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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al and colorimetrical modeling of yarn-dyed woven fabrics

was conducted based on the Kubelka-Munk theory (K-M theory) for their accurate color predictions. In the

K-M theory for textile color formulation, the absorption and scattering coefficients, denoted K and S, resp-

ectively, of a colored fabric are represented using those of the individual colorants or color components

used. One-hundred forty woven fabric samples were produced in a wide range of structures and colors using

red, yellow, green, and blue yarns. Through the optimization of previous two-dimensional color prediction

models by considering the key three-dimensional structural parameters of woven fabrics, three three-dimen-

sional K/S-based color prediction models, that is, linear K/S, linear log K/S, and exponential K/S models,

were develop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three-dimensional color prediction models, the color

differences, ΔL*, ΔC*, Δh
o
, and ΔECMC(2:1), between the predicted and the measured colors of the samples

were calculated as error values and then compared with those of previous two-dimensional models. As a

result, three-dimensional models have proved to be of substantially higher predictive accuracy than two-

dimensional models in all lightness, chroma, and hue predictions with much lower ΔL*, ΔC*, Δh
o
, and the

resultant ΔECMC(2:1) values.

Key words: Three-dimensional modeling, Color prediction model, Yarn-dyed woven fabric, Kubelka-

Munk theory; 3차원 모델링, 색채예측모델, 사염직물, Kubelka-Munk이론

I. 서 론

텍스타일 디자인에 있어 명도(lightness), 채도(chroma),

색상(hue)을 포함한 색채(color)는 텍스타일 제품 소비자

의 전반적인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 하나이다. 텍스타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

으로 색채가 구현되는 가운데, 이미 염색된 실을 사용하

는 사염직물은 어떤 색채의 실을 어떤 비율 및 조직으로

조합하여 제직하느냐에 따라 무수히 많은 색채를 얻을

수 있다(Grosicki, 1975). 현 의류산업에서 직물을 디자인

하는 방식은 과거의 전통적 수작업에서 탈피하여 컴퓨

터 시스템, 일명 캐드(Computer-Aided Design; CAD)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Chae et al., 2018;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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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et al., 2014; Kim, 2004). 캐드 시스템은 텍스타일 디

자이너들로 하여금 간단한 마우스 조작으로 신속하게

의도하는 색, 조직, 패턴 등을 부여하여 상상 속의 디자

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실제로

직물을 생산하기에 앞서 컴퓨터 모니터 상에 최종 직물

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시 즉각적

인 디자인 수정을 가능하게 하여 반복적인 물리적인 샘

플링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시킨다. <Fig. 1>은

초기 디자인 이미지로부터 최종 직물에 이르기까지 캐

드 시스템을 사용한 직물 디자인 및 생산 절차를 보여준

다. 이렇게 캐드 시스템은 직물 디자인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혁신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특히 색채

에 있어 여전히 모니터 상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직물 사

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시행착오로서 최소한

의 물리적 샘플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Chae et al., 2016).

불필요한 물리적 샘플링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다 실제

에 가까운 직물의 구조-색채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정확

한 색채예측모델(color prediction model)이 캐드 시스템

내에 구축되어야 한다.

사염직물을 위한 정확한 색채예측모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 중 대부분은 펠트나 후염직물 등 다른

종류의 텍스타일이나 텍스타일이 아닌 다른 용도를 위

해 개발된 색채예측모델들의 사염직물로의 적용 가능

성을 평가하거나(Chae et al., 2014; Mathur et al., 2009;

Seyam & Mathur, 2012), 그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모델들을 단순히 계수 조정 차원에서 개선시킨(Chae et

al., 2016) 연구였다. 사염직물에 최적화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심도 깊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그 대표연구로, Dimitrovski and Gabrijelčič(2004),

Gabrijelčič and Dimitrovski(2009)은 개별 실의 명도 L*,

적색도(redness) 또는 녹색도(greenness) a*, 황색도(yel-

lowness) 또는 청색도(blueness) b*값들과 그 실이 직물

표면에 드러나는 비율을 바탕으로 직물의 최종 L*a*b*

값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모델

은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와 함께 직물의 최종 색채를 계

산하는 과정에서 직물을 두께가 전혀 없는 평면으로 간

주하는 2차원 구조-색채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물론 2차

원 모델링은 실제 직물의 복잡한 3차원 구조를 단순화하

여 관련 계산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경

사와 위사의 교차점에서 나타나는 직물의 미세한 두께 변

화라든지, 멀티 레이어 직물의 경우 표면 레이어의 틈새

로 노출될 수 있는 하단 레이어 등 직물의 3차원적인 구

조변수가 전반적인 색채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확한 색채예측결과를 초래한다. 최근에

