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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R 렌더링으로 인한 화이트 포인트 이동의

보상을 위한 톤 압축 모델

채석민†, 이성학††, 권혁주†††, 송규익††††

요 약

최근 HDR (High Dynamic Range) 영상 렌더링을 위하여 다중 노출 영상 기반의 iCAM06 영상 재생

모델이 개발되었다. HDR 영상을 좁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톤

재현(tone reproduction) 또는 톤 맵핑(tone mapping)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HDR 렌더링 알고리즘을 대표하

는 iCAM06은 출력 장치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영상을 재현하기 위해 S자 곡선 3 자극치 톤 압축(tone

compression)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톤 맵핑 곡선의 사용으로 인한 톤 압축과정 중에서는 화이트

포인트 이동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3 자극치의 조명 영역의 입력에 대한 왜곡된

채널 이득을 보정하여 화이트 포인트 이동을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는 제안한 방법이

iCAM06보다 정량 정성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A Tone Compression Model for the Compensation of White

Point Shift Generated from HDR Re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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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new image appearance model, named iCAM06, was developed for High-Dynamic-Range

(HDR) image rendering. The dynamic range of a HDR image needs to be mapped on the range of output

devices, which is called the tone reproduction or tone mapping. The iCAM06, the representative HDR

rendering algorithm also uses the tone compression using a S-curve mapping function for image

reproduction on the dynamic range of output devices. However the iCAM06 occurs white point shift

during its tone compression process. Therefore, we propose a compensation method for white point shift

problem using the corrected channel gain function.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better performance than the iCAM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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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CAM06의 순서도

1. 서 론

자연 환경에서 인간의 시각은 아주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는 휘도 조건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

로 인간 시각 시스템(HVS)은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의 휘도 환경에 순응하지만 대부분의 컬러 디스플레

이 장치는 제한된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짐으로 실감

영상 재현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HDR 영상을

좁은 다이나믹 레인지의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볼 때

눈으로 보는 장면과 유사하게 출력하기 위한 영상

재생 과정이 필요하다[1]. 일반적으로 HDR 영상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압축하여 디스플레이 상에 재현

하는 것을 HDR 렌더링(rendering)이라 하고 다이나

믹 레인지가 넓은 장면과 유사한 느낌의 출력이 가능

하도록 연출하는 영상 재생 알고리즘을 HDR 렌더링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HDR 영상 재현을 위한 HDR

렌더링 알고리즘은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최근의 알

고리즘 중 하나가 다중 노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iCAM06 기법이다. HDR 렌더링 알고리즘을 대표하

는 iCAM06은 출력 장치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영상

을 재현하기 위해 톤 압축(tone compress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입력 RGB 신호는 XYZ 자극치로

변환되고 기준 광원(D65)에 대한 색순응 단계를 거

치게 된다. 다음으로 시각의 3 채널 원추세포(cone)

응답에 대한 S-자 곡선 형태의 비선형 휘도 압축 처

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톤 압축이다. 그러나 영

상의 입력 신호는 다양한 색공간 변환과 시각 응답

변환, 그리고 톱 압축 등의 HDR 영상 처리 과정을

통해 색 포화도 변화, 색상(hue) 이동, 화이트 밸런스

변동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세 개의 컬러 응답 채널

은 톤 압축 과정에서 등식에 의해서 나란히 변환되기

때문에 톤 압축을 사용하는 HDR 기술은 화이트 밸

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 보상 처리를 필요로

한다[2]. 실제로 iCAM06 톤 압축 과정에서 화이트

포인트 이동 문제가 발생한다[3]. 본 논문에서는

iCAM06을 이용한 HDR 영상 재생 과정에서 발생하

는 화이트 밸런스 왜곡 문제를 분석하고 톤 압축 과

정에서 보상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

해 먼저 세 개의 컬러 응답 채널에 각각 처리된 값으

로부터 발생하는 컬러 왜곡 량을 찾아낸 다음 상대적

으로 컬러 왜곡이 심한 저채도 영역에 대한 컬러 보

상을 실시한다. HDR 영상 실험에서 iCAM06의 톤

압축을 통해 렌더링 후 결과 영상에서 화이트 포인트

근처의 값들이 붉은 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

된다. 본 논문에서는 톤 압축 과정을 거친 후 화이트

포인트 이동을 발생시키는 화이트 점 주위의 컬러

왜곡 량을 예측하고 이를 보상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실험 영상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

늘, 구름, 눈, 및 호수 영상 등에서 화이트 밸런스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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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iCAM06 영상 재생 모델의 목적은 넓은 휘도 범위

