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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동 분할계산기법을 사용한 역 컬러라이제이션 기반의 컬러영상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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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레터논문에서는 컬러라이제이션(Colorization)기반 영상압축방법을 위해 평균이동기반의 영상분할법을 사용하여 컬러라이제이션

행렬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계산 속도는 대략 30배 이상 빨라지고, 기존의 역컬러라이

제이션 기반의 압축방법에서 생기는 번짐(smearing) 현상도 많이 제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letter, we propose a method for colorization based coding, which divides the colorization matrix into smaller sub-matrices 
using the meanshift segmentation. Using the proposed method the computation speed becomes more than 30 times faster. Furthermore, 
the smearing artifact, which appears in conventional colorization based compression method, is greatly reduced. 

Keyword : Color image compression, colorization, meanshift segmentation, optimization.

Ⅰ. 서 론

최근에 컬러라이제이션(Colorization)[1][2]
을 이용한 새로

운 컬러영상 압축기법이 제안되었다
[3]-[5]. 이것은 컬러영상

의 색도(色度)성분에 대한 압축방법이다. 즉, 휘도성분에 대

해서는 기존의 JPEG 또는 JPEG2000의 1-채널 압축방법

등으로 압축을 수행하고, 색도성분에 대해서는 역(逆)컬러

라이제이션 (inverse colorization)기법을 사용하여 압축을

수행한다. 역컬러라이제이션 기법이란 컬러영상으로부터

나중에 전체 컬러를 재구성할 수 있는 대표픽셀(Repr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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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ive Pixels : RP)들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인코더

(Encoder)에서 RP를 추출한 후 이를 디코더(Decoder)로 보

내면 디코더에서는 휘도성분과 RP를 사용하여 전체 컬러

를 재구성하게 된다. 본 레터논문에서는 컬러리제이션 계

산시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평균이동분할(Meanshift 
Segmentation)방법

[6]
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평

균이동분할 방법을 사용하면 컬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행렬을 여러 개의 부(部)행렬들로 분할할 수 있게 되어 인

코더에서 RP를 추출하는 계산 과정과 디코더에서 전체 컬

러를 재구성하는 계산 과정을 여러 개의 작은 부행렬들에

대한 병렬계산으로 수행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인코딩과

디코딩 계산이 빨라지게 된다. 

Ⅱ. 선행연구

1. 컬러라이제이션(Colorization) 

컬러라이제이션이란 흑백영상에 색상을 입히는 기술로

수동으로 몇 개의 픽셀들에 대한 색상정보를 주면 자동으

로 모든 픽셀들의 색상정보가 결정이 되는 기술을 말한다
[1][2].  Levin은 최적화를 이용한 컬러라이제이션 방법을 제

안하였다
[1]. 이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얻어진다:

 
∉ 

∈





∈

 (1)

위의 에너지항은 Cb와 Cr성분에 대해서 각각 따로 존재

한다. 여기서 은 색상정보가 주어진 영역을 말하며, 은
현재 고려중인 픽셀을 의미하며, 은 의 주변에 있는

픽셀들을 말하며 은 에 속한 픽셀이다. 은 픽셀

에 대한 함수이며 픽셀이 RP이면 은 그 픽셀에서의

색상성분값(Cb 또는 Cr값)을 갖고, RP가 아니면 0을 값으

로 갖는다. 는 구하고자 하는 해가 된다.
이때 가중치인   은 휘도영상으로부터 계산되는데, 보

통 ∝
        

  으로 놓는다. 여기서 는 휘도

영상이고, 은 스케일링을 위해 들어간 양수값이다.  식
(1)은 행렬식으로 표현이 된다. 즉,  

 ∥∥ (2)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인데, 여기서

  는 모두 ×  행렬이며, 은 전체영상의 픽셀

의 갯수를,  는 단위행렬을 말하며,   는  위치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  값을 가진 행렬이다:

′   ∈일때
 그외의경우 (3)

  식 (2)의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

었다[1]. 그러므로 를 최소화하는 는       에
의해 구할 수 있다. 

2. 역컬러라이제이션을 이용한 컬러 영상압축

역컬러라이제이션을 이용한 컬러영상압축은 인코더에서

컬러라이제이션의 반대 과정인 역컬러라이제이션을 수행

하는 압축방법이다[3]-[5]. 인코더는 휘도성분을 기존의 압축

방법, 즉, JPEG이나 JPEG2000등으로 압축하고, 색상성분

은 역컬러라이제이션을 수행하여 RP를 추출한다. 보통 RP
의 갯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압축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

나 RP추출법은 최종의 RP집합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행

렬 의 역행렬을 구해야 하는데 가 크기 때문에 계산량

이 많이 요구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행렬 의 구성을

잘못하게 되면 디코더에서 색상값을 재구성할 때 색이 섞

이는 번짐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레터논문에서는

평균이동기반의 영상분할을 사용하여 행렬을 여러 개의

작은 부행렬들로 분할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Ⅲ. 제안하는 방법

평균이동기반 영상분할을 사용하여 전체 영상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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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 …∪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이렇게 영상의 영역을 분할시킨 후에