Chae et al.(2018)은 직물의 3차원적 구조모델링을 새롭

게 수행하였지만, 색채모델링 과정에서는 기존의 색채예

측모델들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따라서 직물에 최적화된

보다 정확한 색채예측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실제 직물

이 지닌 중요한 2차원적, 3차원적 구조 및 색채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3차원 구조-색채모델링이 수행되어

야 한다.

한편 학계 및 산업계에서 물체의 색채를 논하고 비교

할 때, 그리고 업자들(디자이너, 생산업자, 염색업자, 유

통업자 등) 간에 색채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할 때 진한

빨강, 연한 빨강, 핑크와 같은 모호한 수식의 색이름이

아닌, R, K/S, XYZ, L*a*b*값 등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색채특성치들이 사용된다(Berns, 2000). 이렇게 수치화

되는 색채특성들 가운데, 가시광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산란 S에 대한 흡광 K의 비율인 K/S는 텍스타일 분야에

Fig. 1. Current industry practice in designing woven fabrics using a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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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확한 색채재현 및 예측을 위한 레시피를 만드는 데

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특성이다(Xin, 2006). Kubelka-

Munk이론(Kubelka, 1948, 1954)은 이러한 K/S를 사용한

레시피들, 즉 색채예측모델들의 기반이 되어온 이론으로,

여러 색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텍스타일의 최종 K/S값은

사용된 모든 색의 개별 K/S값의 총합으로 예측된다(예를

들어, 후염직물의 최종 K/S값은 염색하기 전 생지의 K/S

값과 혼합된 모든 염료의 개별 K/S값의 총합으로 계산된

다). 물론 Kubelka-Munk이론은 현실의 복잡한 색채현상

을 단순화시킨 근사식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수

학식으로 응용되어 그 정확성이 널리 보고되었다(Berns,

2000; Xin, 2006).

이에, 본 연구는 Kubelka-Munk이론에 기반하여 캐드

시스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염직물을 위한 정

확한 색채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우선 모델을

개발하기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행해진 2차원 구조

-색채모델링이 직물의 색채를 예측하기에 부정확함을 입

증하였다. 그 후, 2차원 모델링의 단점을 개선시켜 다양

한 색채와 구조를 지닌 3차원 직물들의 3차원적 구조-색

채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색채예측

모델들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3차원 모델들의 색채예측

성능을 기존 2차원 모델들과 비교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

하였고, 3차원 모델들 간에 예측오류치를 비교하여 사

염직물에 최적화된 색채예측모델을 제안하였다.

II. 연구방법

1. 직물 시료

Arahne CAD 시스템과 Staubli LX 3202 자카드직기

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색채를 갖는 140종의 싱글 레이

어 및 더블 레이어 직물 시료가 제작되었다. 경사로 흰

색 실이 모든 시료에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위사로 빨

강, 노랑, 초록, 파랑색 실이 다양한 비율로 조합되어 사

용되었다. 사용된 모든 실은 0.175mm 굵기의 동일한 폴

리에스터 필라멘트사였다. 더블 레이어 직물 시료의 경

우, 두 레이어가 동일한 색채 즉, 위사 배열과 동일한 조

직을 갖도록 제작되었으며, 이 때 조직으로 경 ·위사 밀

도 39×30/cm
2
의 1/3 능직과 45×30/cm

2
의 1/7 수자직이

사용되었다. 더블 레이어 직물 시료의 두 레이어에 동일

하게 적용된 위사 배열과 조직은 싱글 레이어 직물 시료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싱글 레어어 시료와 더블 레이

어 시료가 동일한 표면을 갖도록 하였다. <Table 1>은

이러한 직물 시료의 디자인적 특성을 요약하고 있다.

