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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 백색 보정은 디지털 비디오 프로세싱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IP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에도 필수적인 영상 전처리 과정이다. 본 논문은 TI 사의 비디오 프로세서인 DM36x을

이용하여 제작된 HD IP 네트워크 카메라에서의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디오

자동 백색 보정 알고리즘을 구현한 결과를 기술한다. 구현한 자동 백색 보정 알고리즘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알고리즘을 DM36x 의 AWB 엔진이 제공

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동작될 수 있도록 고쳐서 구현하였다.

   

1. 서론

자동 백색 보정 (Automatic White Balance) 은 비디오

카메라에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는 데 중요한 기능이다.

인간의 눈은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눈으로 인지되는 빛스

펙트럼을 조정하므로써 각기 다른 조명 환경에서도 동일

한 물체의 색상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color constancy’ 능

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지 센서는 그렇지 못하다. 자연

광에서 백색으로 보이는 물체 점이 예를 들어 색온도가

높은 조명하에서는 푸르스럼 하게 촬영되거나 색 온도가

낮은 조명하에서는 붉으스럼하게 촬영된다. 따라서, 물체

의 색이 인간의 눈으로 인지되는 색처럼 자연스럽게 촬영

되도록 보정되어야 하며 자연광 아래에서 원래 흰색 또는

회색인 픽셀들(R=G=B)이 광원에 상관없이 원래의 흰색

또는 회색으로 촬영되도록 보정되면 다른 컬러의 픽셀들

도 원래의 자연광하에서의 컬러로 보정되므로 이러한 자

동 보정 과정을 자동 백색 보정(AWB) 또는 컬러 일정성

(color constancy)이라 한다[1].

본 논문은 본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있는 DM36x 기반

HD IP 네트워크 카메라(IPNC)에서 획득되는 비디오 스트

림의 영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자동 백색 보정이 되도록

동작하는 실시간 비디오 자동 백색 보정 알고리즘을 구현

한 결과를 기술한다. 본 논문이 기반하는 AWB 알고리즘

은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알고리즘이며, DM36x 기반

HD IP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백색 보정

이 동작할 수 있도록, DM36x에서 지원하는 HW AWB

엔진 제공 기능을 이용하여 이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AWB 알고리즘을 변경하여 구현하였다.

2. 관련연구 및 기술적 배경

2.1 관련 연구

현재 제안되어 있는 AWB 알고리즘들[2]은 전역 AWB

알고리즘과 지역 AWB 알고리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

자는 영상의 전체 화소를 가지고 처리하는 기법이고 후자

는 영상에서 지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화소만 (예, 얼굴,

흰색 영역 등)을 추출하여 처리하는 기법을 말한다. 가장

간단한 전역 기법의 하나인 그레이 월드 알고리즘[3]은 이

미지의 평균 적색, 초록색, 파란색 성분들이 같다는 가정

아래 수행된다. 이러한 전역 기반 AWB 알고리즘은 획득

영상이 1 또는 2개의 컬러에 의해 지배적인 경우에는 잘

동작 하지 않게 된다. 얼굴이나 흰색 영역 추출을 기반으

로 하는 지역 AWB 알고리즘은 이러한 객체들이 검출되

지 못하면 잘 동작하지 못하게 된다. [4]에서 제안한 그레

이 컬러 포인트 기반 지역 AWB 알고리즘은 어떠한 자연

영상이라도 그레이 컬러 포인트는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매우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AWB 알고리즘이어서 본

논문은 IPNC에 적용되는 실시간 비디오 AWB 기반 알고

리즘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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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배경

가.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AWB 알고리즘

[4]에서 제안한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AWB 알고리

즘은 자연광에서 원래 회색인 픽셀들(R=G=B)이 광원에

상관없이 원래의 회색으로 촬영되도록 보정되면 다른 컬

러의 픽셀들도 원래의 자연광 아래에서의 컬러로 보정되

는 데 착안하여 획득한 이미지에서 1) 그레이 컬러 후보

픽셀들을 검출하고, 2) 그레이 컬러 후보 픽셀들을 그레이

컬러 픽셀이 되도록 조정하는 후보 픽셀의 R, G, B 채널

의 게인 값 조정 단계로 구성된다.

1) 그레이 컬러 후보 픽셀들 검출

그레이 컬러 픽셀들의 경우, R=G=B 가 성립한다. 이때,

아래 식 (1) 의 관계식으로 변환되는 Y,U,V 컬러 모델을

사용하면



























  
  












  
    

    















(1)

R=G=B 일 때, U=V=0 이 된다.

따라서, 매우 작은 문턱치 T([4]의 구현에서는 0.2753) 에

대해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 픽셀들을

  

   
  (2)

그레이 컬러 후보 픽셀들로 간주한다.

