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2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3권 제2호, 2018년 3월 (JBE Vol. 23, No. 2, March 2018)

고-휘도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개선된 빠른 휘도 조절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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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ing

Kyung Seok Oha) and Yong-Goo Kima)‡

요 약

지각 양자기 광전 변환 함수의 생략 Taylor 급수를 이용한 선형 근사는 휘도 조절 기법의 하드웨어 구현에 적합한 폐쇄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만, 600~3,900 cd/m2 구간의 선형 영역 광 신호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근사 오차를 유발한다. 이러한 비-선형 광전 변

환 함수의 근사 오차 개선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선형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선형 근사 모델은 그 근사 범위를 고려한 직

선의 위치 교정 및 기울기 산출을 수행한다. 제안 모델의 성능 검증을 위해, 다양한 고-휘도 실험 시퀀스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

하였고, 이를 통해 채도가 높은 색상을 포함하는 시퀀스에 대해서는, Taylor 급수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선형 모델에 비해, 휘도 신호

의 t-PSNR을 4.65dB 만큼 개선할 수 있는 높은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Abstract

Highly non-linear electro-optical transfer function of the Perceptual Quantizer was approximated by a truncated Taylor series, 
resulting in a closed form solution for luma adjustment. This previous solution is fast and quite suitable for the hardware 
implementation of luma adjustment, but the approximation error becomes relatively large in the range of 600~3,900 cd/m2 linear light. 
In order to reduce such approximation error, we propose a new linear model, for which a correction is performed on the position and 
the slope of line based on the scope of approximation. In order to verify the approximation capability of the proposed linear model, a 
comparative study on the luma adjustment schemes was conducted using various high dynamic range test video sequences. Via the 
comparative study, we identified a significant performance enhancement over the previous fast luma adjustment scheme, where a 
4.65dB of adjusted luma t-PSNR gain was obtained for a test sequence having a large portion of saturated color 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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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고-휘도 콘텐츠의 제작 및 방송은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방송 기술의 한 영역이다. 이는 인간 시각 체계의 휘도

인지에 대한 해석 연구 발전[1]과, 제작 및 디스플레이의 고-
대비 명암 기록 및 표현 기술에 대한 비약적 최근 발전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전 비디오 콘텐츠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콘텐츠 체감 품질 증대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휘도 콘텐츠의 활용을 위해, ITU- 
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Radio com-
munication sector) SG6(Study Group 6)에서는 2016년 7월
HDR(High Dynamic Range) TV 방송 콘텐츠 제작 표준을

제정하였고[2], 이보다 앞서 2014년 SMPTE(Society of Mo- 
tion Picture & Television Engineers)에서는 제작 단의 편집

에 사용되는 기준 모니터에 고-휘도 콘텐츠 재현을 위한 전

광 변환을 표준화 하였다[3]. DVB(Digital Video Broad- 
casting)의 CM-AVC(Commercial Module – Advanced 
Video Coding)에서 작성 중인 HDR 관련 레포트를 참조하

면, 카메라와 기준 모니터를 포함한 다양한 HDR 제작 장비

들이 이미 보급되어 있으며, 2017년 여름까지 대략 100시
간 분량의 HDR 단편 콘텐츠와 80편 이상의 HDR 블루레

이 타이틀이 출시되었고, 2018년 이후 SDR(Standard Dy- 
namic Range)을 기반으로 한 초고화질 TV의 출하량이

HDR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HDR TV 출하량에 역전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HDR 콘텐츠의 방송 및 매체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해, DECE(Digital Entertainment Content Ecosystems)에서

는 2015년, 현재 HDR10으로 알려진, 공통 파일 및 미디어

포맷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였다[4]. 이 표준에서는 지각 양

자기(PQ – Perceptual Quantizer) 전광 변환[3]의 역변환을

사용하는 4:2:0 형식 변항적(Non-Constant) YCbCr BT. 
2020 색 공간[5]의 10-bit 신호를 기반으로 미디어 포맷을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 BT.709[6] 기반의 YCbCr 8-bit 4:2:0 
형식을 따르던 다양한 디지털 비디오 소비자 장치들과 유

사성을 유지하면서 HDR 콘텐츠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선

택이었지만, PQ의 극단적인 비-선형성과 변항적 YCbCr 색
-공간의 사용 및 색차 신호의 서브-샘플링 조합에 따라 주

관적 화질 열화의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화질

열화의 문제는 표준화 기구인 MPEG(Moving Picture Ex- 
perts Group)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는데[7-8], 주로 색-영역

