 다른 메이커의 모니터로 디

스플레이 하여 각각의 컬러 영상을 육안으로 관찰하면, 

그냥 “빨강!”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된 각각의 영상을 측색기로 측정하여 

확인해보면 (X, Y, Z) 또는 (L*, a*, b*) 수치가 서로 다

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 G, B)는 모두 (255, 0, 0)으

로 똑같지만, 측색된 (X, Y, Z) 또는 (L*, a*, b*) 수치는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비교되는 두 컬러의 색상(hue), 명도(lightness), 채도

(chroma)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르면 컬러가 불일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컬러의 불일치 현상은 장비들 간의 색역, 

감마, 광원, 색온도 중 적어도 하나가 다를 때 발생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R, G, B) 값은 컬러를 나타내는 스

캐일의 값이 아니고 단순히 컬러를 나타내는 컬러 코드

(color code)이다. 컬러 코드는 컬러 시스템의 비트 수

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예를 들면, <그림 4>에서 보듯이 

빨간색의 경우, 8비트 시스템은 (R, G, B) 컬러 코드가 

(255, 0, 0)이고, 10비트 시스템은 (R, G, B) 컬러 코드

가 (1023, 0, 0), 14비트 시스템은 (R, G, B) 컬러 코드

가 (16383, 0, 0)이다. 초록색과 파란색도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컬러가 비트 수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르게 나타

내므로 (R, G, B) 컬러 코드는 컬러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니고 컬러 코드일 뿐이다.

다음은 <그림 5>에서 보듯이 전자장비의 (R, G, B) 컬

러 코드의 또 다른 예이다. (R, G, B) 컬러 코드는 같지

만, 메이커 간에 색역이 서로 다른 경우[1]이다. A와 B 두 

회사의 카메라의 빨강의 컬러 코드는 똑같이 (255, 0, 0)

이지만 똑같은 빨강이 아니다. 또한, A와 B 두 회사의 모

니터의 초록도 컬러 코드가 똑같이 (0, 255, 0)이지만 똑

같은 초록이 아니다. 이는 A사와 B사의 장비들이 각각 

서로 다른 색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컬러 코드는 같지

만 컬러는 서로 다른 것이다.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예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컬러 코드는 컬러과학의 근간인 Red, 

Green, Blue와 전혀 다른 것이며, 전자 장비에서 컬러를 

<그림 1> 카메라 간의 컬러 불일치 <그림 3> 모니터 간의 컬러 불일치

<그림 2> 비디오 카메라 간의 컬러 불일치 <그림 4> 전자장비의 R, 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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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일종의 부호일 뿐이다.

<그림 6>은 색역을 L*(명도), a*(빨강-초록), b*(노

랑-파랑)축을 중심으로 3차원으로 나타낸 것이다. 동그

란 원 하나는 크레온의 각각의 색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 색역(color gamut)이란 장비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들의 범위를 의미한다. 장비마다 서로 다른 크기와 형

태의 색역 때문에 컬러가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색역

은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림 6>의 우측에 있는 그림은 L*, a*, 

b* 공간에서 두 장비의 서로 다른 색역들을 오버래핑하

여 표현한 것이다.

Ⅲ. CIERGB 시스템과 전자 장비의 RGB

컬러 관련 국제 표준을 관장하는 CIE(Commi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국제조명기구)는 1931년

에 인간의 시각 시스템인 CIERGB 컬러 시스템을 발표했

다. 이는 컬러 매칭 실험을 통해서 개발한 시각 시스템이

며, CIEXYZ와 CIELAB으로 진화된 것이다. CIERGB 컬

러 시스템은 전자장비의 RGB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

다. 전자장비의 RGB는 단지 컬러 코드일 뿐이고, 색차 

계산에 활용될 수 없으며, 정량적인 수치(quantitative 

value)가 아니다. CIERGB, CIEXYZ, CIELAB 등의 시

각 시스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RGB는 정육

면체의 입체형태의 색공간도 아니고, 장비들 간에 호환성

(compatibility)도 없다.

