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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성분 분석을 이용한 대비 개선 방법
*

박상현

Contrast Enhancement Method using Color Components Analysis
Sang-Hyun Park*
요 약
최근 센서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이 두 기술을 접목한 비쥬얼 센서 기술을 이용하
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찰 또는 감시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비쥬얼 센
서를 이용한 응용은 실외 지역을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날씨나 시간에 따라 영상의 대비가
좋지 않은 영상이 얻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비쥬얼 센서의 특성을
이용하여 조도 대비 컬러 특성을 모델링하고 이 특성을 이용하여 대비가 개선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모델은 영상에서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관심영역에 대해서 조도 대비 컬러 특
성을 측정하여 이를 감마함수 형태로 모델링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저대
비 영상의 컬러 성분들을 보정하여 영상의 대비를 개선하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Recently, as the sensor network technologies and camera technologies develops, there are increasing needs by
combining two technologies to effectively observe or monitor the areas that are difficult for people to access by using
the visual sensor network. Since the applications using visual sensors take pictures of the outdoor areas, the images
may not be well contrasted due to cloudy weather or low-light time periods such as a sunset. In this paper, we first
model the colo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illumination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visual sensors that continuously
capture the same area. Using this model, a new method for improving low contrast images in real time is proposed. In
order to make the model, the regions of interest consisting of the same color are set up and the changes of color
according to the brightness of images are measured. The gamma function is used to model color characteristics using
the measured data. It is shown by experimental results that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the contrast of an image
by adjusting the color components of the low contrast image simply and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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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관련 연구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들이
다양한 감시 및 관찰 응용에 사용되고 있다. 도시지역

저조도 상황에서 대비가 높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
한 대표적인 방법은 정상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노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영상이 수집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영상

출을 크게 하여 영상을 한 번 더 밝게 촬영한 후 두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대비가 높은 영상을 만드는 방

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석되어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다. 감시 등의 응용에서 카메라를 연결
하는 네트워크 기술은 전통적인 방법인 에드혹 네트

법이다[8]. 이 방법은 밝게 촬영된 영상이 매우 흐리
게 촬영되기 때문에 컬러 통계 정보와 공간적인 제한
요소 등을 고려하며 특징들을 추출하는 등의 복잡한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따라서, 비쥬얼 센서 응용과 같

워크 형태에서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센
서 네트워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즉, 카메라
는 이제 하나의 센서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렇게 영
상 정보를 획득하는 센서를 비쥬얼 센서라고 하며, 이
들을 연결하는 망을 비쥬얼 센서 네트워크 (Visual
Sensor Network : VSN) 라고 한다[1-2].
비쥬얼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 분야는 주로 원격 감
시 또는 관찰 분야이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
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비
쥬얼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들 간에 망을 형성하여 자
료들이 수집되도록 시스템이 구성된다. 또한, 비교적
긴 주기로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정지 영상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동영상과 같은 많은 데이터가 발
생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화질의 경우에는 환경 감
시나 자연 관찰과 같은 응용들을 위해 획득된 영상은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해상도가 높게 설정
되어 운용된다[3-6].
비쥬얼 센서를 이용하여 실외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조도가 매우 낮은 영상들
이 촬영된다. 그런데 우리가 촬영되는 공간과 피사체
의 컬러 특성을 알고 있다면 흐리거나 해가 저무는 시
간대 등의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 촬영된 영상의 대비
를 개선할 수 있다[7]. 본 논문에서는 비쥬얼 센서네트
워크와 같이 동일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감시
및 관찰 응용에서 컬러 성분들이 영상의 밝기에 대해
가지는 특성을 모델링하고, 이를 활용하여 저조도에서
촬영된 영상의 대비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대비 개
선에 대한 기본 고려사항과 관련 연구들을 설명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대비 개선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
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
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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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영상을 촬영하는 응용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Kim 등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카메라의 노출 정
도에 따라 대비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정보를 이용하
여 효과적으로 영상의 대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7]. 이 방법은 공간의 컬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카메라의 노출값 설정에 따른 컬러의 변화를
측정한다. 컬러 특성은 일반적으로 24개의 컬러를 가
지는 맥베스 컬러체커를 이용하여 대상공간에서 노출
값을 달리하여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구한다. 그림
1은 촬영 장소의 컬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4개
의 컬러를 가지는 맥베스 컬러체크를 노출 정도를 달
리하여 촬영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 다양한 EV값을 촬영된 맥베스 컬러체커
Fig. 1. Macbeth colorcheckers using various EV’s

자연 관찰 등에 적용되는 비쥬얼 센서 응용의 환경
은 실외이고 계절이나 기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맥베스 컬러체커를 이용하여 사전에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맥베스 컬러체커를 사용하지 않고 촬
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영상의 밝기에 따른 컬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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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여 저조도 영상의 대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
법이 선행연구에서 제안되었다[9].