2. 색채 측정

Datacolor 650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를 사용

하여 360~700nm의 가시광 스펙트럼 영역에서 10nm 간

Table 1. Characteristics of single-layered and double-layered woven fabric samples

Weaves
a

Colors
b

1/3 twill 1/7 sateen Warp Weft color arrangements

Single-

layered

samples

W

1.RRRRRRRR 13.RGRBRGRB 25.YYBYYYBY

2.YYYYYYYY 14.YYRYYYRY 26.YGYGYGYG

3.GGGGGGGG 15.GGRGGGRG 27.YBYBYBYB

4.BBBBBBBB 16.BBRBBBRB 28.YGYBYGYB

5.RRYRRRYR 17.YYRGYYRG 29.GGYGGGYG

6.RRGRRRGR 18.YGRGYGRG 30.BBYBBBYB

Double-

layered

samples

7.RRBRRRBR 19.YYRBYYRB 31.GGYBGGYB

8.RYRYRYRY 20.YBRBYBRB 32.GBYBGBYB

9.RGRGRGRG 21.GGRBGGRB 33.GGBGGGBG

10.RBRBRBRB 22.GBRBGBRB 34.GBGBGBGB

11.RYRGRYRG 23.YGRBYGRB 35.BBGBBBGB

12.RYRBRYRB 24.YYGYYYGY

Number 4 weave structures × 35 colors = 140 samples

a: In the images of double-layered samples, the mark X indicates a stitching point (a warp end stitching down).

b: W = white yarn; R = red yarn; Y = yellow yarn; G = green yarn; B = blue y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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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140종의 직물 시료와 직물 시료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5종의 실, 그리고 직물 시료 측정 시 바탕(back-

ground: 시료가 놓인 표면)으로 사용된 표준 백색 타일

의 반사율 R%가 측정되었다. 측정된 R%는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2017)에서 제

시한 방법에 따라 CIE(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

Eclairage: 국제조명위원회) 표준광 D65와 10
o
 표준관측

자에 기초하여 K/S와 L*a*b*C*h
o
값으로 변환되었다.

<Fig. 2>는 R%로부터 K/S 및 L*a*b*C*h
o
값을 산출한

절차를 보여준다.

3. 2차원 색채예측모델링

사염직물의 3차원 색채예측모델링을 진행하기에 앞

서, 3차원 모델링의 한 과정이자, 3차원 모델링의 필요

성을 제기하기 위해 2차원 색채예측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실의 색채로부터 직물 시료의 색채가 2차원적 구조

모델링과 색채모델링의 두 과정을 거쳐 예측되었다.

1) 구조모델링

직물이 두께가 전혀 없는 2차원의 평면 구조를 가지

고 있다는 가정 하에 각 색, 즉 각 색의 실(흰색 경사와

빨강, 노랑, 초록, 파랑색 위사)과 바탕(표준 백색 타일)

이 직물 표면에 드러나는 비율을 구조적으로 계산하였

다. 앞서 언급했듯이 2차원 구조모델링은 직물의 최종

색채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 직물의 복잡한 3차

원 구조를 단순화시킴으로써 관련 계산을 용이하게 하

여 이제까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이다. <Fig. 3>은

각각 단일색의 경사와 위사로 이루어진 1/3 능직물을 예

로 들어 2차원 구조모델링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고 있

다. 예에서 각각 네 개의 경사와 위사로 구성된 하나의

weave repeat 표면은 경사색(흰색), 위사색(검은색), 바탕

색(회색)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물의 최종 색

채에 기여하는 경사와 위사의 비율(Pwarp, Pweft)은 실의 굵

기(Dwarp, Dweft)와 간격(Swarp, Sweft)을 바탕으로, 각 색이

표면에 드러나는 면적을 weave repeat의 크기(넓이와 길

이의 곱)로 나누어 계산한다. 경사, 위사, 바탕 비율의 모

든 합은 1(weave repeat 100%)이 되기 때문에, 바탕의 비

율(Pbackground)은 1에서 경사와 위사의 비율을 빼서 계산

한다.

2) 색채모델링

앞서 구조모델링에서 2차원적으로 계산된 각 색의 비

율을 Kubelka-Munk이론(K-M이론)에 기반한 색채식에

Fig. 2. Procedure for calculating color attributes using the CI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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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하여 직물 시료의 최종 L*a*b*C*h
o
값을 계산하였

다. 앞서 언급했듯이 K-M이론은 여러 색의 혼합으로 만

들어진 텍스타일의 최종 색채특성치를 사용된 모든 색

의 개별 색채특성치의 총합으로 예측하며, 이때 그 색채

특성으로 산란 S에 대한 흡광 K의 비율인 K/S를 사용

한다. 즉, K-M이론을 사염직물에 적용하면 <Eq. 1>로

요약된다.

