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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색을 선택하고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색을 선택하고 발생시키기 위한 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a)도는  색을  선택하고  재생시키기  위한  본  발명의  시스템을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럭 다이어그
램.

제1(b)도는 색을 선택하기 위한 색특성 및 선택된 색을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명도.

제  2  도는  적색,  청색,  녹색의  원색특성으로  정의되는  가볍적인  원색  분류시스템  및  시안색, 마젠타
색, 황색, 흑색의 원색특성으로 정의되는 감법적인 원색 분류시스템을 모두 나타내는 모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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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도는 색상, 채도, 명도의 색특성을 정의되는 HSV 색분류시스템을 나타내는 모델도.

제 4 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사용된 HSV 색분류시스템을 나타내는 모델도.

제 5 도는 적색, 녹색, 청색 칼라텔레비젼 CRT 매체에서의 색공간을 나타내는 모델도.

제 6 도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나타내는 개략적인 블럭 다이어그램.

제7(a)도는 제7(b)도는 색상봉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순서도.

제 8 도는 채도봉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순서도.

제9(a)도와 제9(b)도는 명도봉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순서도.

제10도는 선택된 색상에 대한 색도표를 발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순서도.

제11도는 일련의 원색과 관련된 색영역의 색도표를 발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순서도.

제12(a)도와 제12(b)도는 색을 선택하고 재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순서도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10 : 색선택 조절기 212 : 표시기

214 : 색재생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색(color)을  선택하고  발생시킴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한가지 색분류시스템
의  색특성에  따라서  색을  선택하고  상기와  다른  색분류시스템의  색특성에  따라서  그  색을  재생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백색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  광선은  공지된  바와  같은  색의  띠(band)로  나뉘어진다.  띠내의 
색들은  완전한  채도(saturation)을  갖는  것으로  "순도"가  높다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스펙트럼 색상
(hue)이라고 불리워진다.

띠내에는  다수의  색상들이  포함되어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되지만,  사람들은  적색,  주황색, 
황색,  녹색,  청색,  남색,  보라색의  7가지  뚜렷한  색상들이  서로  부드럽게  겹쳐진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의 완전한 범위내에는,  완전한 채도이 색(즉,  스펙트럼 색상)들  뿐만 아
니라  방대한  수효의  색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색들은  적절한  색상을  예정된  비율로  혼합시킴에 
의하여 생성될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색조(原色租)로  정의되는  매질내에서  색들이  생성되는데,  즉  어떤  특정한  색은 
그  원색조내의  원색들의  혼합으로서  생성된다.  원색들은,  주어진  혼합매질내에서  얼마나  넓은 범위
의  색을  생성해낼  수  있는가  하는능력에  따라서  선택된다.  예컨대,  통상의  음극선관  표시기(CRT 
display)와  같은  투사광  매질에서는  적색,  녹색,  청색의  가법적(加法的)인  원색조가  흔히 사용되지
만,  통상적인  4색  인쇄  공정에서와  같은  반사매질에서는  시안색(cyan),  마젠타색(magenta),  황색, 
흑색의  감법적(感法的)인  원색조가  흔히  사용된다.  혼합매질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므로,  많은 원색조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색조들은  순도가  높은  스펙트럼  색상이  아닌  색들은  혼합하여  다른 색
을  생성해내는  것이므로,  어떠한  원색조에  의하여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의  완전한  범위를 생성
해낼  수는  없다.  본  명세서에는  사용된  "색영역(color  gamut)"이라는  용어는  어떤  특정한  원색조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일련의 색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술한  4색  인쇄공정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흑색을  감법적인  원색조내의  하나의  원색으로 표현하였
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흑색은  색이  아니라  색이  없는  상태이다.  4색  인쇄공정의 혼합
매질에서는  흑색을  이용하여  흑색을  생성시키거나,  혹은  감법적인  원색조의  실제의  색을 혼합하여서
는  얻을  수  없는  색의  음영(shade)을  생성시킨다.  반면에,  흑색은  가볍적인  혼합매질에서  모든 원색
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백색도  색이  아니다.  가법적인  혼합매질에  있어서,  원색조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색영역내에  포함된  한쌍(혹은,  여러쌍)이  보색(補色)을  동일한  비율로  혼합하면  백색을  생성시킬 수
가 있다. 감법적인 혼합매질에 있어서는, 모든 원색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백색이 나타나게 된다.

각종의  매질내에서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색들을  생성시킬  수  있기는  하지만,  광범위하게 말해
서 색을 인식하는 것은 빛에 의해 망막이 자극됨에 따라 주관적인 시각적 경험이다.  어떤 빛의 관찰
에서  발생된  시각적감각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망막의  반응특성이  관찰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망막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의 범위내에 포함된 색들의 단지 일부만을 구별해낼 수 있고, 색
에  대한  망막의  감각은  받아들여진  빛의  세기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  색을  식별하고  구분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모델을  통해  색을  표현하는  각종의  색분류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다.  각각의 
색분류시스템은  일련의  색특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특성값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을  규정하는데 사
용된다.

어떤  색분류시스템에서는  일련의  원색에  따라  색을  분류하는데,  각각의  원색이  색특성으로  된다. 이
러한  시스템에  있어서는,  원색들의  비율에  의해  색이  결정된다.  상술한  CRT  표시기와  4색 인쇄공정
은,  이러한  색분류시스템에  근거한  모델로  설명될  수  있는  색들의  범위를  발생시키는  색시스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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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색분류시스템은  말(言語)로써  색을  설명할  수  있는  주관적인  색특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에 난점이 있다.

다른  색분류시스템에서는  색상과  채도와  값(HSV  ;  Hue,  Saturation,  and  Value)에  따라  색을 분류하
는데,  이러한  각각의  요소의  수치에  의해  색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색분류시스템은  명도와 채
도와  값의  직관적인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색분류시스템의  모델에  의하면,  더욱 
자연스럽게  다루어질  수  있는  주관적인  색특성으로  색을  분류하기  위한  개념이  제공된다.  상술한 
HSV  색특성  시스템은  본  발명과  관련되어  이하에  상세히  기술될  것이지만,  이하의  명세서에서는 상
기에서  "값"으로  정의되었던  특성을  "명도(brightness)"라고  언급하기로  한다(이것은  상기의  "값"과 
일반적인 수치값과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색분류시스템의  모델은,  1978년  8월에  컴퓨터  그래픽으로서  발간된  SIGGRAPH  78년판,  12(3), 
20-27페이지에  잡러브(G.H.Joblove)와  그린버어트(D.Greenbert)에  의해  발표된  "컴퓨터  그래픽에 대
한  색공간(Color  Spaces  for  Computer  Graphics)"와,  역시  1978년  8월에  컴퓨터  그래픽으로서 발간
된  SIGGRAPH  78년판,  12(3),  12-19  페이지에  스미스(A.R.Smith)에  의해  발표된  "색영역 변환쌍

(Color Gramut Transform Pairs)"에 기술되어 있다.

각종의  색분류시스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색분류시스템들을  연계시키는  기능을  나타내는 수학적
인  변환이  존재한다.  이러한  변환은  흔히  유용하게  이용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변환에  의하면 서
로  다른  색분류시스템내의  대응하는  색점(Color  points)을  위치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기 때문
이다.  예컨대,  색상과  채도와  명도의  색분류시스템의  색특성으로  규정된  어떤  색을  이에  관련된 변
환을  통해  변환시키면,  적색과  녹색과  청색의  원색분류시스템내의  대응하는  색특성으로 바꾸어줄수
가  있다.  이러한  변환법은  각종이  매질내에서  색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적색과  녹색과  청색인  원색의  상대적인  비율로  색이  규정되는  칼라  비디오  CRT  매질과 관
련된  하나의  예로서  색상과  채도와  명도의  색특성으로  규정된  어떤색은  그  색을  재생시키는데 필요
한  적색과  녹색과  청색의  각각의  양을  결정하는  변환을  사용함에  의하여  직접  변환됨으로써  CRT 매
질에  표시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색과  녹색과  청색의  색특성으로  표시된  어떠한  색에 
대하여서도,  이에  대응하는  색상과  채도와  명도의  색특성을  유사하게  얻어내서  그  색을  재생시킬  수 
있다.  시안색과  마젠타색과  황색과  흑색의  원색을  색특성으로  하는  예컨대  인쇄에서와  같은  기타의 
색발생용  매질에  있어서는,  각각의  원색에  대한  대응하는  양을  유사한  방식으로  결정함으로써 색상
과 채도와 명도의 색특성으로 규정된 색을 재생해낼 수가 있다.