가장자리에 위치한 높은 채도의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에서

큰 열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HDR10의 주관적 화질 열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

해, J. Strom 등은 [9]에서 반복적 휘도 수정 기법을 제안하

였다. 이 방법은 변항적 YCbCr 색-공간에서 색차 신호의

부-표본화(Sub-sampling)와 업-샘플링을 수행한 후 수정된

휘도(Y) 신호를 반복적으로 탐색하여 4:2:0 형식의 YCbCr 
신호가 4:4:4 형식의 원본 신호와 가장 유사한 선형 휘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A. Norkin은 [10]에서 이러한

반복적 휘도 수정 기법을 근사하여 하드웨어 구현에 매우

적합한 형태의 빠른 휘도 수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

법은 생략 Taylor 급수를 이용하여 비-선형 지각 양자기 전

광 변환을 1차식으로 근사함으로써 화소 당 일정 양의 연산

을 통해 수정된 휘도 값을 계산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반복적 휘도 수정 기법에 비해 매우 낮은 연산 복잡도에서

매우 유사한 휘도 수정 성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9]와 [10]의 휘도 수정 기법은 HDR10 기반 신호의

H.264|AVC(Advanced Video Coding)[11]/ H.265|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12] 부/복호를 위한 전처리/
후처리 및 부호기 조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최근

MPEG 문서에 채택되었다[13].
본 논문에서는 생략 Taylor 급수를 통한 1차식 근사가 함

수의 곡률이 높은 영역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

한 개선된 빠른 휘도 수정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기존의 빠른 휘도 수정 기법이 가진 낮은 연산 복잡도 및

하드웨어 구현 적합성을 가지면서, 반복적 휘도 수정 기법

의 성능에 더욱 근접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같다. 본 논문의 제Ⅱ장에서는

HDR 방송을 위한 일반적인 신호 변환프로세스에 대해 알

아보고, 이러한 신호 변환 과정에서 유발되는 휘도 신호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존의 휘도 조절 기법에 대해설명

한다. 그 후, 제 Ⅲ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선된

빠른 휘도 조절 방법에 대해설명하고, 제Ⅳ장에서 모의실

험을 통한 기존 휘도 조절 기법과 제안 방식의 성능 비교

연구결과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 본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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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린다.

Ⅱ. HDR 방송을 위한 신호 변환 프로세스와
휘도 조절 기법

본 장에서는 [13]에 소개된 HDR 방송을 위한 일반적인

신호 변환 과정 및 그 안에서 발생하는 고-휘도 영상의 주

관적 화질 열화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열화를줄이

기 위한 기존의 휘도 조절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1. 고-휘도 비디오 신호 변환 프로세스

그림 1은 참고 문헌 [13]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휘도

비디오의 일반적인 신호 변환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1의 고-휘도 비디오 신호 변환프로세스 전 과정의

입/출력은 선형 영역의 4:4:4 형식 RGB 신호로(가운데 블

록도 참조), 입력 신호는 고-휘도 방송을 위해 제작된 비디

오 신호[2]를 의미하고, 출력은 전처리, 부/복호화를 통해 생

성된 DECE 형식[4]의 미디어 신호(ST 2084, Y’CbCr 4:2:0, 
10-bit)에 후-처리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신호를 의미한다. 
그림에 표현된 전처리 과정(그림의 윗부분 블록도 참조)

을 자세히살펴보면, 우선 ST 2084[3]의 역-변환에 해당하는

OETF(Opto-Electrical Transfer Function)를 적용하여 비-
선형 영역의 R’G’B’ 신호를 생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OETF 함수는 선형 영역의 광 신호에 HVS(Human Visual 
System)의 휘도 인지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인지 영역에

서 선형 특성을 가지도록 신호를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제작 표준인 BT.709[6] 또는 BT.2020[5]에서는 이

러한 OETF로 간단한 멱-함수(Power Function)를 사용했

지만, 지각 양자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변환을 사용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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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상수는 m=78.84375, n=0.1593017578125, 
c1=0.8359375, c2=18.8515625, 그리고 c3=18.6875로 주어

지며, X 는 0~1의 범위로 입력되는 선형 R, G, B 각각의

신호 강도를 의미한다. 비-선형 영역으로 변환된 R’G’B’ 
신호는 선형 색-공간 변환을 통해 Y‘CbCr 신호로 바뀌는

데, 그 변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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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휘도 비디오의 일반적인 신호 변환 과정 [13]
Fig. 1. Conventional Signal Conversion Process for HDR Vide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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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변환 계수 wX 는 전-처리 과정에입력된 제작

신호의 색-범위(color gamut)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변

환된 Y’CbCr 색-공간의 휘도 및 색차 신호 값은 각기 양자

화 되어 디지털 신호 Y’Q ,CbQ ,CrQ로 변환되는데, 10 비트

양자화의 경우에는 다음 식을 사용한다.