를 갖는 영상에 대해 인간 시각 특성을 정확하게 예

측하고 동시에 또 그 HDR 영상을 출력 장치를 통해

인간의 시각 시스템과 유사하게 디스플레이하는 것

이다[4]. 그림 1은 iCAM06 모델의 요약된 처리 과정

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2.1 iCAM06에서의 톤 압축

iCAM06은 휘도 범위를 아주 낮은 스코토픽 (sco-

topic) 영역으로부터 높은 포토픽 (photopic) 레벨

(level)까지 확장한다. 톤 압축에서는 확장된 값의 압

축을 위해 원추세포 (cone) 그리고 간상세포 (rod)를

포함하는 광 수용체 응답 (photoreceptor response)

을 기초로 한 비선형 압축 곡선을 사용한다. iCAM06

에서는 CIECAM02 색재현 모델이 모든 시각적 데이

터에 대해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이므로 원추세포 응답

예측 방법으로서 채택되었다. D65 광원에 색 순응된

시각의 3 자극치 RCGCBC 응답은 식 (1)에서와 같이

CIECAM02 식을 이용하여 먼저 CAT02 영역 변환

(MCAT02)에서부터 Hunt-Pointer-Estevez 변환

(MHPE)까지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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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G’, 및 B’는 각각 압축되기 전의 RGB

신호로 D65 광원에 색 순응된 값이고. R’aG’aB’a는

톤 압축된 신호이다. YW는 화이트 (white) 신호의

휘도 값이다. LA는 순응 휘도의 함수로 일반적으로

순응 화이트의 20% 수준에서 결정된다. FL은 배경

휘도에 대한 함수이다.

이 과정은 기존의 CIECAM02 모델과 유사하다

[5]. 그러나 가변적으로 조작 가능한 거듭제곱 값

(power value) p가 수정되었다. 이는 log-log 축 상에

서의 입출력 관계 그래프에서 응답 변환 곡선의 기울

기를 결정한다. 또한 YW는 원 영상에서 가우시안 함

수 (Gaussian function)를 사용하여 국부적으로 구한

화이트 (white)의 휘도 값이다. 따라서 YW는 영상의

화소마다 달라질 수 있고 순응 휘도 또한 각 화소마

다 다른 값을 가진다. 최종 톤 압축 응답 값은 원추세

포와 간상세포 응답의 합으로 계산되지만 간상세포

응답 값의 영향은 매우 적다. 위 함수들은 일반화된

Michaelis-Menten 방정식과 Valeton및 van Norren

의 실험 자료에 근거한다[6,7]. 이 식들의 세부 사항

과 장점은 Hunt에 의해 논의되었다[8]. FL은 Hunt

효과와 같은 휘도와 관련한 다양한 시각 현상들을

예측하기 위한 함수이다[7]. 최종 톤 압축 응답 값은

원추세포와 간상세포 응답의 합으로 계산되지만 간

상세포 응답 값의 영향은 매우 적다.

2.2 iCAM06에서의 화이트 포인트 이동 문제

일반적으로 iCAM06 처리 과정은 sRGB, CAT02,

Hunt-Pointer-Estevez, 톤 압축, IPT 등과 같이 많은

색공간 및 시각 응답 변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

한 여러 단계를 거친 iCAM06을 통한 렌더링의 결과

영상은 화이트 포인트 이동이 발생한다. 먼저 iCAM06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화이트 포인트 이동이 심하게

발생하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실험적으로 휘도

맵핑을 위한 톤 압축과정에서 화이트 포인트 이동이

가장 많이 발생함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림 2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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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입력 RGB에 대한 iCAM06의 각 단계에서의 ∆u’v’ 값

iCAM06 과정 중 입력 RGB 값에 대해 주요 단계를

거친 후의 기준 화이트 좌표에 대한 CIE u’v’ 좌표

상에서의 유클리디안 거리 차이 값을 나타낸다. D65

조명하에서 실험한 결과 iCAM06 처리 과정 중에 톤

압축 후에 ∆u’v’의 값이 가장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3 시환경 순응 톤압축 모델

Jang은 iCAM06 모델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설정

입력 변수들의 최적값을 찾는 방법으로 톤 압축 과정

에서의 R’a, G’a, 및 B’a에서 거듭 제곱 값 p를 조정하

였다[9]. 파라미터 p를 사용자의 선택이 아닌 원 장면

에선 하나의 순응 휘도를 구해내고 이를 이용한 정량

적인 p를 설정하였다. Jang의 논문에서는 주어진 시

환경에 따라 상호 시조건 변수로 p1, p2 두 가지를

사용하였고, 원 장면과 결과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환경의 휘도차 비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

p와 pa는

   (7)

   
 




 (8)

와 같이 계산되며, 여기서 LA는 순응 휘도를 나타내

고, p1은 실제 시각 환경 변수, p2는 실내 시청 환경

변수를 각각 나타낸다. 이러한 변수 pa를 이용하여

시각 특성을 고려한 최종 원추세포 반응 값 R’a, G’a,

및 B’a로 계산되는 식은

′ ′

′ ′

′ ′

(9)

와 같다. Jang이 제안한 시각 특성을 고려한 톤 압축

기법에서는 렌더링 후 결과 영상에서의 contrast가

개선되는 효과는 있으나 iCAM06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화이트 포인트 이동 문제는 발생한다.