색을  선택하고  발생시키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지금까지  많은  기법(技法)이  취하여졌었다.이러한 기
법중의  하나에  있어서는,  미리  정의된  일련의  색으로  부터  특정한  색을  선택하는  능력이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미리  정의된  일련의  색들을  변화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색들은  선택과정 동안
에  개별적이고  독특한  색들로  고정된다.  존재하는  색의  수효는  많다고  할지라도,  선택시에  있어서의 
선택범위는  미리  정의된  일련의  색에  존재하는  색으로만  제한된다.  미리  정의된  색들의 군(群)으로
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색을  선택하고  발생시키는  또  다른  기법에  있어서는,  미리  정의된  일련의  색들을 
이러한  일련의  색으로  부터  선택된  어떤  색에  관련된  색상과  채도와  명도의  색특성의  숫자값의 개별
적인  표시와  함께  표시함으로써  색을  선택한다.  이러한  기법에  의하면,  개별적이고  독특하고  정의된 
일련의  색이  3개의  선형  표시와  함께  사용자에게  표시된다.  각각의  선은  각각의  색특성과  관련된 숫
자를  나타낸다.  첫번째  선은  단지  색상의  색특성의  숫자값만을  나타내며,  두번째  선은  단지  채도에 
관련된  색특성의  숫자값만을  나타내고,  세번째  선은  단지  명도에  관련된  색특성의  숫자값만을 나타
내는  것이다.  색의  선택은,  미리  정의된  색들이  표시된  것으로  부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된
다.  이러한  선택에  의하면,  이와  같이  선택된  미리  정의된  색을  정의하는  색상과  채도와  명도의 색
특성중에서  어느  하나의  숫자값을  각각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3개의  선이  나타남이  지시된다.  미리 
정의된  색이  아닌  기타의  색은,  독립적으로  표시된  색특성의  숫자값  1개  혹은  다수로  부터  서로 다
른  숫자값들을  선택함에  의하여  얻어질  수가  있다.  색특성의  서로  다른  숫자값을  선택할  수  있다는 
능력에 의하면 표시된 미리 정의된 색  이외의 색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는 하지만,  색특성의 숫자
값의  독립적인  표시에  의하여서는  모든  색특성(즉,  색상,  채도,  명도)의  결합으로부터  얻어진 최종
적으로  선택된  색이  아닌  색특성의  임의의  결합의  상호작용을  사용자가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주지
는  못한다.  뿐만아니라,  이  기법에  의하면  색영역내에  존재하는  모든  색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지  못한다.  단지  미리  정의된  일련의  색들과  선택된  색(서로  상이할  경우)만이 표
시되는  것이다.  색의  표시가  이와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된  색에  인접한  임의의  색을 표시
할  수  없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접한  색들은  선택된  색과  미리  정의된  색들과의  사이의  색영역내에 
불변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한가지  색분류시스템의  색특성에  따라서  색을  선택하고  상기와  다른 색분류시스
템의 색특성에 따라서 그 색(상술한 바와같이 선택된 색)을 재생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이 
제공된다.  선택과정은  색특성(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는,  색상과  채도와  명도이다)의  값을 표시하
는 색표시기(display) 및 상기 색특성의 선택으로부터 얻어진 색에 관련하여 수행된다.

또한, 색특성의 선택된 값과 다른 색특성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값의 범위와의 상호작용이 
표시되므로,  사용자는  색특성의  선택된  값들의  결합의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색의  선택을 용이하
게 행할 수가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  있어서,  색상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려고  하는  시스템색상의  전체  배열의 표시
로  부터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색상범위의  전체  혹은  일부가  동시에  표시될  수  있으며, 시스템색
상의  범위의  일부만이  표시될  때에는  색상의  표시가  명령에  따라  연속적으로  바뀌어  나타남으로써 
모든 시스템색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후,  선택된  색상은  순도가  높은  시스템색상으로  부터  백색까지  뻗어나가는  색상이  전체 채도범위
를  나타내는  채도표시기상에서  재생된다.  색상에  있어서의  각각의  변화는  채도표시기에  있어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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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발생시키므로,  선택된  색상에  대한  소정의  채도값을  더욱  신속하고도  용이하게  선택할  수가 있
는 것이다.

명도표시기는  흑색으로  부터  회색을  거쳐  백색까지  뻗어나가는  명도범위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채도가 없는 선택된 색상을 명도의 전체 범위와 함께 한쪽 끝에 표시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상호작용을  갖는  표시기들을  사용하면,  상술한  변화의  효과를  관찰함에  기인하여  각 특성
의 값을 독립적으로 변경시킬 수가 있게 된다.  특성들의 독립적인 변화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능
력에  의하면,  단지  최종적인  결과만이  나타날  때이  특성변화의  효과를  기대하는데  필요한  사용자의 
주관 및 직관과 지각을 고려할 필요가 방지되는 것이다.

색을  선택하기  위한  색분류시스템의  색특성(예컨대,  색상과  채도와  명도)이  선택에  의하면,  색을 재
생하기  위한  다른  색분류시스템(예컨대,  가법적인  혹은  감법적인  원색  시스템)이  일련의  색특성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숫자값이 제공된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장치  및  방법에  있어서의  잇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을  참조해보면,  사람이  쉽고  바르게  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  제  1  색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색을  선택하는,  본  발명에  따르는  장치와  수단에  의하여  색  선택  및  재생이  수행된다. 선
택된 특성의 수치값이 제  2  색  분류체계에 의해 기술되어 재생되도록 제  2  색  분류체계로 변환한다. 
상기 제 2 색 분류체계는 색 재생용으로 선택된 장치나 혼합 매체에 따라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색  선택  및  재생수단을  구현한  일반적인  체계가  제1(a)도에  도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색 
선택  조절기(210)는  조작자가  적,  녹  청의  1차색에  의해  색을  혼합,  표시하는  칼라  CRT 모니터
(monitor)상에  표시된,  표시기(212)상의  특성에  따르는  제  1  색  분류체계중에서  색  특성을 대회식으
로 선택하도록 사용된다. 

그러나, 이외에 어떤 적절한 색 표시장치도 사용할수 있다.

이후에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조작자가  보고,  색  선택조절기(210)를  조작해서  각  색  특성으로 선택
된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색  특성이  모니터(212)상에  표시된다.  각  특성값이  변경되면,  변경이 작
용을  보이기  위해  모니터(212)상에  표시를  갱신하는데  새값이  사용된다.  상기  기능은  대화식에  의해 
특성의 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준다.

최종색이  선택되면,  색  선택  조절기(210)가  제조색  분류체계를  색  재생장치(214)를  전송하기  위해서 
제  2  색  분류체계로  변환하는데,  상기  색  재생장치로는,  프린터나  페인트  믹서(paint  mixer)나  칼라 
모니터등  어느  적절한  장치도  사용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표시기(212)에  사용된,  같은  모니터로 
색을 재생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H.S.V의  수치변수로  표시되는  색  분류체계이  색상,  채도,  명도의  규격에 따
라서  색이  선택된다.  색의  구현은  상술한  칼라텔레비젼  CRT  매체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가산  1차색 
체계의 적, 청, 녹(RGB)색의 특성으로 된다.

RGB  1차  색  체계의 한 모델이 제 2  도에 도시되어 있는데,  상기에서 1차색 적,  청,  녹  각각이 체계
이  축으로  표시되고,  특정색은  영(零)부터  최대값까지  변화할  수  있는  1차색의  값들로  지정된다. 상
기  축은  원점(216)에서  교차하는데,  원점에서는  각  1차색의  값이  모두  영이므로,  1차색의  조합의 결
과가 흑색이 된다.

세개의  1차색이  모두  최대값으로  같은  양만큼  혼합되면,  제  2  도의  점(217)로  표시된  바와같이 흰색
이  된다.  최대값보다  작은  값으로  세개의  1차색이  동량(同量)  혼합되면,  도면상에  점(216)부터 점
(217)까지  펼쳐진 회색 선(218)상에  위치하는 회색이 된다.  상기 선은 색  체계에서 얻을 수  있는 회
색이  모든  등급을  포함한다.  적,  녹,  청색을  여러  상대적인  비율로  혼합하면,  본  색  분류체계에서 
모든 색을 얻을 수 있다.

