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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알려져 있지 않은 광원에 의한 색 변화는 대부분의 영상처리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색상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광원의 색상을

추정해야 한다. 이 때 광원에 의한 색 분포의 가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화소를 사용하게 되면 정확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흔하게 사용되는 색 분포의 가정은 장면에서 표면 반사율의 평균은 무채색을 갖는다는 Grey-world 가정이

다. 우리는 광원의 내재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카메라 응답 함수의 특성과 함께 화소의 값과 색도가 Grey-world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광원의 색상을 추정하기 위한 중요한 화소를 검출하기 위하여 가정을 잘 만족하는 화소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과

가중치가 적용된 화소에 대해서 기존의 max-RGB 방법을 변형하여 각 채널의 행 방향과 열 방향으로 최대로 가중된 화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다양한 실제 장면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기존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정확하게 광원의 색을 추정함

을 보였다.

Abstract

It is a challenging problem to most of the image processing when the light source is unknown. The color of the light source 
must be estimated in order to compensate color changes. To estimate the color of the light source, additional assumption is need, 
so that we assumed color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light source. If the pixels, which do not satisfy the assumption, are used, 
the estimation fails to provide an accurate result. The most popular color distribution assumption is Grey-World Assumption 
(GWA); it is the assumption that the color in each scene, the surface reflectance averages to gray or achromatic color over the 
entire image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mera response function, and the effect of the Grey-World 
Assumption on the pixel value and chromaticity, based on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light source. Besides, we propose a 
novel method that detects important pixels for the color estimation of the light source. In our method, we firstly proposed a 
method that gives weights to pixels satisfying the assumption. Then, we proposed a pixel detection method, which we modified 
max-RGB method, to apply on the weighted pixels. Maximum weighted pixels in the column direction and row direction in one 
channel are detected. The performance of our method is verified through demonstrations in several real scenes. Proposed method 
better accurately estimate the color of the light than prev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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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영상처리의 여러 분야에서 영상의 색채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용된다
[1][2][3]. 사람의 경우 색상을 인지할 때 색

순응으로 인해서 광원 색에 따라서 장면의 색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광원에 익숙해지면 물체의 고유한 색상을 인

식할 수 있다
[4]. 하지만 카메라 영상에서 이러한 광원에 의

한 색 변화는 색을 사용하는 디지털 영상처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때문에 장면의 광원이 달라

지더라도 광원의 색을 추정해서 광원의 변화에 독립적 정

보를 얻는 색 항상성 알고리즘이 중요하다.
색 항상성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잘 알려진 가정으로는

Grey-world 가정
[5]
과 White-patch 가정

[6]
이 있으며 각각의

가정으로부터 Grey-world 알고리즘, White-patch 알고리즘

이 제안되었다. Grey-world 가정은 장면의 평균 표면 반사

율은 무채색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실제 장면의 경우 평

균 표면 반사율은 무채색이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특정한

하나의 표면 반사율을 갖는 물체가 지배적으로 장면의 영

역을 차지하게 된다면 평균 색은 그 지배적인 물체의 표면

반사율에 가까운 값이 될 것이다. 그리고 White-patch 가정

은 RGB-채널에서 극대 값은 흰 부분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가정으로 이 가정을 각 채널에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max-RGB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영상에

따라서 RGB-채널에서 색 포화 현상으로 인해 정확한 추정

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분 영상을 사용하는

Grey-edge 알고리즘은 일차와 이차 미분 영상을 사용하여

얻은 가장자리 영역에 대해서만 Grey-world 가정을 사용해

서 어떤 특정한 표면 반사율을 갖는 물체의 영역이 지배적

이 될 경우에도 그 영향을 줄 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7]. 다른 알고리즘으로는 Inverse–intensity chroma-

ticity 공간을 사용한 방법이 있지만 정반사 영역을 검출하

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허프 변환과 voting 기법을 사

용하기 때문에 구현이 복잡하고 고속화가 어렵다
[8]. 그 외

방법으로는 특정한 광원에서는 제한된 수의 영상 색이 관

찰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광원 색을 추정하기 전에 영상의

특징들을 학습 하여 세운 모델을 이용하는 Gamut-mapping 
알고리즘이 있다

[9][10]. 일반적으로 학습기반 알고리즘의 경

우에는 잠재적으로 높은 정확도로 광원 색을 추정 할 수

있지만 영상 자료들을 학습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11]. 