그림 2. 관심영역 후보 예
Fig. 2 Region of interest candidates

선행 연구에서는 해당 장소를 촬영한 영상에서 직
접 맥베스 컬러체크와 같은 대표 컬러를 선정하고 전
체 영상의 밝기값 변화에 따라 해당 컬러의 변화 특
성을 측정하였다. 이때 대표 컬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임의의 영역을 선정하고 k-mean 방법을 적용한 클러
스터링을 통해 대표 컬러를 선정하였다. 임의의 영역
은 그림 2와 같이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충분한 영
역을 선정하였고 한 영역의 크기는 가로 및 세로의
크기를 10픽셀로 하여 100픽셀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선정된 컬러가 임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림 1과 같
이 단일한 컬러로 구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적
은 수의 관심영역으로도 효과적으로 저조도 영상의
대비를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Ⅲ.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그림 3과 같이 선행연구와 동일하
게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컬러
값의 변화를 측정할 영역을 정하는 것이다. 이때 제안
하는 방법은 선행연구와 달리 이미지 분할을 통해 하
나의 컬러로 이루어진 관심영역을 구한다. 두 번째 단
계는 정해진 영역들의 컬러 값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때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컬러 성분별 변화 특성을
감마 함수로 모델링하고 파라미터는 선형회귀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
서 분석된 컬러의 대비 변화 모델을 이용하여 최종적
으로 저대비 영상의 대비를 개선한다.

그림 3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3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algorithm

3.1 관심 영역 설정

관심 영역은 전체 영상에서 컬러 성분들을 분석할
영역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컬러는 세 가지 성분으로
표현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RGB 컬러 모델을 사용한
다. 그림 1의 맥베스 컬러체크 영상을 분석해 보면,
같은 컬러 성분이라도 어떤 색에 속하느냐에 따라 조
도 대비 컬러 값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영상의 모든 화소에 대해서 조도 대비
컬러 성분들의 변화 특성을 측정하게 되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일정한
개수의 영역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도 대비 컬
러 성분의 변화 특성을 모델링하여 전체 영상에 적용
하게 된다.
관심 영역은 맥베스 컬러체크와 같이 전체 영상을
대표할 수 있는 색깔을 영상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 먼저 영상을 컬러값을 기준으로 분할한다. 충
분히 많은 수의 세그먼트를 영상을 분할한 후 분할된
영상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대표 컬러를
선정한다. 그림 4는 관심 영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
상을 분할한 결과를 보여준다. 영상 분할에 적용한 방
법은 SLIC(: Simple Linear Interactive Clustering)
방법으로 계산량이 많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영상을
분할한다 [10]. 이 방법은 정해진 수로 영상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된 세그먼트의 모양도 조절할 수 있다.
본 방법에서는 컬러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 영상을 분할하기 때문에 세그먼트가
너무 길쭉한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 5는 SLI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영상을 분할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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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입력 영상의 분할
Fig. 5 Segmentation of the input image

그림 6. k-mean 군집화를 이용하여 선정된 관심 영역
Fig. 6 Selected regions of interest using k-mean
clustering

사용된 영상은 2000 × 1500 크기의 영상으로 계산
량이 적은 SLIC 알고리즘도 바로 적용하게 되면 부
하가 많아진다. 또한 대표 화소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 보다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
안하는 방법에서는 영상을 분할하기 전에 먼저 영상
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5에서는 전체 영상을
300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영상을 구분한 후 각각
의 구분된 영상에 대해서 SLI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영상을 분할하였다.
영상을 분할한 후 분할된 세그먼트들에 대해서 화
소값들의 분산이 가장 작은 세그먼트를 영역의 대표
세그먼트로 설정한다. 그리고 대표 세그먼트의 중심을
계산하고 중심을 기준으로 가로 및 세로의 크기를 10
픽셀로 하여 100개의 픽셀로 구성되는 관심영역을 설
정한다. 이때 세그먼트의 중심은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픽셀들의 좌표 값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이 과정을 통
해 300개의 관심영역들이 선정된다.
이렇게 선정된 300개의 영역에 대해서 k-mean 방

그림 7. 7개 영역의 R 채널 특성
Fig. 7 R channel characteristics of 7 regions

법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대표 영역을 선정한다. 이때,
각 후보 영역은 R, G, B의 세 컬러 성분들의 평균으

그림 8. 채널 특성을 이용한 색상 값 보정
Fig. 8. Adjustment of a color value using channel
characteristics

로 이루어지는 벡터로 표현되고 영역들 간의 컬러 유
사도를 기준으로 k-mean 군집화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비슷한 컬러 영역들을 같은 영역으로 모으게 된다.
그림 6은 그림 5의 영상 분할 결과를 바탕으로 k
값을 40으로 하여 k-mean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로
선정된 40개의 대표 영역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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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도 대비 컬러 모델링