시안(cyan)색은  한  레벨의 청색과 한  레벨의 녹색과 영의 크기의 적색을 혼합하면 얻을 수  있다. 마
젠타  색은  적색과  청색을  한  레벨씩  하고  녹색은  영의  크기만큼  혼합하면  얻을  수  있다.  황색은 녹
색과  적색을  한  레벨씩  하고  청색을  영의  크기로  혼합하면  얻을  수  있다.  상기  세가지  색과  흑색은 
상술한  인쇄  혼합매체에서  사용되는것과  같은  감산  1차색  분류  체계를  형성한다.  즉,  상기  감산 1차
색 분류체계는 가산 RGB 1차색 체계와 수학적으로 직접 연관되어 있다.

1차  색  분류체계가  영상표시  같은  기계에서  색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적합하지만,  사람이  색을 선택
하는데  사용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불편하다.  색을  선택하는데는  색상,  채도와  명도의  색 특성
으로  정의되는  HSV  색  분류체계가  적합하다.  제  3  도를  참조하면,  원통색  좌표의  모델로  색상과 채
도,  명도로  색을  지정하는  것을  도시하고  있다.  상기  체계에서는,  명도가  점(220)에서의  영의 명도
(흑색)에서  점(222)에서의  최대  명도(흰색)까지  선형적인  양으로  분포해  있다.  상기  점  사이는 원통
의  중심을  관통하는  회색의  선(224)이다.  색조는  회색선(22)주위의  각도로  표시된다.  채도는  원통의 
반지름으로  표시되는  선형적인  양이다.  채도의  영값은  회색선(224)상의  점을  표시하고,  채도의 최대
값은  순색(pure  color)  즉,  완전히  포화된  색상을  자칭하며,  탁색,  즉  비-포화된  색은  상기  두  점 
사이의  반경상의  점으로  표시된다.  색상과  채도와  명도를  선택함으로써  색  영역내의  어떤  색도 지정
될 수 있다.

HSV  체계의  상기한  원통형  표시에서,  외주에  위치하는  색상은  순색,  즉  흰색  광선  스펙트럼상에 보
이는 것과 같은 완전히 포화된 색을 표시한다.  제  3  도에  있어서,  원주상의 위치에 가산 및  감산 1
차 색인 적,  마젠타,  청,  시안,  녹,  황의 색들이 표시되어 있지만,  단지 참조를 위해 지정된 색상이
다. 색상의 배열은 연속적이다.

HSV  체계에 있어서,  어떤 색들도 다른 색을 만들도록 혼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흰색과 적색을 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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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제 3 도의 선(226)상에 위치하는 핑크색 계열을 만들 수 있다. 이외에, 녹색과 청색을 
섞어서,  제  3  도의  선(228)상에  위치하는  색의  배열을  만들수  있다.  이런색은  또  다른  색을  혼합해 
내는 데 사용될수 있다.

수학적인 색  분류 체계가 순색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참  색조는 대부분의 실제 색  체계에서 얻을 수 
없다.  제  4  도에  도시된  본  발명에서  사용한  HSV  체계는  지금까지  상술해온  단지  6개의  1차색만을 
포함하고  있다.  인접한  순색의  혼합으로  "체계색"이라고  간주되는  색을  형성한다.  순색  사이의  선을 
따르는  체계색  각각은  외주로  부터  원뿔  색  공간의  중심쪽으로  이동해  있다.  그리하여,  채도가 완전
히 포화되어 있지 않다.

체계 색이 실제,  순색은 아니지만,  색 분류 체계에서 해당되는 순색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채
도의 색이고, 체계에서 순색으로 사용된다.이런 이유로, 상기 색들이 체계색으로 간주된다.

제  4  도의  HSV색  체계가  제  3  도에  도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원통형  좌표를  수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원통형으로  아래로  펼쳐지지  않고  흑색인  점(229)로  수렴한다.  상기  체계는  색의  명도가 감
소됨에  따라,  색이  흑색이  되어가며,  색의  체도가  차츰  낮아진다.  칼라  모니터  같은색  체계는 사용
된 재질에 의해 실제로 제한된다. 칼라 텔레비젼 CRT  에 사용된 적,  녹,  청의 1차 색 형광체가 순색
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순색의  양간  낮은  채도  형태의  색만이  만들어진다.  제  5  도를 참조하
면,  점(230),  (232)와  (234)는  칼라  텔레비젼  CRT  혼합매체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의  적,  녹,  청의 
1차  색을  각기  표시한다.  인접한  1차색을  결합시켜서  전  범위의  체계  색상을  얻을  수  있다.  녹색과 
적색을  혼합하면  선(236)으로  표시된  체계색이  생성되고,  적색과  청색을  혼합하면  선(238)로 표시되
는  체계색이  생성되고,  청색과  녹색을  혼합하면  선(240)으로  표시되는  체계색이  생성된다. 체계색상
을  사용함으로써  제  4  도에  설명된  HSV  체계가  얻어지게  되면,  수학적인  방법으로  적,  녹,  청  가산 
1차 색 분류 체계나, 시안, 마젠타, 황색, 흑색의 감산 1차 색 분류 체계, 또는 어떤 다른 혼합색의 
색 분류 체계로 변환되어, 선택된 색이 재생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색의  선택  및  재생은  컴퓨터  그래픽  체계에서  수행되며, 상기
에서  색재생장치(214)는  칼라  텔레비젼  CRT  혼합  매체이고,  CRT  화면에  표시된  그래픽  영상의 형성
과  관련되어  사용된  선택된  색이  적,  녹,  청  형광체의  발광을  통해  생성된다.  색  재생의  다른  혼합 
매체에서는,  다른  색  재생장치(214)가  사용된다.  보다  흔한  4색  인쇄공정  재생장치(214)에서는 프린
터가 시안, 마젠타, 황색, 흑색의 감산 1차 색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

색  선택  조절기(210)는  보통  색상과  채도,  명도  값을  선택하는  제어나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디지
탈  컴퓨터이다.  선택된  색상  값과  채도  값은  컴퓨터  메모리에  기억되고,  적,  녹,  청의  값으로 변환
된다. 변환된 값은 색 재생 장치(214)에 포함된 칼라 CRT 상에 그래픽을 생성하는데 사용된다.

조작자가  색상과  채도,  명도를  각기  변경시킨  효과를  보여주는  표시를  보며,  개별적으로  색을 선택
하는 대화식으로 색이 선택된다.

각  색  특성의  표시는  제  1(b)도에  도시한  표시기(212)로  수행되며,  상기  장치는  조작자가  전  영역의 
체계색  색상  중에서  특정  색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색상  바아  표시(250)와,  조작자가  선택된  색상의 
전  영역의  채도를  보고  특정  채도를  선택하는  채도  바아(252)와  마찬가지로  특정  명도를  선택하게 
해주는  명도  바아(254)를  포함한다.  이  외에,  현재  색  표시(256)가  조작자에  의해  선택된  색을 생성
하고, 조작자 HSV색 특성 값에 의해 지정된 선택된 값을 변경하면 갱신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색상  바아표시(250)는  조작자가  그  중에서  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  범위의  체계색을  표시하고,  HSV  색  분류  체계에서는  색상  변수  H의  해당  값을  표시한다.  선택된 
색상에  해당하는  색상  바아  표시상의  위치에  흑색의  수직선으로  된  슬라이드  마아커(258)로  선택된 
색상을  색상  바아  표시상에  표시한다.  조작자가  체계  색상의  전  범위를  볼  수  있으므로,  바라는 색
에 가장 가까운 색이 쉽게 선택될 수 있다. 만일 체계상의 전 범위가 색상 바아 표시에 걸쳐 표시되
면, 슬라이드 마아커(258)은 색상 바아표시(250)를 거쳐서 선택된 색상을 표시하는 위치로 
이동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한번에  체계색의  일부가  색상  바아표시(252)에서 표
시되면,  슬라이드  마아커(258)이  색상  바아  표시의  중심  같은  고정된  위치에  있게된다.  선택된  체계 
색상은  슬라이드  마아커(258)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표시된  체계  색상의  일부가  색조  바아  표시를 
통해서  색상을  스크롤(scroll)해서  변경되고,  색상의  스크롤이  계속되면,  체계  색상의  전  범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된다.