1931년 영국의 Wright와 Guild는 컬러 매칭 실험을 

통하여 CIERGB Color System[2]을 개발했다. 예를 들

면, <그림 7>의 상단과 같이, 단색광 생성기로 500 나노

미터의 파장을 가진 Cyan을 생성하여 스크린에 비춘 다

음, 하단의 스크린에는 Red, Green, Blue를 각각 생성하

는 실험광 생성기의 광량을 조절하면서 Cyan색이 나타날 

때까지 스크린에 비춘다. 상단의 Cyan색과 똑같은 색이 

나타나는 순간의 각각의 광량을 기록하는 컬러 매칭 실험

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장을 10나노 간격으로 

하여 상단의 타겟 컬러에 대한 하단의 실험광 생성기의 

광량을 조절하여 상단의 컬러와 똑같은 컬러가 되도록 실

험광 생성기의 광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컬러 매칭 실험

을 실시하여 CIE 1931 RGB 컬러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각 파장 별로 기록된 세 종류의 실험광 각각의 광량을 합

산하여 관측자의 수로 나눈 평균치를 뜻하는 것이다.

Ⅳ. CIERGB에서 CIEXYZ으로 변환하기

<그림 8>의 왼쪽 그림은 1931년에 CIE가 발표한 

CIERGB 시스템이다. 왼쪽 위의 그래프는 컬러 매칭 함

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왼쪽 아래 그래프는 가

로축을 r, 세로축을 g로 하는 색도 그램(chromaticity 

diagram)이다. 이 두 그래프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

분은 r 값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부분이다. 이 마이너

<그림 5> 전자 장비의 R, G, B[1]
<그림 7> 컬러 매칭 (Color Matching) 실험[3]

<그림 6> 장비들 간의 색역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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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값들은 색재현 등에 문제점이 있어 단점으로 간주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즉,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하여 

CIERGB 시스템을 CIEXYZ 시스템으로 변환한 것이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변환한 것이다. <그림 8>의 

오른쪽에서 보듯이, x 값에 마이너스가 없어졌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RGB 컬러 매칭 function의 마이너스

(-) 값을 없애기 위하여 1931년 미국의 Deane Judd가 

마이너스(-) 값이 없는 CIEXYZ 컬러 매칭 function을 

발표[3]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수식은 CIERGB를 CIEXYZ로 

변환하는 식[3]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식에 

있는 r, g, b는 전자 장비의 r, g, b 컬러 코드와 전혀 관

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전자 장비의 R, G, B 컬러 

코드를 CIEXYZ로 변환할 때, 이 식을 적용하면 오류가 

되는 것이다.

Ⅴ. CIEXYZ 컬러 시스템의 문제점

CIEXYZ 컬러 시스템은 한마디로 멀티폼(multiform)

한 색공간이다. 여기서 멀티폼은 유니폼(uniform)의 반

대 개념이다. 멀티폼은 곧 이 컬러 시스템의 취약점이다. 

다음은 CIEXYZ 컬러 시스템의 색상(hue)의 문제점[4]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9>에서처럼 색상을 나타

내는 선이 직선이 아닌 굽은 선이고, 색상각도 균등하지 

않다. 다음은 CIEXYZ 컬러 시스템의 채도(chroma)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채도를 나타내는 원들

은 둥근 동심원들이어야 되는데 <그림 9>에서 보는 것처

럼 동심원이 아니고 조개 모양의 삼각형의 형상을 한 것

들이며, 이들 사이가 등간격도 아니다. 여기서 멀티폼의 

문제점은 색상과 채도를 색차 계산같은 공학 계산에 활용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10>에서 색도 그램 내의 타원들은 같은 컬러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 타원 내의 모든 컬러들은 

똑같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타원들은 형태와 크기가 똑

같아야 하나 위치에 따라서 그 크기다 다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색공간을 유니폼이 아닌 멀티폼 공간이라 한

다. 이 색공간이 유니폼이 되려면 모든 타원들이 똑 같은 

크기의 원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CIEXYZ 컬러 시스템의 

<그림 8> CIERGB와 CIEXYZ 컬러 시스템

<그림 9> CIEXYZ 컬러 시스템의 문제점

<그림 10> CIEXYZ 컬러 시스템의 문제점

<그림 11> CIE 1976 L*a*b* (CIEL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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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이와 같이 타원들이 위치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다른 점이다. 그래서 이 색공간에서는 색차 계산 같은 공

학적인 계산이 불가능한 것이다.

