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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색 항등성을 달성하기 위해 본질 영상의 핵심인 불변 방향을 K-means 클러스
터링을 이용해 검출하는 개선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우선, RGB 영상을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에

의해 다수의 클러스터로 분할한다. 이 때, 클러스터 간의 거리 측정은 유클리드 거리이다. 그리고 분할

된 클러스터 중 가장 많은 색을 가진 클러스터만을  -색도 공간으로 도시하여 해당되는 후보 불변 방

향을 계산한다. 검출된 후보 불변 방향은 방향별로 프로젝션된 히스토그램에서 3개 이상의 프로젝션된

데이터를 가진 들의 개수가 가장 적은 방향이다. 그 후, 분할된 다른 여러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후

보 불변 방향을 계산하여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방향을 영상의 최종 불변 방향으로 결정한다. 실
험에서 Ebner에 의해 제안된 데이터집합을 실험 영상으로 사용하였고, 색항등성 측도를 평가 척도로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기법은 형광성 표면을 가진 형광 데이터집합에 보다 적합하였으며, 엔
트로피 기법보다 색항등성이 1.5배 이상 높았다.

1. 서론
인간 시각 시스템(Human Visual System, HVS)

은 광원의 변화에 관계없이 물체의 원래 표면색을

결정할 수 있는 색 항등성(color constancy) 기능을

가진다[1]. 만약 흰색 벽에 노란색 광원으로 조명하

고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그 벽은 사진에서 노란색

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인간 관찰자에게는 흰색으로

나타날 것이다[2]. 이와 같이 일반 카메라는 단지

RGB 센서에 의해 물체 표면으로부터 반사된 물리

적인 빛을 측정하기 때문에 광원의 변화가 영상의

색차를 야기한다[3]. 이는 색을 기반으로 처리되는

모든 자동화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

다. 특히, 컴퓨터와 머신 비전 분야의 객체 인식 및

추적 등에서 성능을 저하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다[4].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해 색 항등성 기능이 필요하다.

2차원 공간에서 영상의 색도를 결정하는 본질 영

상 알고리즘은 흑체의 온도 변화에 대한 영상의 색

변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물체의 원래 표면색을

결정하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흑체의 온도

변화에 대한 영상의 색변화가 색도 공간에서 가상의

선분 형태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가상

선분의 방향인 불변 방향(invariant direction)을 검

출하는 것과 이를 통해 색차가 감소된 계조영상의

생성 및 RGB 영상의 복원이 이 연구의 핵심들이다.

불변 방향 검출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Finlayson

and Hordley[5]과 Finlayson 등[6]이 있고, 후자의

연구로는 Drew 등[7], Tappen 등[8], Qiang and

Chee-Hung[9]이 있다.

Finlayson과 Hordley[5]는 로그 색도 공간에서 고

유벡터를 이용하여 불변 방향을 검출하는 기법을 제

안하였다. 이 방법은 가상 선분들이 주축 방향으로

분포되었을 때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주축 방향

이 아닌 경우에는 오검출되었다. 또한 복원 시 채널

의 선택 기준이 모호하였으며, RGB값이 잡음과 유

사하게 나타나는 단점을 가졌다. Finlayson 등[6]은

기존 방법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색도 공간에서

엔트로피에 의해 불변 방향 검출 기법을 제안하였

다. 이 기법은 기존의 문제점들과 불변 방향의 정확

도가 개선되었지만, 다수의 불변 방향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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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효율적이었다. 동시에

기존 두 기법들은 장면 조명체로 흑체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유색 조명체에 취약하였다. 이러한 취약점들

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색도 공간에서

K-means 클러스터링[10]에 의한 segmentation을 통

해 여러 색들을 분할하고, 클러스터의 색들만으로

프로젝션을 수행하여 불변 방향을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우선, segmentation 기법 중 하나인 K-means 클

러스터링을 통해 여러 색들을 분할하고, 가장 많은

색을 가진 클러스터만을 -색도 공간으로 도시하여

후보 불변 방향의 검출 과정을 수행한다. 이 때 검

출된 후보 불변 방향은 방향별로 프로젝션된 히스토

그램에서 데이터를 가진 의 개수가 가장 적은 방

향이다. 그 후, 다른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후보 불변

방향을 계산하여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진 방향을

최종 불변 방향으로 선정한다.