그리고 영상 자료를 사용한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용

할 영상이 영상 자료와 유사할수록 좋은 결과를 주지만 그

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

으며 속도가 느리고 구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 방

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좋은 색 항상성 알

고리즘은 수행속도가 빠르고 학습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

며 최적의 설정 값을 선택하는 어려움이 적고 정확한 광원

색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색 분포 가정을 잘 만족하는 화소를 검출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광원은 장면이 영상화 되는데

다음의 영향을 주게 된다. 첫 번째, 광원의 색상에 의해 영

상의 색은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정반사에 가까울수록

큰 밝기를 지닌다. 세 번째, 장면의 방사 휘도는 비선형으로

카메라 응답 함수의 특성에 의해 영상으로 사상된다. 첫 번

째,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화소 값이 높을수록 광원의 정보

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화소 값이 높을수록 광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만 색 포화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가까워질수록 카메라

반응 함수의 비선형적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신뢰도가 감

소한다는 사실이 유출된다. 따라서 우선 카메라 반응 함수

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 카메라 함수를 구

하고 이 함수의 분석을 통하여 Grey-world 가정을 신뢰도

있게 만족하는 장면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화소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채색이 아니지만 평균적으

로 무채색인 화소들에 비해서 무채색에 가까우며 높은 화

소 값을 갖는 화소들이 Grey-world 가정을 더 잘 만족한다

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주는

방법과 화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다루며 결과적으로 검출된

화소를 이용하여 광원 색을 추정하여 백색 광원에서 얻은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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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색 항상성 알

고리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3절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4절에서는 실제 영상을 통해서 제안한 방

법을 검증할 것이며 5절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색 항상성 알고리즘

색 항상성 알고리즘은 알려지지 않은 광원에서 얻은 영

상으로부터 백색 광원에서 얻은 이미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광원 색을 추정하는 절차와 추정된 광원 색을 이용

해서 원본 영상의 화소를 변환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영
상에서의 한 화소 값은 Lambertian 모델을 이용하여 다음

의 수식으로 나타냈다
[4].

 ·


 (1)

여기서 는 영상의 위치 좌표이고  , ,는 각각 광원

의 분광분포, 카메라 민감도 함수, 표면 분광 반사율을 의미

하며 는 센서 채널의 종류(R, G, B)를 지시하는 색인이다. 
그리고 는 에서의 표면 법선 벡터이며 은 정규화

된 광원의 방향 벡터이다. 표면 분광 반사율은 영상의 위치

좌표에 따라 다르며 카메라 민감도 함수는 센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광원의 분광분포는 장면에서 단일 균

등 광원이라는 가정에 따라서 영상의 위치 좌표에 따라 변

하지 않는다. 은 광원의 파장이며 적분은 가시광선 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광원 색은 광원의 분광 분포와 카메

라 민감도 함수에 의해서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냈다.

 

























 









 






(2)

그러나 광원의 분광분포와 카메라 민감도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정없이 광원 색을 추정하는 것은 제약

조건이 불충분한 문제이다. 어떤 추가적인 가정을 사용하

느냐에 따라서 색 항상성 알고리즘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색 분포에 대한 잘 알려진 가정으로는 Retinex 이론
[6]
에 기

반을 둔 가정으로 Land와 McCann에 의해 제안된

Grey-world 가정과 White-patch 가정이 있다. Grey-world 
가정은 장면의 평균 표면 반사율은 무채색을 갖는다는 가

정이고 Grey-world 알고리즘은 이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이 가정은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냈다.




  (3)

여기서 는 색도를 지시하는 상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수식(3)으로부터 각 채널의 전체 화소 값의 평균을 이용하

여 광원의 색을 구하는 Grey-world 알고리즘이 유도된다.