...... Eq. 1.

where, (K/S)fabric and (K/S)1~n refer to the K/S value

(absorption coefficient/scattering coefficient) of a fabric

and the color component, i.e., yarn or background, of the

fabric, respectively, and P1~n refers to the proportion of

the color component calculated two-dimensionally on the

surface of the fabric (a value between 0 and 1).

<Eq. 1>에 제시된 원형 K/S식이 응용된 log K/S식 <Eq.

2>와 지수 K/S식 <Eq. 3>이 도출되었다. 이 세 종류의 2차

원 K/S식을 각각 사용하여 직물 시료의 최종 K/S값을 각

실과 바탕의 K/S값 및 비율로부터 예측하였고, 예측된 직

물 시료의 K/S값은 <Fig. 2>의 과정을 거쳐 L*a*b*C*h
o

값으로 변환하였다.

...... Eq. 2.

...... Eq. 3.

4. 3차원 색채예측모델링 및 검증

2차원 구조-색채모델링은 비교적 간단한 계산을 통해

직물의 색채예측을 가능하게 하지만, 실제 직물의 두께

방향으로 존재하는 3차원적 구조변수들을 전혀 고려하

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주 정확한 예측력은 얻을

수 없다. 가령 직물은 경사와 위사가 교차되어 제직되는

데, 이 교차점에서 2차원 모델링이 고려하지 않는 직물

의 미세한 두께 변화와 이에 따른 미세한 그림자가 발생

한다. 직물 표면에서의 수많은 교차점과 그 그림자는 직

물의 전반적인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Chae, 2016; Mathur, 2006). 또한 2차원 모델링은

직물을 두께가 없는 2차원의 평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작된 표면 레이어가 동일한 싱글 레이어

및 더블 레이어 직물 시료들이 서로 완벽히 동일한 색채

를 갖는다고 예측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색채예측력

K/S( )fabric

P1= K/S( )1⋅ P2+ K/S( )2⋅ … Pn+ + K/S( )n⋅

K/S( )fabriclog

P1= K/S( )1log⋅ P2+ K/S( )2log⋅

 … Pn+ + K/S( )nlog⋅

K/S( )fabric

K/S( )1=
P
1

K/S( )2
P
2

… K/S( )n
P
n

⋅ ⋅ ⋅

Fig. 3. Basic principle of two-dimensional structural modeling of woven fabrics (Example of four-thread t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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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기 위해 실제 직물이 지닌 중요한 2차원적, 3차원

적 구조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3차원 구조-색채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차원 색채예측모델들<Eq.

1>−<Eq. 3>의 결점을 보완시킨 새로운 3차원 색채예측

모델들을 개발하였다. 직물의 3차원 구조-색채모델링을

진행할 때, 다음 네 가지 중요한 가정이 이루어졌다:

1. 직물을 구성하는 실은 균일한 색채와 굵기를 가진

원기둥이다.

2. 직물 안에서 실이 서로 겹치거나 교차될 때, 실의

본래 굵기가 유지되고, 직물의 두께 방향으로 실 간

의 빈틈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직물 안에서 경사와 위사는 각각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다.

4. 더블 레이어 또는 멀티 레이어 직물의 경우, 표면

레이어 상의 실 간의 틈새를 통해 하단 레이어가

노출되어 상단 레이어의 색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가정 하에 직물 시료를 구성하는 실과 바탕의