선택된  색상이  채도  바아  표시(252)의  한  끝에  표시되고,  표시(252)가  선택된  색상의  가능한 백색에
서  다른  끝까지의  전  범위의  채도를  표시한다.  그리하여,  채도  바아표시(252)가  선택된  체계색상과 
전  범위의  채도  색  특성의  관계를  표시하므로,  조작자가  색을  선택하는  것이  쉬워진다.  채도와 색상
의  연관된  특성은  채도  바아표시(252)상에  슬라이드  마아커(258)로  표시된다.  색상  바아표시(250)의 
경우처럼,  보통  슬라이드  마아커가  수직의  흑색선으로  선태된  채도와  색상의  연관에  해당하는  채도 
바아 표시상의 위치를 표시하게 된다. 상기 선택결과, HSV색 분류 체계의 채도값을 선택하게 된다. 

명도  바아  표시(254)는  상기  체계에서  선택  가능한  모든  범위의  명도를  표시한다.  본  발명의  일 실
시예에  있어서,  명도는  흑색에서  흰색까지  분포하는  회색의  연속으로  표시되고,  현재  선택된  명도 
값이  보통  색상  및  채도  표시  바아(250)  및  (252)에  대해  상기한바와  같은  슬라이드  마아커(262)로 
표시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는,  선택된  색상과  채도  특성의  연관인,  선택된 탁색
의  색조의  명도와의  연관이  명도  바아표시(254)에  표시된다.  채도  표시  바아(252)에  관해  지금까지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색  특성의 연관의 표시로 인해,  조작자가 색을 선택하는 것이 쉬워진다. 채
도  바아  표시에서  선택된  탁색의  색상은  명도  바아  표시(254)의  한끝에  표시되고,  흑색까지의 명도
수준이 바아 표시의 다른 한 끝에 표시된다.  상도 명도의 선택 결과,  HSV색  분류 체계의 명도 변수V
의 값이 선택되게 된다.

H,  G,  V의  선택된 값은 적절한 변환으로 적,  청,  녹(R,  G,  B)  1차  색  분류 체계의 R,  G,  B  값으로 
변환되어  현재  색  표시(256)에서  표시된다.  선택된  색상과  채도,  명도의  색특성과  현재의  색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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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상에  도시되고,  H  나  S,  V값이  변경될 때마다,  각  색  특성의 변화가 즉시 조작자에서 표시되므
로, 빠르게 대화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색상과  채도,  명도의  선택은  컴퓨터에  연결된  다수의  입력  장치로  수행되고,  상기  장치들이  색  선택 
조절기(210)에  포함할수  있다.  필요하다면,  바라는  바아표시와  해당하는  슬라이드  마아커의  이동 선
택을  통상의  키이보오드  커어서  조절  입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색  선택은  XY  좌표  체계로 
지정해서  모니터  스커린상에서  상기  장치의  작동에  따라  커어서를  이동시켜  색  선택을  제어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하다.  조이-스틱(joy  stick)이나,  트랙-볼(track-ball),  라이트-펜(light-pen)이나 
마우스(muose)같은  여러  입력장치가  실시예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데이터  또는  그래픽  타블렛이  XY 
좌표  체계를  구성하는데  사용되어서  상기  판에  펜을  움직임으로써  X,  Y값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픽  타블렛이  조작은  잘알려져  있는  바와같이  타블렛의  표면위로  펜을  움직여서  동작시킨다. 이
에따라,  커어서가  스크린상을  움직여서  그래픽  타블렛상의  펜을  이동해  대응하는  위치로  이동한다. 
타블렛에서 펜을 누르는 것과 같은 스위치 조작으로 X, Y 좌표셋트가 컴퓨터에 입력하게 된다.

펜을  그래픽  타블렛  상에서  이동시켜서,  커어서를  바아표시(250),  (252),  (254)중의  어느것에나 위
치시켜서,  스위치로  바아  표시내의  커어서  위치에  대응하는  특정값을  선택할  수  있다.  스위치를 선
정된  상태로  유지시켜서,  특정  값을  바라는  값으로  변경할수도  있다.  동시에,  변경된  특정  값을 표
시로 재계산하고, 조작자에게 시각적 색 정보를 갱신하는데 사용된다.

예를들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있어서,  체계색의  전  범위를  색상  바아  표시(250)상에  표시하고, 커
어서를  색상  바아  표시내에  커어서를  둠으로써,  조작자가  커어서의  위치에  슬라이드  마아커(258)를 
움직여서  바라는  색을  표시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아커를  커어서에  대해  이동시켜서 
선택된  색상을  변경시킬수  있다.  그래픽  타블렛과  펜을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채도  바아 표시
(252)에서 다른 채도값을 선택하고, 명도 바아 표시(254)에서 다른 명도값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있어서는,  체계  색상의  전  범위중  일부를  표시하고,  슬라이드  마아커(258)를 
색상  바아  표시의  중심에  고정시켜  두어서,  슬라이드  마아커  아래에  위치한  색상을  표시하고, 그래
픽  타블렛위로  펜을  움직여서,  펜의  이동  방향으로  표시  바아  속에서  색상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바
아  표시내의  커어서를  움직인다.  이는  체계  색상을  색상  바아  표시를  통해서  스크롤하는  것이다. 색
상이  스크롤  되면,  색상  바아  표시(252)가  변경되어  전  범위의  체계색이  표시  될  수  있다.  선택된 
색상값이 변경되면, 채도 바아 표시(252)가 갱신되어 현재 선택된 채도 범위의 색상이 표시된다.

만일  명도  바아  표시가  탁색의  색상의  명도  값을  표시하면,  상기  표시는  현재  선택된  채도  값에서 
현재  선택된  색상의  값을  표시하도록  갱신된다.  만일  명도  바아  표시(254)가  흑색에서  흰색까지의 
회색을 표시하고 있으면, 상기 표시는 변경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이든, 현재 선택된 H, S, V 값에 대응하는 색이 현재 색 표시(256)에서 표시된다.

제 6 도는 본 발명의 수단 및 장치에 따른 블럭다이어 그램도이다.

제  6  도에  따르면  터미널(80)과  그래픽  타블렛(82)의  정보  버스(86)에  의해  계산  수단(84)에 결합되
어  있다.  기억장치(88)는  데이터버스(90)에  의해  계산수단(84)에  결합되어  있다.  계산수단(84)은 결
합버스(94)에 의해서 프레임 기억조절기(92)에 결합되어 있다.

칼라  카메라(96)는  칼라  카메라버스(92)에  의해  프레임  기억조절기(92)에  결합되어  있다.  프레임 기
억조절기(92)는  이후에  상세히  기술되듯이,  어드레스버스(100)와  데이터버스(102)와 제어버스(104)
에  연결되어  있다.  메모리  기억장치(106)과  (108),  (110)은  어드레스  매스(100)와  데이터버스(102), 
제어버스(104)에  의해  프레임  기억조절기(92)에  결합되어  있다.  디지탈-아날로그  콘버이터(112)와 
(114),  (116)은  각기  아날로그-디지탈버스(118)과  (120),  (122)에  의해서,  각기  메모리 기억장치
(106)과  (108),  (110)으로  결합되어  있다.  또한  디지탈-아날로그  콘버어터(112)와  (114),  (116)은 
제어버스(104)에  의해  프레임  기억조절기에  각기  격합되어  있다.  디지탈-아날로그  콘버어터(112)와 
(114),  (116)은  적색버스(126)과  녹색버스(128),  청색버스(130)에  의해서  RGB-복합출력 발생기(12
4)로  결합되어  있다.  RGB-복합출력  발생기(124)는  영상  출력버스(134)에  의해서  표시기(132)로 결합
되어  있다.  터미널(80)은  표시장치(134)와  키-보드장치(136)으로  구성된다.  표시장치(134)는 계산수
단(84)에  의한  정보의  시각적  표시를  한다.  키보드장치(136)은  사용자로부터의  정보를 계산수단(8
4)으로  전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표시장치(134)와  키보드장치(136)은  계산수단(84)과  사용자  간의 
양 방향성 정보 전송의 기능을 한다.

상기  정보는  일반적으로  계산수단(84)의  동작과  동작  지시와  이와  관련된  여러  상태의  표시에  관한 
것으로,  이제부터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그래픽  타블렛(82)은  판(138)과  점  선택장치(146)로 
구성된  것으로  사용자가  지정하는  2차원상의  정보를  인식해서  계산수단(84)이  상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보다  넓게  말하자면,  상기  2-차원  정보는  계산수단(84)에  의해  수행되는  여러 프로그
램이 사용하는 데이터 정보를 표시하게 된다.