 


 

(4)

White-patch 가정은 RGB-채널의 극대 값은 정반사에 의

해서 야기된다는 가정이고 White-patch 알고리즘은 이 가

정에 기반하고 있다. 즉, 정반사로 인해 얻어진 색은 광원의

색이라는 방법으로 광원의 색은 영상에서 극대 값을 갖는

값을 구하는 것으로 계산 된다. 그리고 각 채널에 대해서

분리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다음 수식과 같이 max-RGB 
알고리즘이 된다.

max 
 (5)

어떤 알고리즘 사용하여 광원 색을 추정한 후에 이것을

이용해서 원본 영상의 색을 백색 광원 환경에서 얻은 영상

의 색으로 변환하는 것은 보통 다음의 수식을 이용한 선형

변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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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려지지 않은 광원에서 얻어진 원본 영상이며 

는 백색 광원에서 얻은 것처럼 변환 된 영상이다. 그리고

 는 알려지지 않은 광원에서 백색 광원 조건으로 영상

의 색을 사상하는 대각 행렬이다. 이 변환을 통해서 결과적

으로 영상의 휘도는 유지 하면서 광원의 색도만 변환된다. 
이 논문에서는 광원 색을 추정하기 위해 색 분포 가정에서

Grey-world 가정과 White-patch 가정을 잘 만족하는 화소

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Ⅲ. 제안하는 알고리즘

1. 고 신뢰 사상 가중치

   장면이 카메라를 통해 영상화 되는 과정은 일련의 비

선형 함수를 거쳐서 일어나며 하나의 카메라 반응 함수로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7)

함수 는 카메라 반응 함수며 는 센서의 방사 조도 값, 
은 화소 값을 의미한다. 만약 z는 단조 증가한다면 의

역함수 가 존재하며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8)

그러나 실제로 카메라 반응 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에서의 영상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시간이 소모

되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Grossberg와 Nayar가 제공한

자료
[12]

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 
  






(9)

여기서 는 구성되는 카메라 반응 함수를 의미하며 일

반적인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CCD, 필름 등 201개의 카

메라 반응 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카메라

반응 함수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카메라 반응 함수의 비

선형 특성으로 장면에서너무크거나 작은 방사 휘도는왜

곡되어 영상의 화소 값으로 사상되며 이는 한정된 화소 값

범위에 그 범위보다 넓은 방사 휘도 정보를담아야하기 때

문이다. 방사 휘도가 왜곡되어 사상되면 Grey-world 가정

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동일한 사상 비율로 얻어

진 화소를 사용하기 위해 의 기울기가 1에 가까운 부분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    이고        일 때 카메

라 반응 함수의 역함수의 기울기와 기울기가 1인 벡터의

각도는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 된다.

∠  
  cos






∥ ∥∥ ∥
 ·

  




(10)

그리고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정규화하고 




     일 때 다음 수식을 통해 선형

적으로 사상되는 부분에 가중치를 주게 된다.

 max∠ 
∠ 

 
(11)

2. 무채색 가중치

Grey-world 가정에서 표면 반사율의 평균이 무채색이 되

는 경우는 각각의 표면 반사율은 무채색이 아니지만 평균

반사율이 무채색인 경우와 각각의 표면 반사율이 무채색을

갖고 평균 반사율도 무채색이 되는 경우다. 만약 표면 반사

율의 색이 무채색이 아닌 여러 화소가 사용될 경우 그 평균

이 무채색일 경우만 주어진 가정을 만족하기 때문에 표면

반사율이 무채색을 갖는 화소가 다른 화소에 비해서 더 중

요하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다. 하지만 화소가 무채색을 갖

더라도 표면 반사율은 무채색이 아닐수 있다. 그러나 장면

에서 어느 값 이상의 방사 휘도는 카메라 반응 함수의 영향

으로 무채색에 가까운 화소로 사상된다. 따라서 장면에서

광원은너무 어둡지 않으며 광원을 반사하여 어느 정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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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max 

 i f   max 
(16)

   i f  max 

 i f  max 

기의 방사 휘도를 유발시킬수 있는 표면이 있다는 가정을

추가로 사용한다. 이 가정에 따라서 무채색에 가까우며 화

소 값이 큰 값을 가질 경우 광원 색의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유출 된다. 화소 값이커야 하는 조건은 카메라

반응 함수의 영향과 추가적인 가정을 고려하여 3.4절에서

분석한다. 
다음 수식을 통해서 화소 색에서 화소 값의크기에 대한

영향을 줄인 정규화 색도를 구할 수 있다.

max   


(12)

는 정규화 색도로 정의하며 채널에서 위치가 인

화소의 값은 그 화소의 세 채널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얻어진다. 한 채널의 반응은 1로 정

규화 되기 때문에 빛의 밝기에 따라 색도가 적게 변한다. 
       이고        

일 때 정규화 색도 공간에서 무채색을 갖는 벡터와의 각도

는 다음의 수식으로 구한다.