K/S값을 색채적 예측변수로, 그리고 실의 굵기, 실의 밀

도, weave repeat의 사이즈, 직물의 조직, 직물의 두께,

레이어의 수를 구조적 예측변수로 갖는 세 종류의 3차

원 색채예측모델들이 개발되었다. 총 140종의 직물 시

료 가운데, 70종의 수자직 싱글 레이어 시료와 능직 더

블 레이어 시료는 3차원 색채예측모델들을 개발하기 위

해 모델링되는 트레이닝 시료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70종

의 능직 싱글 레이어 시료와 수자직 더블 레이어 시료는

개발된 모델들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시료

로 사용되었다. 3차원 색채예측모델들의 정확성을 검증

하기 위해 테스트 시료의 L*a*b*C*h
o
값을 모델들을 사

용하여 예측하였고, 그 예측치와 실제 색채측정치 간의

차이, 즉 명도차, 채도차, 색상차, 종합색차로서 ΔL*, ΔC*,

|Δh
o
|, ΔECMC(2:1)를 예측오류치로 계산하였다. 명도차, 채

도차, 종합색차와 달리 색상차만 절대값을 취한 이유는

단일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색채특성들과 달리 색상 h
o

는 네 가지 하위특성, 즉 적색-황색도(0~90
o
), 황색-녹색

도(90~180
o
), 녹색-청색도(180~270

o
), 청색-적색도(270

~360
o
)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만약 비교하고자 하는 두

색상이 서로 다른 하위특성 영역에 존재한다면, 두 색상

차 Δh
o
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Chae et al., 2017). 계산된 오류치를 기준으로 3차원 색

채예측모델들의 색채예측성능을 기존 2차원 색채예측

모델들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레이어의 수에 따른 직물의 색채측정치 차이

직물의 다양한 3차원적 구조변수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레이어의 수가 직물의 최종 색채에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면 레이어가 서로 동일하게 제

작된 70종의 싱글 레이어 직물 시료와 70종의 더블 레이

어 직물 시료의 색채측정치를 비교하였다. <Fig. 4>는

총 140종 직물 시료의 색채측정치에 따른 CIE L*C*h
o

공간에서의 분포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Eq. 1>−<Eq. 3>의 2차원 색채예측

모델들은 실제 직물의 두께 방향으로 존재하는 3차원적

구조변수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더블 레이어

직물 시료는 두 레이어가 동일한 경 ·위사 색배열과 조

직을 사용하여 완벽히 동일하도록 제작되었고, 이러한 실

색배열과 조직은 싱글 레이어 직물 시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2차원적인 관점에서 더블 레이어 시료의 하

단 레이어는 표면 레이어 밑에 동일한 구조적 조건 속에

서 완벽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2차원적 색채예측 시 하

단 레이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2차원 색채예

측모델들은 동일한 표면 레이어만으로 싱글 레이어 시료

와 더블 레이어 시료가 완벽히 동일한 색채값을 갖는 것

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색채측정결과,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싱글 레이어 시료와 더블 레이어 시료는 명도

L*, 채도 C*, 색상 h
o
의 모든 색채특성에서 차이를 보였

다. 특히 명도와 채도에 있어서, 더블 레이어 시료는 싱

글 레이어 시료보다 낮은 L*과 C*값을 지녀 더 어둡고 채

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더블 레

이어 시료 안에서 하단 레이어가 표면 레이어의 실 틈새

로 미세하게나마 노출되어 시료의 전반적인 색채에 영향

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더블 레이어 시료가 두 레

이어가 접결되는 지점에서의 굴곡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높은 직물 두께 등 싱글 레이어 시료보다 3차원적 구조

성질이 강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그림자가 더블 레이어

시료의 명도와 채도를 전반적으로 낮춘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싱글 레이어 직물과 더블 레이어 직물의 서로

다른 3차원적 구조를 고려하여 색채를 다르게 예측하는

보다 정확한 3차원 색채예측모델이 필요하다.

2. 2차원 색채예측모델의 평가

2차원 색채예측모델들, 즉 원형 K/S모델<Eq. 1>,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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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모델<Eq. 2>, 지수 K/S모델<Eq. 3>의 색채예측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70종의 싱글 및 더블 레이어 테스트

시료의 L*a*b*C*h
o
값을 각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하였

다. 그 후, 예측치와 실제 색채측정치 간의 차이(예측치

에서 측정치를 뺀 값), 즉 명도차 ΔL*, 채도차 ΔC*, 색

상차 |Δh
o
|, 종합색차 ΔECMC(2:1)를 예측오류치로 계산하

였다. 항상 양의 값을 갖는 |Δh
o
|와 ΔECMC(2:1)와 달리 ΔL*

과 ΔC*는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지며, 따라서 명도와

채도예측의 오류 크기를 서로 비교할 때는 ΔL*과 ΔC*

의 절대값으로 비교하고, 오류의 방향성을 논할 때는 상

대값을 사용한다. 즉 ΔL*과 ΔC*가 양의 값을 보이면 색

채예측모델이 시료를 실제보다 각각 더 밝게, 더 채도

높게 예측한 것이고, 음의 값을 보이면 더 어둡게, 더 채

도 낮게 예측한 것이다. <Fig. 5>는 각각 싱글 레이어 테

스트 시료와 더블 레이어 테스트 시료에 대한 2차원 색

채예측모델들의 색채예측오류 평균치를 보여준다.