정보버스(bus)(86)은  계산수단(84)와  터미널(80)과  그래픽  타블렛  사이의  정보를  결합시킨다.  특히, 
정보버스(86)는  계산수단(84)과  터미널(80)의  표시장치(134)로부터의  정보와,  키보드장치(136)와 그
래픽  타블렛(138)으로부터  계산수단(84)으로의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기억장치(88)는 계산
수단(84)과  연결  사용되며,  메모리  기억장치(112)와  (114),  (116)에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후에  상세히  설명하겠다.  계산수단(84)은  범용  디지탈  컴퓨터로  터미널(80)과 그
래픽  타블렛(82)과  기억장치(88)와  메모리  기억장치(106)과  (108),  (110)으로부터의  정보를 처리하
여,  프레임  기억조절기(92)을  조절하며,  역시  이후에  상세히  설명하겠다.  칼라  카메라(96)는  시각 
형태로  정보를  프레임  기억조절기(98)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입력장치로  작용하며,  이후에  상세히 
설명하겠다.  프레임  기억조절기(92)는  계산수단(84)과  칼라  카메라(96)로부터의  정보를  의해, 메모
리  기억장치(106)와  (108),  (110)과,  디지탈-아날로그  콘버이터(112)와  (114),  (116)과,  RGB 복합출
력  발생기(124)의  기능을  조절하며,  이후에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다.  메모리  기억장치(106)과 
(108),  (110)은  계산수단(84)으로부터의  정보를  일시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메모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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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장치(106)와  (108),  (110)은  다수의  기억장소로  각기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정보를  기억하거나 
판독하기 위해서 각기 어드레스될 수 있다.

디지탈-아날로그  콘버이터(112)와  (114),  (116)은  기억장치로부터  전달받은  디지탈  정보를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한다.   RGB  복합출력  발생기(124)는  디지탈-아날로그 콘버이터
(112)와  (114),  (116)으로부터의  아날로그  정보와  제어버스(104)로부터의  타이밍(timing)정보에 따
라서,  적절한  영상신호로  표시장치(132)를  구동시킨다,  표시장치(132)는  RGB  복합출력 발생기(124)
로부터의  정보에  따라서  시각적인  표시를  한다.  폭넓게  말해서,  상술한  동작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시각적  표시에  있어서의,  각  화소(畵素)는  3개의  기억장소에  기억되어  있는  특정  1차색이  합성된 것
에  대응되어  있다.  표시기상의  각  화소에  대한  적색의  양은  메모리  기억장치(106)내의  기억장치에 
기억되어  있다.  비슷하게,  각  화소의  녹색과  청색의  각  양은  메모리  기억장치(108)과  (110)의 기억
장소에 기억되어 있다. 

따라서  메모리  기억장치(106)와  (108),  (110)기억장소에는  색영상  표시에  필요한  적,  청,  녹의  각 
색의  양이  모두  기억되어  있다.  디지탈-아날로그  콘버이터(112),  (114)와  (116)은  메모리 기억장치
(106)와  (108),  (110)에  기억된  디지탈  정보의  형태를  RGB  복합출력  발생기(124)의  입력에  적합한 
아날로그  형식의  데이터로  변환한다.  특히,  프레임  기억조절기(92)로부터의  콘트롤  정보에  따라서 
각  화소에  연관한  메모리  기억장치(106),  (108)과  (110)의  기억장소  내의  정보가  디지탈-아날로그 
콘버이터(112),  (114)와  (116)으로  공급된다.  디지탈-아날로그  콘버이터(112),  (114)와  (116)은 메
모리  기억장치(106),  (108)과  (110)으로부터  공급된  디지탈  형식의  정보를  아날로그  형식으로 변환
하여,  RGB  복합출력  발생기(124)로  전송한다.  RGB  복합출력  발생기(124)는  디지탈-아날로그 콘버이
터(112),  (114)와  (116)으로부터의  정보와  프레임  기억조절기(92)로부터의  정보와  프레임 기억조절
기(92)로부터의  제어버스(104)를  통한  제어정보에  따라서  표시장치(132)를  구동하는  적정신호를 공
구급한다.  표시장치(132)는  RGB  복합출력  발생기(124)로부터의  상기  정보에  따라서  칼러  시각 표시
를  한다.  그러므로,  메모리  기억장치(106),  (108),  (110)내의  기억장소의  내용이  시각적이  정보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수단과  장치에  따라서,  상기  장치는  다음  방법으로  매체에  연관된  스펙트럼  색상을 표시
한다,  제  5  도  및  제10도에  따르면,  계산수단(84)는  제  5  도의  (80),  (82),  (84),  (86),  (88)의 블
럭에  따라  상술한  과정을  수행해서,  메모리  기억장치(106),  (108)과  (110)의  기억장소내에  R,  G, B
의  계산된  값을  기억시킨다.  특히,  블럭(84),  (86)과  (88)로  구성된  투포의  각  반복시에,  해당하는 
R,  G,  B의  값이  메모리  기억장치(106),  (108),  (110)내의  적정  기억장소에  기억되어, 표시장치(13
2)상에  스펙트럼  색상의  표시로  나타나게  된다.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  기억장치(106), (10
8)과 (110)의 특정 기억장소는 표시장치(132)에 정보가 표시되는 희망위치에 따라서 결정된다.

본  발명의  수단과  장치에  있어서,  상술한  장치는  스펙트럼  배열상의  특정한  색의  선택에  따라서, 다
음 방법으로 흰색과 선택된 스펙트럼 색상을 섞으면 된다.  제  6  도와 10도에 따르면,  계산수단은 블
럭  (90),  (92),  (94),  (96),  (98)과  (100)에  따라서  설명된  과정들을  수행한다.  특히,  계산수단은 
터미널(80)이나 그래픽 타블렛(82)으로부터의 H에 대한 특정 값을 결정한다.

이런점에서,  사용자가  표시장치(132)에  표시된  색의  배열중의  한  색을  선택하는  대화형  기술을 포함
해서,  특정한  색을  기술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특정한  색을  선택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지만, 상기 선택은 계산수단(84)과 정보 소통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색을  선택하면,  블럭(96)에서  수행된  계산  결과가  프레임  저장조절기(92)에 제어
기능에  따라서,  메모리  기억장치(106),   (108),   (110)의  기억장소에  기억된다.  상기  정보가 저장되
는 특정 기억장소는 결과가 표시되기를 바라는 특정 위치에 따라서 결정된다.

본 발명 수단과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제 6  도의 과정의 결과로 표시된 색의 배열중의 특정한 
색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다음 방법으로 선태된 색의 비율과 흑색의 비율의 혼합결과로 표시한다.

제  7  도와  제10도에  따르면,  계산수단(84)는  블럭(102),  (104),  (106),  (108),  (110)과  (112)에 대
해  기술한  과정을  수행한다.  특히,  계산수단은  터미널(80)이나  그래픽  타블렛(82)으로부터의  H와 S
의  선택된  값을  결정한다.  이런  면에,  특정한  색을  기술하는  방법에는,  사용자가  표시장치(132)에 
의해 표시된 색의 배열중의 한  색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식 기술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특정한  색을  선택하는  과정에  사용된  특정  기술에  상관없이,  선택된  색은  계산수단(84)와 정보소통
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특정한  색의  선택에  따라서,  블록(108)에서  수행된  계산결과는  프레임  기억조절기(92)의 
제어기능에  따라  메모리  기억장치(106),   (108),   (110)내의  기억장소에  기억된다.  상기  정보가 저
장되는 특정 기억장소는 상기 정보가 표시되기 바라는 특정 위치가 따라서 결정해진다.

본  발명의  수단과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장치에서는,  제  5  도의  과정의  결과로  표시된  스펙트럼 색
상의  배열중의  특정한  색을  선택하는데  따라서,  다음  방법으로  선택된  색과  흰색과  흑색의  혼합으로 
선택된  색을  표시한다.  제  8  도와  제10도에  따르면,  계산수단(84)은  블럭(120),  (122),  (124), 
(126),  (128),  (130),  (132),  (134)와  (136)에  따라  상술한  과정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계산결과는 
터미널(80)이나  그래픽  타블렛(82)으로부터  선택된  값  H를  결정한다.  이런  점에서,  사용자가가 표시
장치(132)에  표시된  색의  배열중의  한  색을  선택할  수  있는대화식  기술을  포함하여,  특정한  색을 기
술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정한  색을  선택하는데  사용된  특정한  기술과 상
관없이  선택된  색은  계산수단(84)으로  정보  소통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해서,  특정색의  선택에 따
라서  블럭(126)에서  수행된  계산결과는  프레임  기억조절기(92)의  조절기능에  따라서  메모리 기억장
치(106),  (108)과  (110)내의  기억장소에  기억된다.  상기  정보가  저장되는  특정  기억장소는  상기 정
보가 표시되기를 바라는 특정 위치에 따라 정해진다.