CIEXYZ 컬러 시스템의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새

로운 유니폼한 색공간의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이다. <그

림 11>에서 보듯이 1976년에 CIE가 표준 색공간인 CIE 

1976 L*a*b*(CIELAB) 컬러 색공간[3][5]을 발표했다. 이 

색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유니폼한 색공간이다. 아직까지

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 색공간이다.

Ⅵ.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를 위한 색공간

유니폼하다는 것은 <그림 12>에서 보듯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mm 자와 같이 눈금이 균일하다는 것이다. 반

대로 멀티폼하다는 것은 자의 눈금이 등 간격으로 매겨

져 있지 않고, 불균등하게 매겨져 있어서 길이를 재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12>의 하단에서 보듯

이, 맨 왼쪽의 CIELAB은 유니폼한 공간이고, 오른쪽의 

CIEXYZ, sRGB, HVS, HLS는 멀티폼한 공간들이다. 이

중에서 HVS나 HLS 색공간은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 

분야에서 색차 계산 등의 공학적인 계산에 활용하고 있는

데 이는 크나큰 오류이다.

sRGB[6]는 Microsoft사와 Hewlett-Packard사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시각 시스템인 CIEXYZ와 연관시켜 활용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sRGB는 모니터 및 프린터의 표

준 RGB 색공간으로 인터넷에서 활용되는 컬러 이미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sRGB의 색역(gamut)은 시각 시

스템(CIEXYZ)의 35.9%를 차지하는 아주 작은 색역이다.

HSV나 HLS 색공간들은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 분

야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들 

색공간은 CIEXYZ나 CIELAB 컬러 시스템과 전혀 관계

가 없다. 이들 색공간들의 가장 큰 단점은 멀티폼 공간이

라는 것과, 색차 계산 등의 공학적인 계산에 활용되면 안 

된다는 점이디.

Ⅶ. RGB 컬러 코드의 문제점

미국의 Deane Judd는 사람의 눈으로 구분 가능한 컬

러의 수가 1천만이라고 발표[7]하였다. 이는, <그림 13>에

서 보듯이, CIEXYZ 색공간 속에 있는 컬러가 1천만 개라

는 뜻이다. 그러나 모니터의 색공간은 그 크기가 시각 시

스템(CIEXYZ)의 크기보다 훨씬 작다. 모니터의 색공간 

즉 색역의 크기는 시각 시스템(CIEXYZ)의 35.9%로 아

주 작다. 모니터의 색역은 sRGB의 색역과 같다. 여기서 

sRGB의 색역은 HDTV의 색역의 규격인 Rec. 709와 같

은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의 색역 내에 존재하는 이론적

인 컬러의 수는 3,590,000이다. 이는 시각시스템의 컬러

의 수 1천만의 35.9%에 해당되는 것이다.

R, G, B 각각 8비트인 RGB 시스템의 모니터의 컬러에 

대해서 살펴보자. 8비트 시스템의 R, G, B 각 채널의 컬

러의 수는 28 즉 256이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모니터의 

색역 내의 컬러의 수는 28×28×28으로 16,777,216이 된

다. 여기서 사람의 눈으로 구분 가능한 컬러의 수와 RGB 

8비트 시스템의 모니터의 컬러의 수를 비교해 보자. 눈으

<그림 12> 유니폼과 멀티폼 <그림 13> CIEXYZ와 모니터의 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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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 가능한 컬러의 수는 10,000,000인데 RGB 8비

트 시스템의 모니터의 컬러의 수는 16,777,216이다.