2차원 색채예측모델들은 모델마다 싱글 레이어 시료

와 더블 레이어 시료에 대해 서로 다른 색채예측력을 보

Fig. 4. Distribution of single-layered and double-layered woven fabric samples on (a) the CIE L*C* plane and (b)
the CIE C*h

o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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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verage error values, (a) ΔL*, (b) ΔC*, (c) |Δh
o
|, and (d) ΔECMC(2:1), of two-dimensional color predic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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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명도차, 채도차, 색상차로부터 계산되는 종합색차

에 있어 원형 K/S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두 2차원 모델

들은 싱글 레이어 시료보다 3차원적 구조성질이 강한

더블 레이어 시료에 대해 더 낮은 색채예측력을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레이어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직

물 시료에 대해 세 2차원 색채예측모델들은 공통적으로

매우 낮은 색채예측력을 보였다. 종합색차에 있어 원형

K/S모델, log K/S모델, 지수 K/S모델은 의류산업에서 받

아들이기 힘든 수치로서 각각 26.96, 14.53, 11.90의 평균

ΔECMC(2:1)값을 지녀 그 부정확성이 확인되었다. 그 중, 기

존 색채예측모델들의 이론적 기반이 되어온 원형 K/S모

델은 특히 부정확한 명도 및 색상예측으로 가장 높은 평

균 ΔECMC(2:1)값을 보여 직물의 색채를 예측하는 데에 가

장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 K/S모델이 응용된

나머지 두 2차원 모델들은 원형 K/S모델에 비해 명도와

색상예측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ΔL*(log K/S모델:

23.96; 지수 K/S모델: −4.52) 및 |Δh
o
|(log K/S모델: 6.49;

지수 K/S모델: 9.29) 오류치를 보였으나 여전히 산업에

서 이용되기에는 높은 수치였다. 또한 채도예측에 있어

서는 원형 K/S모델보다 두 응용 K/S모델들이 평균적으

로 음의 방향으로 더 높은 ΔC*값(원형 K/S모델: 12.99;

log K/S모델: −18.71; 지수 K/S모델: −23.58)을 보여 시

료를 실제보다 훨씬 채도가 낮게 예측하는 부정확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세 2차원 색채예측모델들이 직

물의 명도, 채도, 색상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모두 부적

합함을 보여주며, 2차원 모델들을 개선시킨 정확한 3차

원 색채예측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 3차원 색채예측모델의 개발 및 검증

사염직물에 최적화된 정확한 색채예측모델을 얻기 위

해 다양한 색채와 구조를 지닌 70종의 싱글 및 더블 레

이어 트레이닝 시료에 대해 3차원 구조-색채모델링을 수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 종류의 3차원 색채예측모델

들을 개발하였다. 새로운 3차원 색채예측모델들은 앞서

평가된 2차원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직물의 표면에 나타

나는 실과 바탕의 K/S값을 색채적 예측변수로 갖는다.

그 외에 2차원 모델들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3차원 구

조변수들을 포함하여 실의 굵기, 실의 밀도, weave rep-

eat의 사이즈, 직물의 조직, 직물의 두께, 레이어의 수를

구조적 예측변수로 갖는다. 구조모델링 시 직물 표면에

나타나는 두 색채요소, 즉 실과 바탕 중 바탕(본 연구에

서는 표준 백색 타일을 사용)은 직물 표면에 2차원적으

로 드러나기 때문에 두께나 레이어 등의 3차원 구조변

수들이 바탕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Eq. 4>−<Eq.

6>은 <Eq. 1>−<Eq. 3>의 2차원 모델들을 보완하여 새롭

게 개발된 3차원 색채예측모델들로, 차례로 3차원 선형

K/S모델, 선형 log K/S모델, 지수 K/S모델을 나타낸다.

Three-dimensional linear K/S model (optimized from

Eq. 1):

...... Eq. 4.

Three-dimensional linear log K/S model (optimized

from Eq. 2):

...... Eq. 5.