  E ×scale of f set (3)

여기서, C(a, b, c)는클리핑함수로 c가 a보다 작은 경우

에는 a를, c가 b보다 큰 경우에는 b를, 그 외에는 c를 출력

하는 함수이고, R(a) 는 a 에 대한 반올림(Rounding) 함수

를 나타내며, (scale, offset)은 각기 E 가 Y’인 경우(이 경우

D는 Y’Q가 된다)와 E 가 Cb 또는 Cr 인 경우(이 때, D는

CbQ 또는 CrQ가 된다) (876, 64)와 (896, 512)로 주어진다. 
전-처리 과정의마지막 신호 변환은 색차 신호의 서브샘

플링을 통한 4:2:0 형식의 Y’Q ,CbQS ,CrQS 신호 생성 과정

이다. 이러한 색차 신호의 처리 과정은 HVS의 낮은 색차

민감도를 이용한 신호압축을 목적으로 하고, 저-대역 통과

필터의 적용 및 부-표본(subsample) 생성의 단계를거친다. 
[13]의 저-대역 통과필터는 식 (4)와 같은 유한 임펄스 응

답필터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권고 [2]와 [5]에 따라 Y’ 샘
플과 동일 위치에서(co-sited) 색차 신호 부-표본을 생성하

도록 하였다.

  
 



 × (4)

여기서, x[n]은 CbQ 또는 CrQ가 되고, n은 생성할 부-표
본의 위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필터는 색차 신호에 대해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기 독립적으로 적용되는데, 사용할

2가지 다른 종류의 필터탭 및 그특징을 그림 2에 도시하

였다.
그림을 보면, 두필터 중 f1의 주파수응답이(0.5rad/sam-

ple 에서 –6dB 출력) 보다강력한 감쇠와 우수한 스톱 밴

드 특성을 보이는 반면, 필터 f0는 스톱 밴드의 잔여 신호

에너지가 상당하여 에일리어싱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필터 f1을 사용하는 것이바

람직한 신호 처리 특성을 보이지만, f0는 표준화 기구인

MPEG에서 다양한 고-휘도 비디오 연구에 사용해온 필터

로[14] 고-휘도 영상의 휘도 신호왜곡 방지에바람직한특성

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휘도 비디오 신호의 이 후 변환 과정은, 이와같이 전-

처리가 수행된 Y’Q ,CbQS ,CrQS  4:2:0 형식의 디지털 비디

오 신호에 대한 부호화/복호화 및 복호 신호의 후-처리를

그림 2. 색차 신호 부-표본화를 위한 저-대역 통과 필터와 그 특징 [13]
Fig. 2. Characteristics of the Low-Pass Filters for Chroma Subsamplin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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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디스플레이 신호 생성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후-처
리 과정은 전-처리 과정의 역-과정에 해당한다.

2. 휘도 조절 기법

고-휘도 비디오의 휘도 신호왜곡 현상과 휘도 조절 기법

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의 후-처리 과정(그림의아래부분

블록도 참조)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전-처리 과정과 부/

복호화 과정을 통해 주어진 10 bit 4:2:0 형식의  

신호가 업-샘플링 되어 4:4:4 형식의  신호로 변환

된다. 전-처리의 부-표본화 과정이 휘도 신호와 동일 위치

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 업-샘플링 과정에서홀수 화소

위치의 색차 신호는  신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

고, 대신짝수 화소 위치의 색차 신호는 각 색차 신호에 식

(4)의필터를 적용하되 [b-1 , b0 , b1 , b2] = [-1, 9, 9, -1]/16
의필터탭을 사용하여(필터의 출력위치는 0과 1 사이) 생