∠  
  cos






∥  ∥∥ ∥
  ·

 





(13)

다음 수식을 통해 그리고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정규화

하고 정규화 색도가 무채색인 부분에 가중치를 주게 된다. 

 max∠   
∠  

 
(14)

3. 가중치 조합

고 신뢰 사상 가중치와 무채색 가중치의 조합은 다음 수

식으로 같은 비중으로 조합되며. 강화 변수를 큰 값으로 설

정하게 되면 가중치는 더욱 강조된다.

 
 



(15)

4. 가중된 화소 탐색

마지막으로 가중된 화소를 탐색하는 방법은 최종적으로

광원의 색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화소들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광원은 장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빛의 내재적

인 가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각 채널에 대해서 최

대 밝기를 갖는픽셀을찾는 max-RGB방법이 각 채널의 행

방향과 열 방향으로 최대로 가중된 화소찾는 방법으로 변

형된다. 각 채널에서 영상의 행, 열의 수가 각각 , 이고

        ,          일때수식 (16)을
이용해서 한 채널에 대해서 열 방향과 행 방향으로 가중된

화소 중에 큰 값의 위치 가중치를 얻는다.
그리고 다음의 수식을 통해 각 채널과 각 방향으로찾은

위치 가중치를 합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위치 가

중치를 얻는다.

 ∪

 ∪∪ 
(17)

마지막으로 다음의 수식을 통해서찾은 화소에 대해서만

Grey-world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광원 색을 추

정하게 된다. 그림 1은 제안한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인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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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1. 광원의 색 추정 단계 (a) 원본이미지, (b) 고 신뢰 사상 가중치, (c) 정규화 색도, (d) 무채색 가중치 (e) 가중치 조합, (f) 가중된 화소, (g) 검출된
중요한 화소, (h) 변환된 이미지
Fig. 1. Steps to estimate the color of the light source. (a) Original image, (b) High reliability mapping weight, (c) Normalized chromaticity, (d) 
Achromaticity weight (e) Combination weight map, (f) Weighted pixel, (g) Valuable pixel, (h) Corrected image

Ⅳ. 실험 및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도오차를

사용한다. 추정한 광원 색과 실제 광원 색 사이의 각도이며

다음의 수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cos 



∥ ∥·∥ ∥

 ·
  




(19)

 는 실제 광원을  는 추정한 광원 색을 의미한다. 실

험은 Ciurea and Funt[13]가 제공한 SFU Gray-ball set(원

그림 2. SFU Gray-ball set의 몇몇 영상의 예시
Fig. 2. Some example images of the SFU Gray-ball Set

본)을 사용했다. 영상 자료는 실내, 실외, 사막, 도심 등의

총 15개의 다른 위치에서 얻어진 비디오들에서 추출된

11,346장의 영상들로 구성 되며 그림 2에서는 SFU Gray- 
ball set의 몇몇의 예를 보인다. 이 영상 자료를 사용하여

실험을 할 경우오른쪽밑의 회색 구는 영상에서 제외하고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된다.
그림 3은 사용한 영상 자료에 대해 강화 변수의 변화에

따른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각도 오차의 평균값

그림 3. 강화 변수에 따른 각도 오차
Fig. 3. Angular error depending on the change of enforc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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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과 중간값(적색)으로 나누어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다. 강화 변수가 8이하일 경우강화변수가 증가할수록 각도

오차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강화 변수가 그 이

상 증가할수록 각도 오차는 어느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강화 변수의 선택은계산비용과 각도오차

의 경향을 고려하여 수렴하는 각도 오차와 비슷한 결과를

주는 적당히 큰강화 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

리는 강화변수를 (κ=12)으로 사용했다.
기존 색 항상성 알고리즘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결과