Three-dimensional exponential K/S model (optimized

from Eq. 3):

...... Eq. 6.

where, subscripts i and BG refer to yarn colors (white,

red, yellow, green, and blue) and background color, res-

pectively, (K/S) refers to the K/S value (absorption coeffi-

cient/scattering coefficient) of the color component, c ref-

ers to the optimized coefficient of the color component

determined through linear regression for linear models

or Poisson regression for exponential model, P refers to

the proportion of the color component exposed on the

surface of the fabric (a value between 0 and 1), L refers

to the number of layers in the fabric, and D refers to the

diameter of the relevant yarn in mm.

3차원 색채예측모델들에 포함되는 각 색의 최적화된

계수 c(ci: 실의 계수, cW, cR, cY, cG, cB; cBG: 배경의 계수)

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이 계수는 절대적인 것이 아

니라, 직물을 구성하는 실과 바탕색에 따라 선형 또는 포

아송 회귀에 의해 실험적으로 결정된다. 3차원 색채예측

K/S( )fabric

c
i

P
i
L D

i
1+( ) K/S( )

i
⋅ ⋅{ }

i=1

n

∑=

 cBG PBG K/S( )BG⋅ ⋅( )+

K/S( )fabriclog

ci PiL Di 1+( ) K/S( )ilog⋅ ⋅{ }
i=1

n

∑=

 cBG PBG log K/S( )BG⋅ ⋅( )+

K/S( )fabric K/S( )i
c

i
P

i
L D

i
1+( )⋅

{ }
i=1

n

∏=

 K/S( )BG
c
BG

P
B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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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들에 의해 예측되는 직물의 K/S값은 <Fig. 2>의 과

정을 거쳐 최종 L*a*b*C*h
o
값으로 변환된다. 이때 명도

L*의 경우, 앞서 2차원 원형 K/S모델<Eq. 1>과 지수 K/S

모델<Eq. 3>에 의해 예측된 L*값이 0(흑색)~ 100(백색)

의 표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모

델로부터 개발된 3차원 선형 K/S모델과 지수 K/S모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L*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Eq. 7>−

<Eq. 8>은 각각 3차원 선형 K/S모델<Eq. 4>과 지수 K/S

모델<Eq. 6>에 대한 추가적인 L* 예측 최적화 식이다.

L*2 = 0.0002L*1
3
− 0.0058L*1

2

+ 0.4516L*1 + 45.454 ...... Eq. 7.

L*2 = 0.0001L*1
3
− 0.0107L*1

2

+ 0.9507L*1 + 40.228 ...... Eq. 8.

where, L*1 refers to the lightness value first predicted

by three-dimensional color prediction models, and L*2

refers to the lightness value optimized from L*1.

세 3차원 색채예측모델들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70종의 테스트 시료의 L*a*b*C*h
o
값을 각 모델을 사용

하여 예측하였고, 그 후 예측치와 테스트 시료의 실제

색채측정치 간의 ΔL*, ΔC*, |Δh
o
|, ΔECMC(2:1)를 색채예

측오류치로 계산하여 앞서 계산된 2차원 색채예측모델

들의 오류치와 비교하였다. <Fig. 6>은 70종의 테스트 시

료에 대한 2차원 색채예측모델들과 3차원 색채예측모

델들의 색채예측오류 평균치를 비교한다. 세 3차원 색

채예측모델들은 모두 2차원 색채예측모델들보다 훨씬

우수한 색채예측력을 보였다. 특히 명도예측에 있어서

2차원 모델들은 산업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오류치로서

평균 −47.39~23.96ΔL* 수치를 지녔던 반면, 3차원 모델

들은 모두 0에 가까운 평균 오류치를 지녀 매우 뛰어난

예측정확성을 보였다. 채도와 색상의 예측에 있어서도

3차원 모델들은 8.69|ΔC*|, 8.52|Δh
o
|의 평균 오류치를 지

녀, 18.43|ΔC*|, 10.62|Δh
o
|의 평균 오류치를 지닌 2차원

모델들보다 개선된 예측력을 보였다. 명도차, 채도차, 색

상차를 포괄하는 종합색차에 있어 세 3차원 모델들의 평

균 오류치는 8.61ΔECMC(2:1)로, 2차원 모델들의 평균 오류

치인 17.80ΔECMC(2:1)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세 3차원 모델들 가운데, 선형 log K/S모델은 평균 오류

치로 5.01ΔECMC(2:1)(−0.37ΔL*, −1.49ΔC*, 4.49|Δh
o
|)의 가

장 높은 색채예측정확성을 지녀 캐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현 의류산업의 직물 디자인 프로세싱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캐드 시스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

는 사염직물을 위한 정확한 색채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Kubelka-Munk이론에 기반한 직물의 3차원적 구조-색채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행해진 2차원

적 구조-색채모델링과 그에 기반한 2차원 색채예측모델

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된 3차원 색채예측

모델들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

과가 도출되었다.