본  발명의  수단과  장치에  있어서의  상기  장치는  다음  방법으로  선택된  색과  흰색과  흑색의  혼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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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색을  표시한다.  제  9  도와  제10도에  따르면,  계산수단(84)는  블럭(140),  (142),  (144), 
(146),  (148),  (150),  (152),  (154),  (156),  (158)과  (160)에  따라  상술한  과정을  수행한다. 그리하
여  블럭(144)에서  수행된  계산  결과는  프레임  기억조절기(92)의  조절기능에  따라서  메모리 기억장치
(106),  (108)과   (110)내의  기억장소에  기억된다.  상기  정보가  저장되는  특정  기억장소는  상기 정보
가 표시되기를 바라는 특정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다.

상술한  내용외에도,  본  발명의  수단과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제11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사용
자에  의해서  장치의  색을  대회식으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기능이  있다.  제11도에  따르면,  H,  S,  V의 
초기값은  0,  1,  1로  블럭(140)에서  정해진다.  그리고,  블럭(142)에서  제  5  도와  제10도에서  설명된 
것처럼,  스펙트럼  색상이  표시된다.  그런  다음,  블럭(144)에서  특정한  색상이  블럭(142)에  의해 표
시된  스펙트럼  색상의  배열중에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다.  특정한  색상의  선택으로  변수  H의 특정
값이  정해진다,  그리고,  제  6  도와  10도에  상세히  설명된  것과  같이  블럭(146)에서,  선택된  색상과 
흰색의  여러가지  혼합의  결과인  색의  배열이  얻어진다.  따라서,  상기  과정의  결과로  스펙트럼 색상
의  배열과  흑색과  선택된  색상의  혼합으로  인한,  채도가  낮은  색의  배열을  얻을  수  있다. 블럭(15
2)에서,  사용자가  S와  관련된  값을  변경하였는가  사용자가  다른  값의  채도를  지정하였는지의  여부가 
판별된다.

만일,  사용자가  S  값을  변경했으면,  블럭(148)부터  상기  과정이  반복된다.  만약  사용자가  S  값을 변
경하지  않았으면,  블럭(154)에서  사용자가  H와  관련된  값을  변경하였는가,  즉  사용자가  다른 스펙트
럼의  색을  지정하였는지의  여부가  판별된다.  만일,  사용자가  다른  스펙트럼의  색을  지정하였으면 블
럭(146)부터  상기  과정이  반복된다.  만약  사용자가  S  값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사용자가 블럭(156)
의  상기  과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가를  판별한다.  만일  사용자가  상기  과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
지 않는다면, 상기 과정이 (150)으로부터 반복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기 과정이 끝난다.

본  발명에  의한  수단과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화식으로  특정색을 지정하
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1도와  제10도에  따르면  계산수단(84)는  블럭(140),  (142),  (144),  (146), 
(148),  (150),  (152)와  (154)에  따라  상술된  과정을  수행한다.  특히,  계산수단(84)는 터미널(80)이
나 그래픽 타블렛(82)으로부터 선택된 H  값이나 S나  V  값의 변경을 판정한다.  이런 점에서,  이 과정
에는  사용자가  표시장치(132)에  의해  표시된  변수를  선택할  수  있는  대화식  기술을  포함하여 여러가
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변수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지  관계없이, 블럭
(142),  (146)과  (148)에서  수행된  계산결과은  프레임  기억조절기의  조절에  따라서  메모리 기억장치
(106),  (108)과  (110)에  기억된다.  상기  정보가  기억되는  특정한  기억장소는  상기  정보가 표시되기
를 바라는 특정 표시위치에 따라 정해진다.

상술한  바  외에도,  본  발명에  의한  수단과  장치에  있어서,  색은  RGB  색상으로  규정되고,  이에  따른 
HSV  색상의 성분이 결정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색과 연관된 변수들이 변경되고,  그  결과인 색이 표시
될  수  있다.  제10도에  의하면,  칼라  카메라(96)는  색을  규정한다.  특히  칼라  카메라(96)에  의해 상
기  장치로  공급된  색은  프레임  기억조절기(92)에  의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탈  형식으로  변환된다. 그
리하여,  프레임  기억조절기(92)가  메모리  기억장치(106),  (108)과  (110)내에  색을  기억시킨다. 그리
하여,  사용자가  터미널(80)로  입력시킨  명령에  따라서,  계산결과(84)가  메모리  기억장치(106), 
(108)과  (110)의  내용과  계산되어  색의  각  RGB  성분을  판정해서  상술한  RGB-HSV  변환에  의해서 해당
하는  HSV  값으로의  변환이  수행된다.  상기  변환의  결과인  변수  값들은  표시장치(132)에  표시된다. 
그리하여,  사용자가  어떤  특정  변수를  변화시킬  수  있고,  계산수단(84)이  이에  반응하여  색의  RGB 
성분결과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계산수단(84)가  메모리  기억장치(106),  (108),  (110)의 기억
장소내에 RGB 성분결과를 기억시키게 된다.

상기  정보가  기억되는  특정한  기억장소는  상기  정보가  표시되기를  바라는  특정표시  위치에  따라 정
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의  수단과  장치에  따르면,  여러  색중에서  특정한  색이  선택되고,  특정한 색
의 특정값이 표시될 수가 있다. 

제11도는 색과 관련된 변수를 대화식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이다.

제7(a)도와  제7(b)도는  색상  바아  표시를  하는  계산수단(84)에  포함된  컴퓨터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
그램의 플로우 챠트도를 도시한 것이다.  제  7(a)도는  전  범위의 색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색상 
바아  표시를  위한  프로그램의  플로우  챠트로이다.  제7(a)도에  따르면,  변수  H.S.V는  블럭(80)에서 
초기치  0,  1,  1로  지정된다.  그리고,  블럭(82)내에서  변수  증분  △H가  설정된다.  변수증분  △H는 증
가  과정에서  변수  H의  값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실제로는,  △H로  선택된  값이  특정응용에 따라
서  다르고,  특정매체에서  가능한  스펙트럼  색상에서의  최소  식별가능한  차이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
리하여,  블럭(84)에서  HSV-RGB  변환이  행해져서,  H.S.V의  값으로  기술된  특정  색을  대응하는  R.G.B 
값으로  기술하게  된다.  다음에,  블럭(86)에서,  H  값이  최대값을  초과했는지를  판별한다.  H가 비교되
는  특정한  최대값은  특정한  실시예에  따라  다른  것으로,  만일  H가  각도로  표시된다면  360도가  변수 
H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된다.

만일  변수  H  값이  최대값보다  작으면,  변수  H  값이  블럭(88)에서  증가되고,  블럭(84)부터의  상기 과
정이  반복된다.  만약  변수  H  값이  최대값을  초과하면,  HSV  색  영역에서의  스펙트럼  색상범위에  대한 
RGB  색  영액의 해당 변수가 △H의  증가에 따라 결정되므로써 과정이 완결된다.  상기 내용에서,  제  5 
도의  과정에서  스펙트럼  색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스펙트럼  색상의  배열중의 
특정  부분이  증분  △H를  감소시켜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선택된  한계값  사이의 어
떤 변수 값 H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기술에 의해,  스펙트럼 색상의 선택된 어떤 
부분의 확장된 표시도 가능하다.

제  7(b)도는  제  7(a)도와  비슷하게  색상바아  표시를  위한  프로그램의  플로우  챠트를  도시하고 있지
만,  제7(b)도의  경우는  표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동시에  전  범위의  색상  체계와  부분을  표시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수단과  장치에  따르면,  특정한  색이  스펙트럼  색상의  배열중에서  선택되어  흰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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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색의 혼합에 의한 색이 선택되어 RGB  색 영역 상에 표시될 수 있다. 제 6 도는 상기 내용을 도
시하고  있다.  제  6  도에  따르면,  블럭(90)에서  특정한  수치의  색조  값이  스펙트럼  색상의 배열중에
서  식별된다.  특정한  색의  선택은  변수  H를  특정한  값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그리하고,  변수  S와 V
가  블럭(92)에서  0의  값으로  지정된다.  블럭(94)에서  증분값이  변수증분  △S로  지정된다.  변수증분 
△S는  증가  과정에서  변수  S의  값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실제로는,  △S  값으로  선택되는  값은 
특정  응용에  따라서  다르고,  특정  매체에서  식별가능한  최소  채도차이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리하여 
블럭(96)에서 변수 H.S.V에 의해서 지정되는 색에 대한 RGB색 영역의 해당변수가 지정된다. 