각 분할된 영역에 대한 컬러라이제이션 부행렬을 구성하여

색상정보를 얻는 방법을 취한다. 즉, 분할된 영역 내에

속한 RP집합을 이라 할 때, 즉,  ⊂일 때, 각 분할

된 영역 에 대해 다음의 에너지항들, 즉  
들을 최소화시킨다:   

  
∈

 
∈




 
∈

   
(4)

    ∉  ∈,     ∈  ∈이

다. 위의 에너지항들을 최소화하여 얻게 되는 색상정보

 ∈  가 원래영상의 색상정보를

잘 재현한 색상정보가 되게 하려면 의 RP들이 내

에 있는 픽셀들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그외의 다른

영역내의 픽셀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

다. 그런데 평균이동기반의 분할에 의해 얻어지는 영

역들은 색상기반의 분할법이면서 색상간의 경계선에서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영역을 분할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

을 잘 만족한다.  
식 (4)도 행렬식들로 표현할 수 있다. 즉, ∈ 

∈일때     이 성립한다. 즉, 평
균이동기반의 영역분할에 의해 분할된 영역의 갯수만큼

의 행렬식들로 표현이 된다. 여기서 부행렬 들은 식

(4)의 행렬 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에

있는 픽셀들과 의 RP들만 가지고 구성된다는 점이 다

르다. 행렬 과 부행렬 들의 관계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행렬 는 의 원소들 중 영역내에 있는 픽셀

들의 색상값과 RP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원소들로만 구

성이 된다.
 행렬의 원소들 중 다른 영역에 있는 RP가 끼치는 영

향을 나타내는 원소 (그림 2의 행렬의 원소들 중 회색으

로 표시된 부분)들은 분할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되어 번짐

현상이 제거되어 색상의 재구성 성능이 좋아진다.

그림 2. 컬러라이제이션 행렬의 분할
Fig. 2. Dividing the colorization matrix

그림 3은 제안한 방법을 컬러라이제이션에 사용한 전체

시스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전체 시스템도
Fig. 3. Overall system diagram

  

Ⅳ.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RP추출방법으로는 단순 랜덤 RP추출, 논
문 [3]-[5]의 방법을 각각 사용하고, 컬러라이제이션 방법으

로는 Levin의 방법과 제안한 분할계산법을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컬러라이제이션의 방법으로 제안한 분할계산

법을 사용할 경우 RP추출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

라도 속도와 성능이 향상이 된다. 논문 [5]도 평균이동방법

을 사용하고 있으나 RP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

다는 점에서 본 레터논문과 내용이 다르다. 그림 4는 각각

의 방법에 대한 영상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표 1은 SSI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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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RP추출법 컬러라이제
이션

SSIM
(Cb)

SSIM
(Cr)

PSNR
(dB)

색상압축

률

계산속도

(sec)

방법1
Random

Levin's 0.7632 0.7722 21.5329 3.9% 320

방법2 Proposed 0.8101 0.8304 25.3252 3.9% 12

방법3 논문 [3] Levin's 0.7834 0.7945 23.4942 3.2% 341

방법4 논문 [4] Levin's 0.7755 0.7812 22.0401 3.2% 334

방법5 논문 [5] Proposed 0.8232 0.8432 32.4352 2.8% 17

방법6 JPEG 0.8143 0.8323 33.2112 4.1% 6

표 1. 제안한 방법과 Levin의 방법의 실험결과 정리
Table 1. Comparison results between the various methods

그림 4. 결과비교 : 그림 (a)~(f)은 각각 표 1의 방법 1~6의 결과
Fig. 4. Experimental Comparison 

PSNR의 값을 비교하고 있다. 4:1:1포맷을 적용할 때 원색

상 정보량은 ××  byte (×에

Cb,Cr을 1 byte씩 할당)가 된다. 방법1의 경우 RP를 319개
이므로 ×  byte(319개의 RP에 대해 Cb,Cr값
1byte씩, x,y좌표 1byte씩 할당)되어 색상 압축률은

1276/32768=3.9%가 된다. JPEG은 QP=19일 때랑 (색상정

보 1362byte) 비교하였다. 표 1의 압축률은 전체컬러영상의

압축률이 아니라 색상정보만의 압축률을 나타내고 있다.
제안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번짐 현상이 적어지고 속도

가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량의감소는 다음

과 같다. 행의 갯수가 인 행렬의 역행렬의 계산량(덧셈과

곱셈의 수)은 가우스 소거법을 사용할 경우 대략 


 이

된다. 그러므로 만약 개의 픽셀 갯수를 가진 영상을 같은

수의 픽셀을 가진 개의 영역을 분할하였다고 가정하면

계산량은 




  


 


 이 된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 알고리즘을돌려본 결과 계산 속도는약 30배 빨라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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