성하게된다. 업-샘플링 된 4:4:4 형식의  신호는, 
부-표본화 및 업-샘플링 과정을 통해 발생한 오류를 수반하

며(특히, 영상의 윤곽선 부분 – 그림 10 참조), 식 (5)의

역-양자화 과정을 통해 실수 화소 값을 가지는  신
호로 변환된 후, 식 (2)의 역-변환을 통해 비-선형 영역의

 신호로바뀐다. 이  신호는 ST 2084의 EOTF 
(Electro-Optical Transfer Function)를 통해 선형 영역의 디

스플레이 신호 로 최종 변환된다. 
이러한 고-휘도 비디오 신호 변환의 전 과정에서

로 두어 비디오 부/복호화의 영

향을 완전히 배제하더라도, 전-처리의 입력인  제작

신호와 부-표본화 및 업-샘플링을 통해 오류가 수반된  
디스플레이 신호 사이에는 인지할 만한 휘도 오류가 발생

하는 문제가 있는데, 휘도 신호의민감도 때문에 색차 신호

에만 부-표본화를 진행했던 신호 변환 과정에서는 의도 하

지 않았던 현상이다. 이러한 오류를 그림 3에 도시하였다. 
그림 3은 선형 영역 RGB 신호를균일 간격으로 생성/조합

하여, 이를 1,000x1,000 영상의 각 화소에 대응시킨 실험

영상을 구성한 후, 이를 그림 1의 신호 변환 전 과정을 통과

시켜선형 영역 디스플레이 신호를 생성하고, 이를 원본 실

험 영상과 비교한 오류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x, y축은

CIE(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xy-공간의

각축을 의미하고, z축은 선형 영역 휘도 오류의 제곱값을

나타낸다. 그림 3을 위한 실험 영상이, 자연 영상과는달리, 
구조적인 윤곽선이나 텍스쳐 등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채
도가 높은, 색-영역(Color Gamut) 근방의, 색상에서 색차

신호 부-표본화로 인한 휘도 오류가 집중된다는 기존의설

명[9-10]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색차 신호 부-표본화로 인한 선형 영역 RGB 신호의 휘도 오류
Fig. 3. Luminance Error in Linear RGB by Chroma Subsampling

이와같은 오류의 수정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에

서 라 두고(부/복호화 과정을

생략), 후-처리 과정을 살펴보자. 앞서 설명한 업-샘플링과

역-양자화를 수행하여얻게되는 은 다음과같이 표

현할 수 있다.

 ′   ′        (5)

여기서, Y’, Cb, Cr 은 전-처리 과정에서 색-공간 변환을

마친 제작 신호와 같고, △Cb 와 △Cr 은 부-표본화 및 업-
샘플링을 수행하여 발생한 오차를 의미한다. 식 (5)에서 그

림 3의 선형 영역 휘도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을 조절하

는 방법이 휘도 조절 기법인데, 휘도 신호를 다음과 같이



오경석 외 1인: 고-휘도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개선된 빠른 휘도 조절 기법   307
(Kyung Seok Oh et al.: Enhanced Fast Luma Adjustment for High Dynamic Range Television Broadcasting)

수정했다고 가정하자.

 ′   ′   ′ ′  ′ (6)

이 신호를, 후-처리의 다음단계인, 식 (7)의 색-공간 변환

에 대입하여 식 (8)과 같은 비-선형 영역의  신호를

얻는다.





 ′
 ′
 ′




 






  

  

  





×



 ′






 (7)

여기서, 행렬의 각 원소 aRCr, aGCb, aGCr, 그리고 aBCb는

RGB 신호가 정의된 색-범위에 따라 각기 다르게정의된다.

 ′   ′   ′   ′   ′   ′ (8)

여기서, △R , △G , △B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  ′≠   

   ′≠  ′  ×   ×

 ′≠   

   ′≠  ′  × ′≠   

(9)

이렇게얻어진 비-선형 영역의  신호에 식 (10)의

EOTF를 적용함으로써, 선형 영역 디스플레이 신호

를 얻게 되고(식 (10)의 각 파라미터는 식 (1)의 파라미터

정의와 같다),

 







  ⋅ 

max   






(10)

따라서 선형 영역에서의 휘도 오류 에너지는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참고 문헌 [9]에서 J. Strom 등이 제안한 휘도 조절 방식

은 가능한 모든양자화 된 휘도 신호 Y’Q  중에서 식 (11)이
최소화 되는 양자화 된 휘도 신호를 탐색하는 반복적 방법

이고, 제안된 적절한 신호 영역을 사용하여 탐색을 수행하

는 경우 평균 2~3번의 탐색으로 최적의 휘도 신호를 결정

할 수 있다. 여기서 휘도 신호의 탐색이라 함은 식 (5) ~ 
식 (11)로 주어진 선형 영역에서의 휘도 오류 에너지를 반

복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10]에
서는 이와같은 반복 탐색이 복잡할뿐아니라 화소 당 계산

부하가불균일하여 하드웨어 구현에 적합하지못하다는 문

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략 Taylor 급수에 기

반 한 빠른 휘도 조절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 기법

은 식 (8)의  신호에 대한 식 (10)의 EOTF 적용을

다음과 같은 생략 Taylor 급수로 근사한 것이다.