그리하여  블럭(98)에서,  변수  S의  현재  값이  변수  S의  최대값을  초과했는지가  검사된다.  만일  변수 
S가  최대값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블럭(100)에서  변수  S가  증가되고,  블럭(96)부터의  과정이 반복된
다.  만약  변수  S가  최대값보다  크면,  과정이  완결되어,  선택된  색과  흰색이   △S  값의  증가에  따라 
0부터 100%의 범위까지 혼합된 결과의 색이 RGB 색 영역에서 지정된 것이다.

제  9(a)도와  제9(b)도는  명도  바아  표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수단(84)에  포함된  컴퓨터에  의해 후
행되는  프로그램의  플로우  챠트도이다.  제  9(a)도는  흑색부터  흰색까지의  명도의  전  범위를 표시하
는  명도  바아  표시  발생용  프로그램의  플로우  챠트도이다.  제  7  도에  따르면,  먼저  블럭(102)에서 
제  6  도에  의해  기술된  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색의  배열로부터  특정한  색이  선택된다.  특정한  색을 
선택하면,  변수  H와  S의  특정값이  정해진다.  그리하여,  블럭(104)에서  변수  V에  1의  값이  지정된 다
음,  블럭(106)에서  변수  △V에  값이  지정된다.  변수  △V는  증가  과정에서  변수  V의  값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다.  실제로는  △V로  선택되는  값은  특정한  응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특정  매체에서 식
별가능한  최소명도  차이에  의해  정해진다.  그리하여,  블럭(108)에서,  HSV-RGB  변환에  의해  H.S.V의 
현재  값에  대한  RGB  색  영역상의  해당  변수가  정해진다.  그리고  블럭(110)에서  변수  V  값이 최소값
과  비교된다.  만일  변수  V  값이  최소  값보다  작지  않으면,  블록(112)에서   변수  V  값이  감소되고, 
블럭(108)부터의  과정이  반복된다.  만약  변수  V   값이  최소값보다  작으면,  과정이  완결되고,  선택된 
값과 흑색이 혼합되어 증분 △V  에  따라서 0부터 100%까지의 해당되는 색이 RGB  색  영역에서 지정된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제  9(b)도는  선택된  낮은  채도의  색상을  흑색부터  전  범위의  명도까지  표시하는 
명도 바아표시를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플로우 챠트도이다.

본  발명의  수단과  장치에  따르면,  스펙트럼  색상의  배열로부터  특정한  색이  선택되어,  선택된  색과 
흰색 및  흑색이 혼합되어 결과의 색이 RGB색  영역  상에 지정,  표시될 수있다.  제  8  도는  상기 과정
을 도시한다.

제  8  도에  따르면,  블럭(120)에서  스펙트럼  색상의  배열로부터  특정한  색이  먼저  선택된다.  그리고 
블럭(122)에서 변수 S와 V에  1의  값이 지정된다.  그리고 제 6  도와 7도에 의해 상술된 바와같이, 블
럭(124)에서  변수  △S와  △V  값이  지정된다.  다음에,  블럭(126)에서  HSV-RGB  변환에  의해  H.S.V의 
현재 값에 대응하는 R.G.B 값이 지정된다.

그리고,  블럭(128)에서  변수  V  값이  변수  V의  최소값보다  작은지  검사된다.  만일  변수  V  값이  변수 
V  의  최소값보다  작지  않으며,  블럭(130)에서  변수  V의  현재  값이  감소되고,  블럭(126)부터의 과정
이  반복된다.  만약,  변수  V의  현재  값이  최소값보다  작으면,  블럭(132)에서  변수  V가  1로  정해지고, 
블록(134)에서 변수 S의  현재 값이 변수 S의  최소값보다 작은지가 검사된다.  만일 변수 S의  현재 값
이  변수  S의  최소값보다  작지  않으면,  블럭(36)에서  변수  S  값이  감소되고,  블럭(126)부터의  과정이 
반복된다.  만약  변수  S의  현재  값이  변수  S의  최소값보다  작으면,  과정이  완결되고,  스펙트럼 색상
의  배열로부터  선택된  색과  흰색  및  흑색이  혼합된  결과의  색이  △S와  △V  의  증가에  의해  RGB  색 
영역 상에 지정되어졌다.

본 발명의 수단과 장치에 의하면, RGB  색 영역상의 모든 색이 지정되고, 표시될 수 있다. 제 9  도는 
상기 과정을 도시한다.  제 9  도에 따르면,  변수 H.S.V  값의 초기치는 블럭(140)에서 각기 0,  1,  1로 
지정된다.  그리고,  블럭(142)에서  변수  △H  값이  지정된다.  변수는  △H는  증가  과정에서  변수  H의 
값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실제로는,  △H로  선택되는  값은  특정한  응용에  따라서  다른것으로,  특정  매체의  스펙트럼  색상간의 
식별가능한  최소  차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비슷한  방법으로,  변수  △S와  △V  가  상술한 바와같
이  지정된다.  그리고,  블럭(144)에서,  HSV-RGB  변환에  의해  H.S.V  의  현재값에  대응하는  R.G.B  값이 
지정된다.  그리고  블럭(146)에서  변수  V의  현재  값이  변수  V의  최소값과  비교된다.  만일  변수  V의 
현재  값이  최소값보다  작지  않으면  블럭(148)에서  변수  V의  현재  값이  감소되고,  블럭(144)부터의 
과정이 반복된다.  그러나,  만약 변수 V의  현재 값이 최소값보다 작으면 블럭(150)에서 변수 V  의 값
은  1로  정해지고,  블럭(152)에서  변수  S의  현재  값이  변수  S의  최소값과  비교된다.  만일  변수  S의 
현재  값이  변수  S의  최소값보다  작지  않으면,  블럭(154)에서  변수  S의  현재  값이  감소되고, 블럭
(144)부터의  과정이  반복된다.  그러나,  만약  변수  S의  현재  값이  변수  S의  최소값보다  작으면, 블럭
(156)에서 변수 S  값은 2로  지정된다.  다음에 블럭(158)에서 변수 H의  현재 값이 변수 H의  최대값과 
비교된다.

만일 변수 H의  현재 값이 그  최대값보다 크지 않으면,  블럭(160)에서 변수 H의  현재 값이 감소되고, 
블럭(144)부터의 과정이 반복된다.

그러나  만약  변수  H의  현재  값이  그  최대값보다  크면,  특정  색  영역내의  모든  색이  지정된  것이고 
RGB  색  영역내에 표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HSV  색  영역으로부터 RGB  색  영역으로 변환
하는 HSV-RGB 변화나 루우틴이 표-1로 주어져 있다.

----------------------------------------------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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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vrgb-an internal routine for converting the values in            */

/*                 'Hue', 'Sat' ＆'Val'to'Red', 'Green'＆'Blue'            */

/*****************************************************************************

*/

static hsvrgb θ

  s

  register int h, f, i, m, n, k ;

  /*

  This is based upon Alvy Smith's conversion in ' 78 SIGGRAPH proc.

  *

  h=3 * Hue

  i=h qq 7 ;

  f=h-(i ss 7)

  m=((Val qq l)*(255-Sat))qq 7 ;

  n=((Val qq 1)*(255-((Sat*f) qq 7)) qq 7 ; k=((Val qq 1)*(255-((Sat*(127-f)) qq 7)) qq 7;

switch  (i)

  s

  case 0 :

             Red=Val ;

             Green=k ;

              Blue=m ;

              break ;

 case 1 ;

             Red=n ;

             Green=Val ;

              Blue=m ;

              break ;

 case 2 :

             Red=m ;

             Green=Val ;

              Blue=k ;

              break ;

 case 3 :

             Red=m ;

             Green=n ;

              Blue=Val ;

              break ;

 case 4 :

             Red=k ;

             Green=m ;

              Blue=Val ;

              break ;

 case 5 ;

25-10

특1989-0005295



             Red=Val ;

             Green=m ;

              Blue=n ;

         q

      q

----------------------------------------------

비슷한 방법으로,  HSV  색  영역에서 지정된 색을 RGB  색  영역에서 지정될 수도 있다.  상기 과정은 특
정한  색의  H.S.V의  변수  성분을  지정하고  상기  변수의  변경  결과인  색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RGB  색  영역에서  HSV  색  영역으로의  변환을  수행하는  RGB-HSV  변환  루우틴이 표-2
에 주어져 있다. 