그런데 RGB 8비트 시스템의 모니터의 색역의 크기는 

시각 시스템 색역의 35.9%밖에 되지 않는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은 컴퓨터 비전이나 영상처리 분야의 각종 응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림 14>는 RGB 8비트 시스템 모니터의 색역을 시

각 시스템 색역 내에 도식화한 것이다. RGB 8비트 시스

템 모니터의 색역은 시각 시스템 색역의 35.9%에 해당

되므로 이 색역 내에 존재하는 컬러의 수는 이론적으로 

3,590,000이 되어야 한다. (이는 10,000,000×0.359의 

계산에서 얻어진 수이다.) 그러나 RGB 8비트 시스템 모

니터의 색역 내에 존재하는 컬러의 수는 16,777,216이

나 돼서 이론적인 수 3,590,000보다 4.67배나 되는 것이

다. 이 수는 RGB 8비트 시스템 모니터의 색역 내에 존재

하는 컬러의 수 16,777,216을 CIEXYZ의 35.9%에 해당

되는 컬러의 수 3,590,000로 나눈 값이다. 결국, <그림 

14>에서 보듯이, 모든 포인트에서 중첩되는 컬러의 수는 

4개 이상이 되는 것이다. RGB 8비트 시스템 모니터의 색

역 내의 모든 포인트에 있는 4개의 중첩된 똑같은 컬러들

은 서로 다른 R, G, B 컬러 코드를 갖는다. 그러나 이 컬

러 코드들은 똑같은 컬러이다. 똑같은 컬러들이 서로 다

른 R, G, B 컬러 코드를 갖기 때문에 서로 다른 R, G, B 

컬러 코드를 활용한 이 4개의 컬러들 간의 색차 계산 결

과는 0(zero)이 아니다. 똑 같은 컬러들 사이의 색차가 

0(zero)이 될 수 없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된다. 따라서 

R, G, B 컬러 코드를 활용한 모든 색차 계산은 정확할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R, G, B 컬러 코드를 활용한 색

차 계산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되는 것이다.

RGB 각각의 비트 수가 10비트인 모니터의 경우에 대

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왜냐면 RGB 10비트 시스템의 모

니터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RGB 10비트 시스템의 

모니터의 색역 내의 컬러의 수는 1,073,741,824(약 10

억 7천 3백 7십만)이다. 이 경우 모니터의 색역 내의 모

든 포인트에서 중첩되는 컬러의 수는 <그림 1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약 299개이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색역 

내의 모든 위치에는 299개 이상의 똑같은 컬러들이 중첩

되어 있다. 이는 10억 7천3백7십만을 CIEXYZ의 35.9%

에 해당되는 컬러의 수 3,590,000로 나눈 값이다. 모든 

위치에 있는 299개의 컬러들은 서로 다른 R, G, B 컬러 

코드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똑같은 컬러이다. 똑같은 컬러들이 서

로 다른 R, G, B 컬러 코드를 갖기 때문에 299개의 서

로 다른 R, G, B 컬러 코드를 활용한 색차 계산 결과도 

0(zero)이 아니다. 이 또한 치명적인 오류이다. 따라서 

R, G, B 컬러 코드를 활용한 모든 색차 계산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R, G, B 컬러 코드를 활용한 색차 

계산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RGB 각각의 비트 수가 10 

또는 12처럼 크다고 해서 결코 좋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비트 수가 큰 만큼 중첩되는 컬러 즉 똑 같은 컬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RGB 10비트 시스템 모니터의 경우, 똑같은 컬러들의 

서로 다른 컬러 코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

보도록 하자. <그림 16>에서 보듯이 모니터의 색역 내의 

<그림 14> RGB 8비트 시스템 모니터의 컬러 <그림 15> 10비트 RGB 시스템 모니터의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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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치에서 중첩되는 컬러의 수는 약 299개이다. 빨

강 같은 컬러와 초록 같은 컬러를 예로 설명하자. 여기서 

빨강 같은 컬러와 초록 같은 컬러들은 좁은 모니터의 색

역 내에 있는 컬러들이므로 순수한 빨강, 순수한 초록이 

아니라는 뜻이다. 빨강 같은 컬러의 위치에 약 299개의 

컬러들이 서로 다른 R, G, B 컬러 코드를 갖고 있다. 그

러나 이들은 (x, y, Y) 좌표 상에 있는 똑같은 컬러이다. 