2) 그레이 컬러 후보 픽셀들의 백색 보정 R,G,B 채널 게

인 조정

상기 식 (2)을 만족하는 그레이 컬러 후보 픽셀들에 대

해 백색 보정은    의 값이 0 이 되도록, 픽셀의

R,G,B 채널 게인을 조정하는 데, 다음 [그림 1]과 같이 진

행한다.

[그림 1] R,G,B 게인 조정 과정

[그림 1]에서  는 현재 i번째 반복시의 입력 픽셀 이

고,  는 게인 조절된 i번째 반복시의 픽셀이다.





 는 R G, B 채널의 게인을 의미한다.  및

의 R, G, B 채널 값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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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관계식이 성

립한다. [그림 1]에서  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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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에서  및  는 (2)에서 구한 그레이 컬러 후

보 들의 평균 U 값 및 V 값을 의미한다. 희망 신호값 

는 0 즉,    이다. 또한,  ≡    이다. 이 때, [4]에

서 제안한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백색 보정을 위한

R,G, B 게인값 조정은  가 충분히 작게 될 때까지 반

복적으로 (2), (3), (4)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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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는 상수 이고,    는  함수로 [4]에 주어

져 있다.

나. DM36x H/W AWB 엔진 지원 기능  

DM36x H/W 엔진에서는 입력 영상 프레임에 대해 윈

도우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설정된 윈도우에 대

해서는 색상 채널(R,G,B)별 포화되지 않은 픽셀값들의 합,

제곱의 합, 색상별 최대값, 최소값 정보 등을 제공하며, 수

평, 수직방향에서의 윈도우들의 시작 위치, 개수, 샘플링

주기의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5].

3. 제안된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DM36x

IPNC 실시간 AWB 알고리즘 구현

3.1.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AWB 알고리즘의

실시간 비디오 적용에의 애로점

2.2 절에서 설명한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AWB 알고

리즘은 기본적으로 입력 영상 프레임의 모든 픽셀에 대해

Y, U, V 값을 구한 후에 식 (2)을 통해 그레이 컬러 후보

픽셀들을 구하고, 식 (3)을 위해 그레이 컬러 후보 픽셀

들의 평균 U 및 V 값을 계산 한 후에, 식 (4)에 의해 색

상 채널별(R,G,B) 별 게인값을 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가 매우 적은 값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

정의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AWB 알고리즘은 처리에

계산량이 많아, 최대 1920x1080 full HD 사이즈를 full

frame (30 fps) 으로 처리하여 하는 full HD 지원

DM36x IP 네트워크 카메라에서는 CPU 파워 및 메모리

용량 부족으로 그대로는 실시간으로 동작되도록 구현하기

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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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안 실시간 구현 방법

그레이 컬러 후보 픽셀들을 검출하기 위해서 영상 데이

터의 모든 픽셀에 대해 식 (6)을 적용하는 것은 실시간적

으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입력 영상 데이터 전체 픽셀

이 아니고 샘플된 픽셀들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AWB를 다루기 때문에 한 프레임

각각에 대해 상기 2.2절의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AWB

에서와 같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동작시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프레임에 대해 적용하여 계산량을 줄였다.

DM36x HW AWB 엔진은 윈도우 단위로 샘플링하여 윈

도우즈 픽셀의 채널당 값의 누적을 제공한다. AWB 엔진

에서 제공하는 윈도우 세팅 구조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AWB 윈도우 세팅 구조

상기 [그림 2] 에서와 같이, 윈도우의 너비는 WINW,

윈도우 높이는 WINH 로 지정되며, 수평방향으로 윈도우

즈 개수는 WINHC, 수직 방향으로 윈도우즈 갯스는

WINVC 로 지정되며, 각 윈도우는 2x2 블록 세트로 서브

샘플링을 지원하며, 2x2 블록의 수평 샘플링 거리는

AEWINCH, 수직 샘플링 거리는AEWINCV 로 지정된다.

본 논문에서의 구현에서는 1280x720 사이즈 영상의 경우,

수평, 수직방향으로 WINHC=36, WINVC=48개의 윈도우

로 나누고 각 윈도우내의 2x2 블록이 AEWINCH=18,

AEWINCV=8로 서브 샘플링 되도록 하였다. 이 경우,

36x48x4=6912개의 샘플링 블록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실시간 동작을 위한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AWB 알고

리즘의 적응적 변경 적용 제안은 매 프레임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수행한다.

1) 샘플링된 블록의 각 채널 R, G, B 의 합을 HW

AWB 엔진으로 얻은 후에 이를 각각 Y, U, V 로 변환한

후에, 식 (2)을 점검하여 이를 만족하면 해당 블록을 그레

이 컬러 후보 블록으로 한다.