  ′   ′   ′  ′  ′ × (12)

여기서, V’( )은 V( )의 도함수를 의미하고, X = R,G,B 
이다. 식 (12)의 EOTF 근사를 이용하면 식 (11)의 오류에

너지는 식 (13)과 같이 간략화 될 수 있다.
여기서, △R , △G , △B 는 식 (9)와 같고, 따라서 식

(13)을 Y’new에 대해 미분하여 0으로 놓고 정리하면, 식
(15)와 같은 형태의 빠른 휘도 조절 근사가 가능하다.

Ⅲ. 개선된 빠른 휘도 조절 기법

앞 장에서설명한 빠른 휘도 조절 기법의핵심은, 비선형

영역의 디스플레이 신호  ′   ′   ′이 각각 비선형 영역

   ×   ′     ×   ′     ×   ′    (11)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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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작 신호  ′   ′   ′과 매우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식 (11)의   ′    ′    ′을 식 (12)로 근사함으

로써 폐쇄형 솔루션 식 (15)를 구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

는, 식 (12)의 생략 Taylor 급수가 가진 ST 2084 EOTF 함
수에 대한 근사 성능 한계 살펴보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된 선형 근사 함수를 제안한다.

1. 빠른 휘도 조절 기법의 한계

Taylor 급수를 이용한 선형 근사는, 일반적으로, 근사 대

상 함수(곡선)의 곡률이 높은 부분에서, 그리고 근사 범위

가클수록 그 성능이 떨어진다. 본 논문의 관심대상인, ST 
2084 EOTF에 대한 이러한 선형 근사의 성능 한계를살펴

보기 위해, 그림 4에 비선형 광선 기준의 3개 영역(0.1~0.3, 
0.7~0.9, 그리고 0.95~1.0)에 대한 식 (12)의 선형 근사를

예시하였다.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0.1~0.3 그리고

0.95~1.0 구간에서처럼 EOTF 곡선이 직선과 매우 비슷한

형태일 경우 근사 직선과 곡선의 해당 영역이 거의 겹쳐져

근사 오차가거의 0에 가까운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비선

형 광선 0.7~0.9 구간에서와같이 EOTF 곡선의 곡률이 매

우 큰 경우에는 식 (16)으로 주어지는 Taylor 선형 근사의

오차가크게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근사 대상 영역

△X 가 클수록 더욱 심각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  ×  (16)

여기서 비선형 광선 0.7~0.9 영역은 선형 영역 광선

0.06~0.39에 해당하는데, ST 2084가 0~10,000cd/m2의 선

형 영역 광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는 대략

600~3,900cd/m2 선형 영역 광선에 해당한다. 현재 시중에

서 판매되는 최고 사양의 기준 모니터 수준이나 후-처리를

통한 영화 스튜디오 콘텐츠의 최고 사양 제작 실정이 대략

2,000~4,000cd/m2 수준임을 감안할 때, 비선형 영역 광선

0.7~0.9 구간은 현존 HDR 콘텐츠의 매우 중요한 신호 영역

에 해당하게되고,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처리되어야할 신

호 구간이라 할 수 있다.

2. 개선된 빠른 휘도 조절 기법

앞 절에서 지적한 선형 근사 오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그림 4. 지각 양자기 전광변환의 생략 Taylor 급수를 이용한 근사 오류
Fig. 4. Approximation Error of the PQ-EOTF using Truncated Taylor Series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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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 논문에서는 ST 2084 EOTF가 가진 볼록면(Convex- 
ity) 특성을 이용한 선형 근사 수정 모델을 제안한다. 볼록

면특성은 곡선 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 두 점 사이에

서) 언제나 해당 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을말하

며, 따라서 이는 Taylor 선형 근사 값이언제나 곡선의 값보

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특징을 이용하여 식 (12)
의 선형 근사 모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

  ′   ′    ′ ×
(17)