----------------------------------------------

[표 2]

----------------------------------------------

/******************************************************************************/

/*rgbshv an internal routine for converting the values of            */

/*                 'Red', 'Green'＆.'Blue'to'Hue', 'Val'＆'Sat'            */

/*****************************************************************************

*/

static rgbhsv θ

  s

  register int max, min, range ;

         int r, g, b ;

  max=(Green q Red) ? Green : Red ;

  if (Blue q max)

         mac=Blue ;

  min=(Green s Red) ? Green : Red ;

  if (Blue s min)

         min=Blue

  range=max-min ;

  if (range= =0)

         range=1 ;

  if (max= =0)

         s

         val = =0 ;

         return ;

         q

  Sat= ((range ss 7) / max) ss 1 ;

  if (Sat q 255)

         Sat=255 ;

  if (Sat= =0)

         s

         Val=max ;

  return ;           */ it's white ; leave hae ＆ sat unchanged*/

         q

  r=((max-Red) ss 7)    /  range ;

  g=((max-Green) ss 7)    /  r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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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ax-Blue) ss 7)    /  range ;

  if (Red= =max)

         Hue=(Blue= =min) ? ((5*125+b-1)/3

  (128-g)/3 ; else if (Green= =max)

         Hue=(Blue= =min) ? (128+r)/3 : ((3*128)-b

/3 ;

  else

         Hue=(Red= =min) ? ((3*128)+g)/3 :

  ((5*128)-r)/3 ;  Val=max ;

  q

----------------------------------------------

폭 넓게 말해서, 흑색과 흰색 화면은 화면을 수 많은 각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 각각에 특정한 명
도를  지정하면  재생될  수  있다.  물론  상기  결과  화면의  선명도는  선택된  각  영역의  수에  의해 정해
질  것이다.  각  영역의  수가  많아질수록,  상기  결과  화면의  선명도가  향상된다.  화소(畵素, pixel)라
는  용어는  화면의  각  점(點)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흑백(B/W)화면의  경우에는,  화면내의  각  그 화소
에  해당하는  명도의  값을  포함하고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칼라화면도,  화면내의  각  화소가  그 화
소에  해당하는  특정  색상을  갖고  있게  된다.  상술한  내용으로부터,  영상매체의  경유에는  화면이 음
극선관(CRT)상에  상기한  바와같이  수많은  화소들로  화면을  분할하며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적, 
녹,  청의 서로 다른 색을 발광하는 형광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적,  녹,  청의 1차색으로 구성되
는 체계에 있어서는, 각 화소가 바라는 색을 얻도록, 적, 녹, 청의 각 색이 혼합되게 값이 
정해진다.  결과적으로,  칼라화면은  각기  적,  녹,  청의  1차색의  독특한  값을  갖는  수많은  화소로 구
성된다. 

상술한  내용이  특정한  수학적  변환을  사용한  특정  색  분류체계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지만,  상술한 
내용이 본 발명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  1  조(組)내에  포함된  하나의  색특성의  값들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제  1 표시기수단
과,  이와같이  표시된  상기  하나의  색특성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제  1  조내에  포함된 
다른  색특성의  값들과  상기  하나의  색특성의  상기  선택된  값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
시키기 위한 제  2  표시기 수단과,  이와같이 표시된 다른 색특성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의 선택된 값들을 제 2  조의 색특성의 값들로 변환시켜서 색을 정의하기 위한 수단과,  이 색을 상기 
제  2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제  1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색을 선
택하고 제 2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이 색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조내에 포함된 제  3  의  색특성의 값들과 상기 제1  및  제  2  색특성의 
선택된  값들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제  3  색특성의  값을 선
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조내에 포함된 제  3  의  색특성의 값들을 나나태는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이와같이 표시된 제 3 색특성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색특성은 값들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제 1  표시기수단은 상
기 범위의 값들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는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의 색특성은 값들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기 제 1  표시기수단은 상
기 범위의 값들의 일부를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는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표시기수단을 연속적으로 변화시켜서 상기 값들의 범위의 부가적인 일
부를 타나내는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을 표함하는 장치.

청구항 7 

색상(hue)의  값들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색상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채도(saturation)의  값들과  상기  선택된  색상의  값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
한  수단과,  채도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명도(brightness)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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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선택된  값들을  제2조의  색특성의  값들로  변환시켜서  색을  정의하기  위한  수단과,  이  색을  상기 
제  2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색상과  채도와  명도의  제  1  조의 색
특성의 함수로 색을 선택하고 제 2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이 색을 수행하는 장치.

청구항 8 

색상의  값들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색상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채도
의  값들과  상기  선택된  색상의  값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채도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명도의  값들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명도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의  선택된  값들을  제  2  조의  색특성의  값들고  변화시켜서  색을  정의하기 
위한 수단과,  이 색을 상기 제 2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색상과 채
도와 명도의 제  1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색을 선택하고 제  2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이  색을 수행하
는 장치.

청구항 9 

제  1  조내에  포함된  하나의  색특성의  값들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고,  이와같이  표시된  상기 하
나의  색특성의  값을  선택하고,  상기  제  1  조내에  포함된  다른  색특성의  값들과  상기  하나의 색특성
의  상기  선택된  값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고,  이와같이  표시된  다른  색특성의 값
을 선택하고,  상기의 선택된 값들을 제  2  조의 색특성의 값들로 변환시키겨 색을 정의하고,  이  색을 
상기  제  2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수행하는  단계들로  구성되는,  제  1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색을 선
택하고 제 2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이 색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조내에 포함된 제  3  의  색특성의 값들과 상기 제1  및  제  2  색특성의 
선택된  값들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고,  상기  제  3  색특성의  값들의  상기  표시된 
상호작용의 값을 선택하는 단계들을 더욱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조내에  포함된  제  3  의  색특성의  값들을  나나태는  표시를  발생시키고, 
이와같이 표시된 제 3 색특성의 값을 선택하는 단계들을 더욱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  조내에  포함된  하나의  색특성의  값들을  나타내는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상기  제  1 
조내에  포함된  다른  색특성의  값들과  상기  하나의  색특성의  상기  선택된  값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
는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이와같이  표시도니  상기  다른  색특성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
단과,  상기의 선택된 값들을 제  2  조의 색특성의 값들로 변환시켜서 색을 정의하기 위한 수단과,  이 
색들을 상기 제 2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의 선택된 값들을 제 3  조의 색
특성의 값들로 변환시켜서 색을 정의하기 위한 수단과,  이 색을 상기 제 3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수
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제  1  조의  색특성의 함수로 색을 선택하고 제2  및  제  3  조의 색특
성의 함수로 이 색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3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s)시스템에  있어서,  색상의  값들을  나타내는  제  1  표시를 발생시키
기  위한  수단과,  색상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채도의  값들과  상기  선택된  색상의  값과의 상
호작용을 나타내는 제  2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이  제  2  표시로부터 채도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명도의  값들과  상기  선택된  색상  및  채도의  값들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제  3 표시
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명도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의  선택된  색상과  채도와 명도
의  값들을  적색과  녹색과  청색의  값들로  변환시키기  위한  수단과,  적색과  녹섹과  청색의  함수로 색
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색상과  채도와  명도의  함수로  색을  선택하고  적색과  녹색과 
청색의 함수로 이 색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4 

컴퓨터  그래픽  시스템에  있어서,  색상의  값들을  나타내는  제  1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색
상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채도의  값들과  상기  선택된  색상의  값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제 2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이 제 2  표시로부터 채도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명도
의 값들을 나타내는 제  3  표시를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과,  명도의 값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의  선택된  색상과  채도와  명도의  값들을  적색과  녹색과  청색의  값들로  변환시켜서  색을  정의하기 위
한  수단과,  적색과  녹색과  청색의  함수로  이색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성되는,  색상과  채도와 
명도의 함수로 색을 선택하고 적색과 녹색과 청색의 함수로 이 색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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