2) 그레이 컬러 후보 블록에 대해, 식 (3) 과 (4)를 수행

한다.

여기서, 2.2절 ‘가’ 에서 설명한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

반 AWB 알고리즘과 하나의 프레임에 대해 연속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상기 2)의 과정을 한번만 수행하며, 제안

AWB 알고리즘을 매 지정 입력 프레임 주기 마다 실행하

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AWB를 다

루고 있기 때문에 매 프레임에서 에러가 충분히 줄 때까

지 반복하지 않고, 매 지정 프레임 주기 마다 2)의 과정을

한번만 하고, 다음 프레임에서 1)과 2)의 과정을 다시 수

행하므로써, 한 이미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효과

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프레임 주

기는 3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데 장치의 특성상

새로운 센서와 ISP 세팅 값들이 적용되는데 적어도 3 프

레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당연히 계산

량은 full HD(1920x1080p) full frame (30fps) 실시간 처

리가 가능할 정도로 줄어든다.

4. 실험 및 평가

본 연구원들이 개발하고 있는 full HD full frame 지원

DM368 IPNC에 대해, 본 논문이 제안한 실시간 구현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3]은 백색 보정이 되기 전 영

상((a))에 대해, 본 논문 제안 IPNC에서의 실시간 AWB

적용 결과((b)를 보여 준다. [그림 3(b)]의 결과는 PC 에

서의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AWB 알고리즘에 의한 백

색 보정 결과 ([그림 3(c)])와 육안으로는 매우 유사한 보

정 성능을 보여 준다.

(a) (b) (c)

[그림 3] 본 논문 제안 AWB 구현 결과. (a)백색 보정전

영상, (b) IPNC 에서의 본 논문 실시간 AWB 적용 결과,

(c) PC 에서의 2.2절의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AWB

적용 결과

보정 결과의 정확한 성능 평가를 위하여, [그림 3]에 보

이는 맥베스(Macbeth) 차트(chart)의 네번째 줄의 6개 회

색 블록들의 백색 보정 결과들을 살펴보기 위해 R,G,B 각

채널의 값을 조사한 결과가 다음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에서 보면 본 논문 제안 비디오 실시간 구현 AWB

알고리즘에 의한 백색 보정 결과로 맥베스 차트의 6개 회

색 블록의 R,G, B 채널 값은  ≈  ≈  가 달성되고 있

고 이는 PC 에서의 원래의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

AWB 의 백색 보정 능력과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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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류

블록

No AWB

([그림 3(a)])

AWB in IPNC

([그림 3(b)])

AWB in PC

([그림 3(c)])

Gray블록1 (185,255,254) (246,249,502) (252,254,253)

Gray블록2 (169,235,233) (229,230,231) (237,235,235)

Gray블록3 (138,194,187) (185,190,187) (190,188,187)

Gray블록4 (99,135,131) (128,132,130) (137,134,134)

Gray블록5 (59,82,79) (75,79,78) (85,83,82)

Gray블록6 (16,22,21) (19,20,19) (22,21,20)

[표 1] 맥베스 차트의 4번째 줄 6개 그레이 블록들의

RGB 채널값 비교

IPNC에서의 HD 영상을 30fps로 실시간 처리하려면 한

프레임의 처리 시간은 약 33ms, 다른 영상처리 알고리즘

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한 프레임의 AWB 처리 시

간은 33ms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 실시간 처리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하여 IPNC에서 영상 사이즈를 1280x720p로 세

팅하고 AWB의 처리 시간을 측정하였다. 구현된 AWB

실시간 처리 시간을 조사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에서 보면 총 901개의 프레임에 대한 AWB 처리시

간을 조사한 결과 총 시간이 2568ms 즉, 한번의 AWB알

고리즘을 진행하는데 약 2.85ms의 시간이 걸렸고 이는 본

논문 제안 비디오 실시간 구현 AWB알고리즘은 IPNC에

서 30fps로 HD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빠른 실

시간 자동 백색 보정 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dule
Average

Time/Frame(ms)

Total

Time(ms)

Total

Frames

AWB 2.85 2568 901

[표 2] AWB알고리즘의 IPNC에서의 처리 시간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대 1920x1080 해상도에 30fps 동작을

수행하는 DM36x 기반 IPNC 에서의 실시간 자동 백색 보

정 알고리즘 구현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실시간 AWB 구

현은 그레이 컬러 포인트 기반AWB 알고리즘을 DM36x

가 제공하는 HW AWB 엔진의 제공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개선하였다. 실험을 통해 DM36x

기반 IPNC에서 실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자동 백색 보정을

달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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