여기서,   ′ 는 앞서 설명한 볼록면 특성을 이

용해 선형 근사 직선을 위쪽으로 약간 올려준 것이고, 

  ′ 는 선형 근사 직선의 새로운 기울기를 의미하

며, 은 이러한 파라미터 연산을 위해 고려하는 선형 근

사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수정 선형 근사 모델이

Taylor 급수를 이용한 선형 근사 성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설명하기 위해, 그림 5에수정 선형 근사모델

의 파라미터 의미를 도시하였다. 그림 5는, 그림 4의 지각 양

자기 전광 변환에서현재 근사하려는 영역  이 0.7~0.9인
경우, 식 (12)로 주어진 Taylor 급수를 이용한 선형 근사와

식 (17)의 수정 선형 근사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Taylor 급수를 이용한 선형 근사는 근사 영역

내에서 전광 변환 곡선 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가진다. 
또한 근사 영역 양끝의 두 점 (예를 들어, 그림에서 (0.7, 

V(0.7)), (0.9, V(0.9)))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보면, 근사

영역 내에서 전광 변환 곡선 보다언제나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제안 된 수정 근사 모델은

앞서살펴본 두 극단의 근사 직선 중간을 지나도록설계하

였는데, 이러한설계는 근사 영역 내 데이터의 발생빈도에

따라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Taylor 급수 기반 선

형 근사 모델의 근사 정확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식 (17)의 파라미터

  ′ 는 비선형 신호 X’에서의 두 근사 직선 높이

를평균하고 여기에 감쇄요소를 고려하한 것이고, 근사 모

델의 기울기는 근사 영역 양끝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각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 [0.7, 0.9] 인 경우 제안된 수정 선형 근사 모델의 예시
Fig. 5. Illustration of the Proposed Linear Approximation when    =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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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채널의 근사 영역 범위  (X = R, G, B 
)는 식 (9)에서 Y’new, 와 Y’ 이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식

(20)과같이 정의하며, 새로운 Y’new 를 통하여결과적으로

식 (9)의 △R , △G , △B 를 감소시켜 식 (11)로 주어지는

선형 영역 휘도 오류를줄여주게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식
(18)에 0~1 사이의 감쇄 요소 r 을 도입하였다.
이상의설명과같이, 식 (17)의 수정 모델을 이용하여 식

(11)의 비선형 함수   ′을 근사하는 경우, 식 (11)을 최

소화 하는 Y’new 는 식 (2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F 는 식 (22)와 같다.

Ⅳ. 실험 및 결과

개선된 제안 휘도 조절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기
존 방식(반복적 휘도 수정 기법 [9], 빠른 휘도 수정 기법

[10]]에 대한 제안 기법의 성능 비교를 수행 하였다. 비교를

위한 모의실험에서는, 최근 MPEG에서 사용했던 고-휘도/
광-색역 비디오 부호화 실험의 테스트 시퀀스 중, BT.709 
[6] 색-영역을 컨테이너로 사용했던 시퀀스를 중심으로 그

림 6과 같이 구성하였다. 
MPEG에서 사용했던 비디오 부호화 실험 시퀀스 중

  ′   ⋅  ′     ′  ′  (18)

  ′     ′    ′    (19)

             (20)

 ′ 
⋅ ′   ⋅ ′  ⋅ ′ 

⋅ ′ ⋅⋅ ′⋅⋅ ′ ⋅  
(21)

  ⋅  ′   ⋅ ′   ⋅  ′  (22)

그림 6. 성능 비교 모의실험에 사용된 테스트 시퀀스
Fig. 6. Test Sequences used for the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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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709 컨테이너 테스트 시퀀스만을 비교 실험에 사용한

이유는, 그림 1의 전/후-처리에 따른 휘도 오류가,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높은 채도의 색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휘도 조절 방식 간의 성능 비교에는

BT.2020 컨테이너 테스트 시퀀스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이다1). 실험에 사용된 시퀀스는 모두 BT.709 색-
영역으로 편집된 BT.709 컨테이너 형식의 선형 광을 최

대 4,000cd/m2 범위까지 16-비트 부동 소수점 포맷[15]을

사용하여 OpenEXR 포맷[16]으로 기록한 것이다. 각 시퀀스

별세부 정보를 표 1에 정리했는데, 시퀀스 이름에는 각테

스트 비디오의 해상도와 프레임-율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

어 있으며, 모의실험에 사용된프레임수(범위) 및 각 시퀀

스 영상의 요약된 색-범위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에서설명한테스트 시퀀스에 대한 각 휘도 조절 기