3. 제안한 톤 압축 보상

톤 압축의 주된 목적은 HDR 영상의 휘도 범위를

LDR 디스플레이의 제한된 휘도 범위로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대응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RGB 입력이

iCAM06 처리과정을 따라 XYZ, RcGcBc, R’G’B’,

Ra’Ga’Ba’로 변화되면서 원하지 않는 색 왜곡을 일으

키게 된다. 그래서 색 채널 각각의 톤 압축으로부터

화이트 포인트 이동 성분을 예측하고 보상할 필요가

있다. D65 조명 환경 하에서 일반적으로 iCAM06의

톤 압축 과정에서 화이트 포인트 이동으로 인해 영상

의 밝은 부분의 색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iCAM06 렌더링에서 톤 압축의 입력 값의 비가

R’:G’:B’=1:1:1 일 때, 톤 압축된 Ra’:Ga’:Ba’의 비는

1:1:1이 아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톤 압축 후에

Ra’:Ga’:Ba’ 비를 이용하여 화이트 포인트 이동 량을

예측하고 보정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화이트 밸런스 보정 기법은 영상의 화이트

영역 부근의 저채도 신호에 대해 보상을 실행한다.

즉, 높은 채도 신호들은 이 보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

록 한다. 높은 채도 신호에 대한 보상은 톤 매핑 결과

에 영향을 주고 과포화(over-saturation)와 색상 이

동(hue-shift)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R’:G’:B’=

1:1:1 일 때 Ra’Ga’Ba’에서의 채널 왜곡은

d a aR R '/ G '= (10)

d a aB B '/ G '= (11)

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Rd, Bd 은 톤 압축 과정에

서 R과 B채널의 G채널에 대한 각각의 왜곡 량이다.

또한, 보상 영역 제한을 위해 입력 신호(R’G’B’)에

대해 보상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도입하였다.

이유는 조명 성분에 대한 R’/G’, R’/B’ 와 Rd, Bd 사이

의 변화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 위해서이다. 보상

영역을 결정하기 위한 가우시안 형태의 보상 정도

함수의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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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포화 방지를 위한 보상 범위 (if RDEG, BDEG > 1,
RDEG, BDEG = 1)

211 016 0 5
0 13R

( R'/ G' )D . exp .
.

æ ö-æ ö= ´ -ç ÷ç ÷ç ÷è øè ø
(12)

211 016 0 5
0 13B

( B'/ G' )D . exp .
.

æ ö-æ ö= ´ -ç ÷ç ÷ç ÷è øè ø   
(13)

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DR, DB는 각각 R과 B 채

널에 대한 각각의 보상 정도를 나타낸다. 가우시안

함수의 보상 영역 폭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편차 값은

사용자가 조정 가능하며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최적의 표준 편차 값을 결정하였다. 과포화를 막기

위한 보상의 범위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보상 범위

를 결정하는 가우시안 함수에서의 표준편차의 값은

구름, 눈, 및 하늘 등 조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결정하였다. 전체

영역에 대한 보상은 톤 압축의 효과를 줄일 수 있으

므로 보상의 영역을 한정하였다.

톤 압축 전후의 입력 색차에 대한 R과 B 채널의

보상 이득 Rcom, Bcom에 대한 식은

( )1com R d R
R'R D R D
G'
æ ö= + -ç ÷
è ø

(14)

( )1com B d B
B'B D B D
G'
æ ö= + -ç ÷
è ø

(15)

와 같이 주어진다. 그리고 최종 변환 매트릭스는

0 0
0 1 0
0 0

a com d a

a a

com da a

R '' R / R R '
G '' G '

B / BB '' B '

é ù é ù é ù
ê ú ê ú ê ú=ê ú ê ú ê ú
ê ú ê ú ê úë û ë û ë û

(16)

와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Ra’’Ga’’Ba’’ 는 톤 압축 과

정에서 화이트 포인트 이동에 대한 최종 보상 출력

이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제안된 보상 매트릭스의 적용 전 후의 화이트 포

인트 이동 현상 확인을 위해 iCAM06 알고리즘과의

비교 실험을 실행하였다. 먼저 입력 영상으로 5단계

의 그레이 패턴 (R:G:B=1:1:1)을 사용한 iCAM06과

제안한 방법의 렌더링 결과 영상을 그림 4에 나타내

었다. 그림 4의 (a)는 5단계 그레이 패턴 입력 영상이

며, (b)는 iCAM06의 톤 압축을 거친 후에 붉게 보이

는 현상이 나타난 영상이다. (c)에서 제안된 방법으

로부터 화이트 포인트 이동이 보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4의 5단계 그레이 패턴의 (a),