똑같은 컬러들이 서로 다른 R, G, B 컬러 코드를 갖고 있

다는 뜻이다. 299개의 서로 다른 R, G, B 컬러 코드를 활

용한 색차 계산 결과는 zero가 아니다. 초록 같은 컬러도 

마찬가지이다.

Ⅷ. 감마 값과 이미지

컴퓨터 비전이나 영상처리 분야에서 흔히 접하는 경우

는 이미지가 유난히 어두워 보이거나 밝아 보이는 경우

이다. 이런 경우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파라미터가 감마

(gamma)이다. 

감마(gamma)란 입력 강도(intensity)에 대한 출력값

이 비선형적 특성을 보일 때 그 비선형성의 정도를 의

미한다. 카메라는 물론이고, CRT, PDP, LCD, LED, 

OLED에 이르기까지 감마로 인하여 자연 그대로의 이미

지가 재현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어둡게 나타나는 현상

이 있다.

가장 이상적인 감마 값은 1.0이다. <그림 17>에서 상

단 우측에 있는 이미지는 감마 값이 1.0인 이미지이고, 

하단 우측의 이미지는 감마 값이 2.5인 이미지이다. 이 

두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상단의 이미지는 특별히 어두운 

부분이 없으나, 하단의 이미지는 부분적으로 어둡게 느껴

질 것이다. <그림 17>의 하단 죄측에서 보듯이 감마값이 

1.0보다 크면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 된다. 그래서 

중간톤(mid tone) 부분이 어둡게 보이는 것이다.

Ⅸ.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 분야에서의 

컬러 프로세싱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 분야에서 컬러영상분할은 아

주 중요한 프로세싱이다. 영상분할의 가장 중요한 요소

는 화소 간의 색차 계산이다. 색차 계산은 반드시 유니

폼한 색공간에서 이루어져야 정확한 영상분할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여기서 유니폼 색공간이란 위에서 언급한 

CIELAB 색공간을 말한다. 

<그림 18>에서와 같이, 경계선상에서는 수많은 서로 

다른 색들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정확한 색차를 계산해

야만 분할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RGB 컬

러 코드를 활용하면 색차 계산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 분야에서는 이러

한 사실을 잘 모르고, RGB 컬러 코드를 HSV나 HLS의 

멀티폼 색공간으로 변환한 후 색차 계산을 하고 있어 문

제가 되는 것이다.

<그림 19 (a)>에서 보듯이, 나비 이미지를 CIELAB 공

간에서 영상분할[8]한 것이다. 이것을 RGB 컬러 코드를 

활용하여 분할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

다. 왜냐면, RGB 컬러 코드는 위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 

<그림 16> 10비트 RGB 시스템 모니터의 컬러 <그림 17> 감마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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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린 바와 같이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단지 코드이기 

때문이다. <그림 19 (b)>는 3가지의 무늬로 이루어진 나

비의 이미지를 분할한 예[8]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비 

이미지를 CIELAB 공간에서 분할한 것이다.

Ⅹ. 결론 및 전망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

는 R, G, B는 컬러 코드에 불과하고, 사람의 시각시스템

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 R, G, B 컬러 코드는 해당 

장비에서만 사용되므로 장비들 간에 호환성이 없다. 즉, 

장비들 간에 컬러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로 인

하여 컬러의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컬러과학에서 중요시 하는 유니폼 색

공간인 CIELAB에서 영상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컬러과학과 컴퓨

터 비전 및 영상처리 분야에서 융복합 연구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원격

진료 시스템, 영상물제작 편집 시스템, 인테리아 시뮬레

이션 시스템, VR(virtual reality)에서 현실이미지의 제

작 편집 시스템, HMD(head mounted device) 컬러영상 

기술, 3D 컬러영상 입출력 시스템 (예, color correctio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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