법의 성능을 표 2에 요약하였다. 표에서 각 방식을 비교한

객관적 화질 측도로는 tPSNR(Annex F[14])로 표현한 휘도

신호(즉, tPSNR-Y)를 사용하였고, 휘도 조절을 수행하지

않은 신호(No Adj.)에 대한 개선 정도(즉, tPSNR-Y의 차

이)를 표시하였다.
표 2에서볼수 있는바와같이, 제안된 휘도 조절 방식은

기존의 빠른 휘도 조절 방식을평균 1.78dB 개선하였고, 최
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반복적 휘도 조절 방법과의 성능

차이를 평균 –1.18dB로 (기존 –2.96 dB) 줄여주었다. 표
에서, 제안 방식의 각 시퀀스별결과뒤괄호 안의숫자는

해당 시퀀스에 적용된 식 (18)의 감쇄 요소 r 의 값을 의미

한다. 시퀀스마다 최고 성능을 제공하는 감쇄 요소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림 7에 실험 시퀀스 Tibul2와
Market3에 대한 0~1 사이의 감쇄 요소별 제안 휘도 조절

기법의 성능을 도시 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항상 0~1 사이에서 최고 성능을 나타

내는 감쇄 요소가 존재하고 최고 성능 지점을 벗어날수록

점차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모든실험 시퀀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고 성능을 나타내는 감쇄요소를프레임

별로 찾아 각 프레임 별 최고 성능을 평균한 결과는 그림

7에 보이는 시퀀스별감쇄요소를 이용한 최고 성능과 (소
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1) BT.2020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BT.709 비디오를 담는 경우)에는, 그림 8의 (a) Ground 실험 영상에서와 같이 영상의 화소들이 점유하
는 색-영역이 매우 좁아져, 표 2의 Ground 실험 결과처럼 각 휘도 조절 방식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 비교를 수행하기 어렵다.

Sequence Name Frames Gamut Characteristics

FireEater2Clip4000r1_1920x1080p_25_hf_709_444_xxxxx.exr 
Market3Clip4000r2_1920x1080p_50_hf_709_444_xxxxx.exr
Tibul2Clip4000r1_1920x1080p_30_hf_709_444_xxxxx.exr

Ground_1440x1080_60_hf_709_xxx.exr
PanoHD_1920x1080_60_hf_709_xxx.exr

 * xxxxx means the frame number of each ‘exr’ file

0 - 201
0 - 401
0 - 240
0 - 500
0 - 599

Saturated B and C, M(small)
Saturated R(small), B, C, M, Y

Saturated Black and White
No Saturation

Saturated B and C (small)

표 1. 테스트 시퀀스에 대한 세부 정보
Table 1. Detailed Information on the Test Sequences

Test Sequence No Adj. (tPSNR-Y) Interative Adj. [9] Fast Adj. [10] Proposed

FireEater2
Market3
Tibul2

Ground
PanoHD

57.16
49.64
53.00
69.12
57.41

+13.59
+20.06
+16.53
+0.63
+12.36

+12.53
+14.26
+14.35
+0.61
+6.62

+13.06 (0.4)
+16.20 (0.3)
+16.07 (0.7)
+0.62 (0.9)
+11.27 (0.6)

Average 57.26 +12.63 +9.67 +11.45

표 2. 각 휘도 조절 방식에 대한 비교 실험 결과 (단위: dB)
Table 2. Comparison Results for Each Luma Adjustment Schemes (unit: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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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실험 시퀀스에 속하는 모든 영상이 유사한 색상과

밝기를 가지는 특징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2의 실험결과를 각 실험 시퀀스별로살펴보면, 제안

기법이 빠른 휘도 조절 기법을 최대 4.65dB(PanoHD 실험

시퀀스) 개선하여, 반복적 휘도 조절 기법의 성능에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표 2의
Ground 실험 시퀀스의 결과를 보면, 각 휘도 조절 기법을

통한 개선도가 매우 낮은 것을볼수 있는데, 이는 색차 신호

의 전/후처리에 의한손실이 매우 낮아개선할 대상 오류가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후처리손실의 관점에서 Market3 
실험 시퀀스의 휘도 조절 결과를 보면, 최소 14.26dB(빠른

휘도 조절 방법[10])에서 최대 16.53dB(반복적 휘도 조절 방

법[9])의 매우 높은 성능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Ground 실험 시퀀스의 경우와는 반대로 색차 신호의 전/후
처리에 의한 휘도 오류가 커서(표 2 ‘No Adj.’ 열의 결과, 
49.64dB, 참조), 휘도 조절 기법에 의한 높은 성능 개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색차 신호에 대한 전/후처리손