1. 2차원 색채예측모델들은 직물의 두께 방향으로 존

재하는 3차원적 구조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레

이어의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표면 레이어를 지닌 모든

직물들이 항상 동일한 색채를 갖는다고 예측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표면 레이어가 동일하게 제작된 싱글 레

이어 및 더블 레이어 직물 시료들의 색채측정결과, 두

타입의 시료는 명도 L*, 채도 C*, 색상 h
o
의 모든 색채

특성에서 서로 차이를 보였다.

2. 더블 레이어 시료는 싱글 레이어 시료보다 L*과

C*가 낮게 측정되어 더 어둡고 채도가 떨어지는 것으

Table 2. Optimized coefficients in three-dimensional color prediction models

Three-dimensional

color prediction models

Coefficients
a

Warp Weft Background

cW cR cY cG cB cBG

Linear K/S model 7.6611 0.1916 0.4260 0.4085 0.2110 −0.6916

Linear log K/S model 0.1045 0.7563 0.7273 1.0591 0.8802 −0.1043

Exponential K/S model 0.1063 0.6280 0.7399 0.8042 0.7039 −0.2586

a: cW for white yarn; cR for red yarn; cY for yellow yarn; cG for green yarn; cB for blue yarn; cBG for background (white 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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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average error values, (a) ΔL*, (b) ΔC*, (c) |Δh
o
|, and (d) ΔECMC(2:1), between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color predic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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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더블 레이어 시료가 두 레이어

가 접결되는 지점에서의 굴곡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높

은 직물 두께 등 싱글 레이어 시료보다 3차원적 구조성

질이 강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그림자가 명도와 채도를

전반적으로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싱

글 레이어 직물과 더블 레이어 직물의 서로 다른 3차원

적 구조를 고려하여 색채를 다르게 예측하는 보다 정확

한 3차원 색채예측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 2차원 색채예측모델들, 즉 원형 K/S모델, log K/S모

델, 지수 K/S모델의 색채예측성능을 수치적으로 평가한

결과, 2차원 모델들은 전반적으로 싱글 레이어 시료보다

3차원적 구조성질이 강한 더블 레이어 시료에 대해 더 낮

은 색채예측력을 보였다.

4. 그러나 세 2차원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레이어의 수

와 상관없이 모든 직물 시료에 대해 의류산업에서 받아

들이기 힘든 높은 색채예측오류치를 보였다. 그 중, 기

존의 다양한 색채예측모델들의 이론적 기반이 되어온

원형 K/S모델은 직물의 색채, 특히 명도와 색상을 예측

하는 데에 있어 가장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5. 2차원 색채예측모델들을 개선시킨 3차원 색채예측

모델들로 선형 K/S모델, 선형 log K/S모델, 지수 K/S모

델이 개발되었다. 선형 K/S모델과 지수 K/S모델의 경

우, 추가적인 명도예측 최적화 식이 개발되었다. 세 3차

원 모델들의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2차원 모델들

보다 훨씬 우수한 색채예측력을 보였다. 특히 명도예측

에 있어 3차원 모델들은 모두 0에 가까운 평균 오류치를

지녀 매우 뛰어난 예측정확성을 보였다.

6. 세 3차원 모델들 가운데, 선형 log K/S모델은 특히 채

도와 색상예측에 있어 다른 두 모델들보다 낮은 평균 오

류치를 보여 전반적으로 직물의 색채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최적의 모델로 밝혀졌다.

선형 log K/S모델을 포함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세 3차

원 색채예측모델들은 모두 2차원 색채예측모델들보다

훨씬 우수한 색채예측력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

히 종합 색채예측오류치가 10ΔECMC(2:1) 이하인 3차원 log

K/S모델과 지수 K/S모델이 캐드 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생산에 앞서 컴퓨터 모니터 상에 최종 직물의 정확한 시

뮬레이션이 제공되어 불필요한 물리적인 샘플링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

에서 수행된 직물의 3차원 구조-색채모델링은 그 방법론

에 있어서 직물을 포함해 다양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

한 새로운 색채예측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이론적 지침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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