는 표 1에 나타냈다. 제안한 방법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사용한 알고리즘보다는 큰

오차를 보이지만 그 외의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면작은 각

도 오차를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방법 평균값 중간값

Grey-World 7.9˚ 7.0˚

White-Patch 6.8˚ 5.3˚

General Grey-world 6.1˚ 5.3˚

1st-order Grey-edge 5.9˚ 4.7˚

2nd-order Grey-edge 6.1˚ 4.9˚

Using I. I. C Space 6.6˚ 5.6˚

Pixel-based Gamut 7.1˚ 5.8˚

Edge-based Gamut 6.8˚ 5.8˚

Generalized Gamut 6.5˚ 5.5˚

Using Natural Image Statistics 5.2˚ 3.9˚

제안한 알고리즘 5.5˚ 4.6˚

표 1. SFU Gray-ball set에 대한 다른 방법들과 제안한 방법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to other methods on the SFU Gray-ball set

그림 4는 제안한 방법과 1st-order Grey-world 방법, 
Grey-world 방법, Using I. I. C space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

서 각도오차에 따른누적 프레임의 그래프를 보인다. 누적

프레임은 어떤 각도 오차 이하의 값을 갖는 영상 자료의

수를 나타내며 누적 프레임이 먼저 증가할수록 영상 자료

에서 낮은 각도 오차를 갖는 프레임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한 방법의 경우가 기존의 다른 방법에 비해

서 좀 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제안한 방법은낮은 각도오차를 갖는 프레임의 수

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각도 오차에 따른 누적 프레임
Fig 4. Accumulate frame depending on the change of angular error

  
그림 5는 제안한 방법과 1st-order Grey-world 방법, 

Grey-world 방법, Using I. I. C space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

서 영상 자료의 몇몇 결과의 예를 보인다. 제안한 방법은

실내, 실외의 다양한 영상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정한 표면 반사율을 갖는 물체가 지배적인 경우에 평

균 표면 반사율이 무채색이라는 Grey-world 가정은 잘 만

족하지 않게 된다. Grey-edge 방법은 영상의 경계를 사용하

기 때문에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줄어들게 되어

Grey-world 방법에 비해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Grey-edge 방법은 경계부분이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부분

에 많이 분포하면 할수록 나쁜 결과를 줄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영상의 경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가정을 잘 만

족하는 화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Ⅴ. 결 론

이 논문에서는 광원의 색을 추정하기 위해서 색 분포 가

정을 잘 만족하는 중요 화소를 검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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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여러 방법에 대한 결과의 몇몇 예.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원본이미지, ground truth, 제안한 방법, 1st-order Grey-edge, Grey-world, using 
I. I. C space의 방법을 이용해서 변환한 결과
Fig 5. Some example result of several method: (From left to right) the original image, the result of correction with the ground truth, the proposed 
method, the first-order Grey-edge, the Grey-world, and using I. I. C space

제안했다. 우선 근사화한 카메라 반응함수를 이용하여 선

형으로 사상되는 화소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영상의 화소의 색을 이용하여 무채색의 표면 반사

특성을 갖는 물체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기 위해 정규화 색

도가 무채색인 부분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사용했고 마

지막으로 가중치가 높은 화소들이라도 무채색의 표면 반사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광원은 장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내재적인 가정

과 max-RGB 알고리즘을 변형하여 가중된 화소 중에 행, 
열 방향으로 최댓값을 갖는 화소를 얻는 방법을 사용했다. 
제안한 방법은 학습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구현이 쉬

우며 수행속도가 빠르다. 또한 최적 매개변수 선택이 기존

방법에 비해 쉬우면서도 실제 장면에서 정확한 광원을 추

정이 가능하므로 실용적이며 좋은 색 항상성 알고리즘이다. 
그러나 장면이 너무 어두워서 빛의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

지 못하거나 한 채널에 극단적으로 큰 값을 갖는 물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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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할 경우에는 기존 방법과마찬가지로 큰 각도오차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과 잠재적으로 높은 정확

도로 광원의 색을 추정할 수 있는 학습 기반의 방법의 결합

을 통해서 이상 값을 갖는 장면에서도 좋은 성능을 주는

방법을 앞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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