2. 불변 방향의 검출
영상의 세밀한 분할을 위해, segmentation 기법으

로 잘 알려진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하

여 영상을 분할한다. 그리고 클러스터링된 임의 색

만을 -색도 공간에서 방향별로 프로젝션시켜 후보

불변 방향을 계산한다. 또한, 검출되는 불변 방향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이

전 과정을 반복 수행하고, 도출된 후보 불변 방향들

중의 최빈값으로 최종 불변 방향을 결정한다.

2.1 K-means 클러스터링에 의한 segmentation
-색도 공간에서 동일색들은 조명체 변화에 따른

색차에 의해 가상의 선분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색들을 RGB 공간에서 원래의 물체 표

면색 주위에 산포하게 된다. 따라서 클러스터링을

통한 segmentation을 통해 원 표면색과 그 주위에

산포한 유사색들을 다른 색들로부터 분할시킴으로서

-색도 공간상의 가상 선분을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다.

K-mean 클러스터링의 경우, 클러스터링 하여야

하는 색들의 수와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측정자를

결정 해야한다. 본 논문은 기 실험된 데이터들을 바

탕으로 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색의 수가

최대 약 70개로 가정하였으며, 측정자로 가장 일반

적인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한다.

구별할 수 있는 색의 수가 많을수록 세밀한 가상 선

분의 구별과 검출 대상 데이터의 축소가 가능하지

만, 불변 방향의 오검출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반

대로 구별할 수 있는 색의 수가 적을수록 검출된 불

변 방향은 주축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나타낼 것이

다.

우선, 입력 영상을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

70개의 색으로 분할한다. 식(1)은 파라미터들과 입력

영상을 통해 처리된 클러스터링 결과로서, 입력 영

상과 동일한 크기의 는 각각의 화소에 클러

스터 번호를 저장하고 있다.

        (1)

영상이 segmenation 되어졌다면, 우선 최빈값을 가

지는 클러스터 번호를 식(2)와 같이 계산하여, 해당

클러스터에 소속되는 화소들의 집합을 식(3)과 같이

구성한다.

    (2)

          (3)

그리고 해당되는 클러스터의 화소들의 집합 를

와 같이  -색도 공간으로 변환한다.

2.2 프로젝션을 통한 불변 방향 검출
-색도 공간에서 프로젝션된 길이를 통해 불변

방향을 검출하는 기존의 기법은 고유벡터를 이용하

는 기법과 유사하게 중복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아

불변 방향이 정확하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논문은 방향별로 프로젝션된 히스토그램에서 프로젝

션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빈()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프로젝션된 데이터가 존재하

는 빈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의

중복이 일어났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프로젝션의

수행 전, 빈의 크기 또한 고려되어져야 한다. 빈의

크기가 작을수록 프로젝션된 데이터의 세밀한 구별

이 가능하겠지만, 처리시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

가하기 때문이다. 제안한 기법에서는 크기의

안에 3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을 사용한다.

프로젝션은 이전 절인 2.1절에서 최종 구해진 

인 최빈의 클러스터 집합을 사용하여  ≤   

사이의 1 마다 행해진다. 여기서,    로

구성되어져 있다. 식(4)와 같이 해당 로 프로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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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개의 들로 구성된 히스토그램  에서

식(6)와 같이 안에 3개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하

는 들을 구한다.

       (4)

          (5)

  ≥   ≤  ≤  (6)

 를 사용하여 식(6)의 조건을 만족하는 의

개수를 구하여, 식(7)과 같이 가장 적은 개수를 가지

는 방향 를 불변방향으로 검출한다.

 
      (7)

프로젝션에 의해 하나의 후보 불변 방향이 결정되

어졌다면, 이전 절인 2.1절에서 기술한 클러스터링을

통해 획득된 다른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또 다른 후

보 불변 방향을 검출한다. 그리고 식(8)과 같이 획득

된 후보 불변 방향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

진 방향을 최종 불변 방향으로 검출한다.

    
  (8)

그림 1은 munsell 원영상과 제안한 기법에 의해

획득된 본질 영상을 보여준다. 그림 1의 (a)영상은

munsell 영상에 Roscolux 3202 filter를 가산한 영상

이다. (a)영상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파란색 계열

의 필터가 씌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 영상의

munsell들은 각기 다른 강도를 가진 패치(patch)들

로 구성되어졌으나, 검출된 불변 방향의 직교방향으

로 프로젝션되어 색차가 감소되었음을 그림 1의 (b)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1] munsell 원영상과 제안한 기법에 의해 획득된 본질영상

3. 실험 결과 및 고찰
실험 영상으로 사용된 데이터집합은 Barnard 등

[11]에 의해 생성되었지만, Ebner가 제안한 평가방

법[3, 12]을 위해 정렬(image alignment)된 데이터집

합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집합은 각각 램버트 데

이터집합(minimal specularity), 부전도 데이터집합

(dielectric specularity), 금속 데이터집합(metallic

specularity), 형광 데이터집합(fluorescent surface)로

총 510개 영상들로 구성되며 동일 카메라를 통해 획

득되었다.