실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8에 Ground와 Market3 
실험 시퀀스의 한 프레임에 대한 각 화소의 색-영역 내 위

치를 표시하였다. 각 화소의 위치는 CIE-xy 공간 내 빨간

‘+’ 기호로 중첩표시했기 때문에, 빨간 영역은많은 화소가

촘촘하게 중복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 ‘Ground’와 ‘Market3’ 테스트 시퀀스 영상의 색-영역 내 화소 위치
Fig. 8. Plots of Pixel Positions in Color Gamut for the Test Sequences ‘Ground’ and ‘Market3’

그림 7. 성능 비교 모의실험에 사용된 테스트 시퀀스
Fig. 7. Test Sequences used for the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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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면, 표 1에요약한 색-영역특징의설명과같이, 
Ground 실험 시퀀스의 경우에는 색-영역 내 채도가 높은

(색-영역 경계선에 가까이 위치한 화소) 색의 화소가 전혀

없다. 반면, Market3 실험 시퀀스의 경우에는 채도가 높은

Blue, Cyan, Magenta 및 Yellow 색상 화소가많은 것을볼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채도의 색상은 색차 신호의 전/후처리

에 의한 휘도 신호 오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7-10], 이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
선, 채도가 높은 화소를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상은 그렇지

않은 영상에 비해 그 색차 신호 활동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9 참조). 이러한 색차 신호의 활동도(즉, 변화)는 영상

의 고주파 영역에 해당하므로 색차 신호 부-표본화 오차를

더커지게하고(그림 10 참조), 이러한 색차 신호 부-표본화

오류에 의해 원본 영상의 휘도 품질이 더욱크게훼손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8에
색-영역 내 화소 위치를 표시했던 ‘Ground’와 ‘Market3’ 동
일 실험 영상에 대한 Cb(Chrominance blue) 색차 신호와

해당 색차 신호의 부-표본화 오차를 각각 그림 9와 그림 10
에 도시하였다. 
그림 9를 보면, Ground 영상에 비해 Market3 영상에서

더욱 또렷하고 많은 윤곽선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러한 또렷한윤곽선은 영상 내객체 경계에서 색-변

   그림 9. ‘Ground’와 ‘Market3’ 테스트 시퀀스 영상의 Cb 영상
   Fig. 9. Cb Images for the Test Sequence ‘Ground’ and ‘Market3’

  그림 10. ‘Ground’와 ‘Market3’ 테스트 시퀀스 영상의 Cb 영상
  Fig. 10. Cb Images for the Test Sequence ‘Ground’ and ‘Marke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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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더욱많고 색차 신호의 활동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

하고, 그림 8에서 볼 수 있는 채도가 높은 많은 화소들의

존재와 연관된다. 이러한 색차 신호의 또렷한윤곽선은 부-
표본화와 업-샘플링을 통한 오류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는

데, 그림 10에 Ground와 Market3에 대한 이러한 부-표본화

오류를 도시하였다.
그림 10은 그림 1의 부-표본화 전 원본 영상의 양자화

된 색차 신호 CbQ 에서 부-표본화 및 업-샘플링을 수행한

색차 신호 의 차이를 도시한 것으로, Market3 영상의

객체윤곽선 부분에서 매우 큰 오차가 발생하였음을 볼수

있다. 이러한 오차로 인해, 휘도 조절을 수행하지 않는 경

우, 표 2의결과에서볼수 있듯이, 휘도의 품질이 상대적으

로크게낮아지고, 휘도 조절 기법은 이러한 오류를효과적

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빠른 휘도 조절 방식에서 사용했

던 생략 Taylor 급수를 이용한 지각 양자기 EOTF의 선형

근사 한계를 주목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선형

근사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 모델은 EOTF 함수의 볼록

면 특징을 고려하여 근사 직선이 접선보다 위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근사를 수행하는 범위를 고려하여 그 위

치를결정하였다. 제안 방식은 기존의 빠른 휘도 조절 기법

과마찬가지로, 화소 당균일한 계산 양이요구되는 폐쇄형

솔루션 형식을 가지면서도, 색차 신호의 부-표본화에 따르

는 고-휘도 영상의 휘도 오류 개선에 더욱 우수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제안 방식의 우수성

은 고-휘도 방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 및 송출 장

비 하드웨어 구현에 있어 매우 높은 활용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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