(b), 및 (c)에 대한 RGB 각각의 값을 보여주는 그래

프이다. 그림 5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iCAM06으로

렌더링한 후의 영상의 R 값이 특히 G 값에 대해 옵셋

(offset)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림 5의

(c)는 개선된 영상의 RGB 값이 그래프 상에서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CIE u’v’ 좌표를 이용하여 톤 압축

후의 화이트 포인트 이동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

난 값들은 D65, 5000K, 4000K, 및 2800K 각각 조명에

대하여, 색 순응 이후의 값을 기준 화이트 점과

iCAM06, Jang의 방법, 및 제안한 방법에 의한 톤 압

축 후의 이동된 좌표 점를 의미한다. 원으로 표시된

값은 색 순응 후의 기준 화이트의 좌표를 나타내고,

사각형은 iCAM06 방법, 마름모는 Jang의 방법, 그리

고 삼각형은 제안된 방법으로 톤 압축한 후의 좌표를

각각 나타낸다. 결과를 통해서 톤 압축 후의 화이트

포인트가 제안한 방법이 iCAM06보다 기준 화이트

에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정량적 평가하기 위한 CIE

u’v’ 좌표계에서의 측색적 좌표 오차는

∆′′ ∆′ ∆′ (17)

와 같고, CIE L*u*v* 좌표계를 이용한 휘도 Y 성분을

고려한 색재현 오차는

∆
 ∆ ∆  ∆  (18)

와 같다. 여기서, 휘도 값에 1/4이 곱해진 이유는 컬

러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색재현 오차 계산 시 휘도

에 대한 가중치를 1/4로 줄이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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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실험에 사용된 5단계 그레이 패턴: (a) 입력 영상(R:G:B=1:1:1), (b) iCAM06 렌더링 결과 영상, (c)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렌더링한 결과 영상

(a) (b) (c)

그림 5. 실험에 사용된 영상의 RGB 값 그래프: (a) 입력 영상(R:G:B=1:1:1), (b) iCAM06 렌더링 결과, (c) 제안된

방법으로 렌더링한 결과

그림 6. 화이트 포인트 이동을 비교하기 위한 각 조명(D65~2800K)과 개선 전 후의 화이트 포인트의 u’v’ 좌표

표 1은 기준 화이트로부터 iCAM06, Jang의 방법,

및 제안한 방법을 통한 톤 압축 후의 측색적 좌표

오차 Δu’v’와 색재현 오차 ΔE*uv를 보여준다. 제안

방법에서 화이트 포인트 이동 현상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에서는 iCAM06,

Jang의 방법, 및 제안한 방법으로 렌더링한 결과 영

상을 비교하였다. 그림 7의 (a)의 iCAM06 과 (b)의

Jang의 방법으로 렌더링한 영상보다 (c)의 제안한 방

법으로 렌더링한 영상이 구름, 눈, 및 하늘 등에서

붉은 색이 사라진 자연스러운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대표적인 HDR 렌더링 알고리즘인 iCAM06은

HDR 영상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출력 장치의 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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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difference

iCAM06 Jang’s method Proposed method

Δu’v’ Δ
 Δu’v’ Δ

 Δu’v’ Δ


D65 0.0121 26.8573 0.0192 29.5605 0.0018 21.0315

5000K 0.0103 38.5412 0.0187 43.2559 0.0029 28.8698

4000K 0.0069 18.2590 0.0031 18.9486 0.0062 17.6917

2800K 0.0118 12.9570 0.0114 11.8536 0.0064 13.0220

Average 0.0103 24.1536 0.0131 25.9047 0.0043 20.1538

(a) (b) (c)

그림 7. HDR 렌더링 결과 영상 : (a) iCAM06 렌더링 결과 영상, (b) Jang이 제안한 방법의 렌더링 결과 영상, (c) 제안된

방법의 렌더링 결과 영상

표 1. 기준 화이트 좌표와 iCAM06, Jang의 방법 및 제안한 방법의 톤 압축 후의 측색적 좌표 오차 및 색 재현 오차



1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15권 제1호(2012. 1)

믹 레인지로 줄이기 위해서 톤 압축을 이용한다. 그

러나 iCAM06을 이용한 방법은 톤 압축 과정을 거치

는 동안 화이트 포인트 이동에 의해 화이트 밸런스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채

널 이득 보상을 이용한 톤 압축 방법으로 색 왜곡

현상을 개선하였다. 실험 결과들은 제안한 방법이 기

존의 iCAM06 방법보다 주객관적 평가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의 결과 영상에

서 iCAM06 방법보다 화이트 포인트에 더 가까운 것

을 확인하였다. 재생된 영상은 화이트 포인트 이동에

대해 만족할만한 보상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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