실험에서 -색도 공간상으로의 변환은 Finlayson

등[6]이 사용한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본질 영상 획

득을 위해 Drew 등[7]이 제안한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제안한 기법의 색 항등성 평가를 위해 식(9)～

(11)와 같이 Ebner가 제안한 항등성 측도, 색공간

측도, 색항등성 측도를 통해 엔트로피 기법과 제안

한 기법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

해 Ebner가 기 평가한 엔트로피 기법을 본 논문과

의 성능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9)

  
 

∈     
 (10)

  


(11)

식(9)～(11)에서, 은 색항등성 측도이다. 이상적

인 색 항등성 알고리즘의 경우, 동일한 장면에 대한

항등성 측도 는 이며, 색공간 측도 는 이다.

즉, 식(11)의 색항등성 측도 은 수치가 클수록 좋

은 성능을 나타낸다.

Techniques
Data Sets

Entropy
Minimization

Proposed
Algorithm

Minimal specularity 0.083 0.050

Dielectric specularity 0.087 0.054

Metallic specularity 0.097 0.066

Fluorescent surface 0.087 0.060

[표 1] 항등성 측도(표준편차)

Techniques
Data Sets

Entropy
Minimization

Proposed
Algorithm

Minimal specularity 0.066 0.064

Dielectric specularity 0.068 0.071

Metallic specularity 0.084 0.088

Fluorescent surface 0.084 0.087

[표 2] 색공간 측도(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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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Data Sets

Entropy
Minimization

Proposed
Algorithm

Minimal specularity 0.786 1.280

Dielectric specularity 0.781 1.315

Metallic specularity 0.866 1.333

Fluorescent surface 0.967 1.450

[표 3] 색항등성 측도(색공간/항등성)

[표 1, 2, 3]은 색 항등성의 성능 비교 결과들이다.

[표 1]에서 제안한 기법은 엔트로피 기법에 비해 모

든 데이터집합에서 낮은 표준편차를 보였다. 특히,

램버트 데이터집합의 표준편차가 낮은 것은 제안한

기법이 반사 속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물체 표면

의 영상에서 잘 동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

해, 금속 표면을 포함하는 영상에 표준편차가 높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나타나듯이 본 논문의 기법은 램버트 데

이터집합을 제외한 세 데이터집합에서 기존의 엔트

로피 기법에 비해 큰 색공간을 사용하였다. 이는 제

안한 기법에 의한 결과가 기존의 기법에 비해 다양

한 색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은 항등성 측도와 색공간 측도에 기반한 색

항등성 측도이다. 수치적으로 제안한 기법은 모든

데이터집합에서의 색항등성 측도에서 엔트로피 기법

보다 1.5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보였다. 특히, 형광

성 표면을 가진 형광 데이터집합에서의 색항등성 측

도의 수치가 다른 세 데이터집합의 수치에 비해 높

아, 형광성 표면을 가진 영상에 적합함을 나타내었

다. 색항등성 측도에서 제안한 기법은 엔트로피 기

법에 비해 램버트 데이터집합에서 163%, 부전도 데

이터집합에서 168%, 금속 데이터집합에서 154%, 그

리고 형광 데이터집합에서 150%가 개선되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K-means 클러스터링에 의한 분할

기법을 통해 불변 방향을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하였

다. 해당 물체 표면색을 용이하게 분할하기 위해

K-means 클러스터링을 사용하여 여러 색들을

segmentation하였고, 각각의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색들만을 -색도 공간에 도시하여 후보 불변 방향

을 검출하였다. 또한, 각 방향으로 프로젝션된 히스

토그램에서 안에 3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는 

이 가장 적은 방향을 해당 후보 불변 방향으로 검출

하였다. 최종 불변 방향은 후보 불변 방향에서 최빈

값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기법은 모든 데이터집합에서

엔트로피 기법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특히 형

광성 표면을 가진 형광 데이터집합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확산반사가 나타나는 램버트

데이터집합은 형광 데이터집합에 비해 성능이 높지

않아 적합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한 클러스터의 수

결정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오버헤드는 향후 연구

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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