설정된 대표 영역에 대해서 조도 변화에 따른 컬러
성분별 값들의 변화를 모델링한다. 그림 7은 7개의 관
심 영역에 대해서 영상별 적색 성분의 값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이때 영상은 밝기별로 정렬되었고 인
덱스가 증가할수록 어두운 영상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의 밝기가 감소하면 관심영역의 적색값도
감소한다. 하지만 적색이 어떤 컬러를 구성하는 적색
값이냐에 따라 감소하는 정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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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논문에서는 조도에 대한 컬러값의 변화는 감마
함수 형태로 모델링한다 [11]. 각각의 관심영역에 대
해서 세 개의 컬러 성분별로 모델링하며, 감마함수 형
태로 영상의 밝기에 대한 컬러값의 변화를 모델링한
다. 특정 관심영역에 대해서 하나의 컬러 성분을 모델
링하는 감마함수는 식 (1)과 같다.
  ⋅

(1)

여기서  는  번째 영상의 전체 밝기 값을 나타내고
 는 해당 관심영역의 컬러성분의 값의 나타내며, 

와  는 모델 파라미터이다. 측정된 관심 영역의 컬러
값을 이용하여 모델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방법은 최
소제곱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식 (1)에 로그
함수를 적용한다.
ln   ⋅ln   ln 

(2)

식 (2)를 측정값과 모델 차이에 해당하는 오차 
를 추가하여 최소제곱법의 모델로 표현하면 식 (3)과
같다.
′  ⋅′  ′  

(3)

여기서 ′  , ′  , ′ 는 각각 ln  , ln  , ln  을 의미
한다. 최소제곱법은

 을 최소로 하는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으로 파라미터  와 ′ 는 식 (7)과 같이
결정된다.





,
′

 

′ 
′

 
   
,
′ 
  












 ′ ′

 







,

 ′

 



3.3 컬러 대비 개선

입력 영상의 대비를 개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한 채널별 영상의 밝기에 대한
컬러값 변화 모델을 이용하여 저대비 영상의 대비를
개선한다. 그림 8은 컬러 값 변화를 감마함수로 모델
링한 것을 이용하여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 그림에서  는 저대비 영상의 전체 밝기값을 나타
내고, 보정하기 위한 화소의 컬러 성분 중 한 성분의
컬러값이  일 때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R, G, B 성
분 중에서 화소의 R 성분값이  인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모든 컬러값에 대해서 변
화를 모델링 한 것이 아니고 관심 영역의 개수만큼의
컬러값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였다. 따라서 영상의 밝
기값이  일 때 컬러값이  에 가장 가까운 두 모델을
찾으면 그림 8과 같이 될 것이다. 두 모델을 각각 1
번 관심영역의 모델과 2번 관심영역의 모델이라고 하
자. 그림 8에서  과  는 각각 1번 관심 영역과 2번
관심 영역의 대비가 좋은 상황에서의 색상 값을 의미
한다. 즉,  는 1번 영역과 2번 영역의 특성의 중간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며,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의
값을  과  의 값을 이용하여 보정하게 된다.
   ⋅   ⋅ ,

(8)



   ,   
  
  

(9)

보정할 때는 선형 보간 방법을 이용하며, 이때 가
장 유사한 두 영역의 컬러값들과의 차이를 가중치로
이용한다.  은 밝기 값이  일 때 관심영역 1의 컬러
값과  의 차이를 의미하고,  는 밝기 값이  일 때

(5)







(4)

여기서  은 모델링에 사용된 영상의 개수를 나타낸
다.

(6)

관심영역 2의 컬러값과  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값
을 가중치로 이용하여 대비가 좋은 영상의 값들을 선
형으로 보간하면 식 (8)과 같이  의 보정값  를 계
산할 수 있다.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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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결과
제안하는 대비 개선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쥬얼 센서를 이용하여 촬영된 영상을 이용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영상들은 해당 지역에 설
치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되었고, 조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해 지는
시간대가 포함되게 촬영하였다.
그림 6을 보면 제안하는 방법에 의해 선택된 관심

(c) lake

영역이 하늘 영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40개의 관심 영역을 설정할 경우 중복되는 컬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관심
영역의 개수를 15개로 줄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림 9는 15개의 관심영역이 선택된 것을 보여준다.

(d) wharf
그림 10. 환경 감시 영상 (a) 해변, (b) 섬, (c) 호수,
(d) 부두
Fig. 10 Images of environmental monitoring (a) beach,
(b) island, (c) lake, (d) wharf

그림 9. k-mean 군집화를 이용하여 선정된 15개의
관심 영역
Fig. 9 15 Selected regions of interest using k-mean
clustering

그림 10은 네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 중 해가 지고
난 후에 촬영된 영상을 보여준다. 첫 번째 영상
(beach)은 해변에서 촬영된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
(island)은 섬을 먼 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두 장
소는 자연관찰에 해당하는 영상들이다. 세 번째 영상
(lake)은 호수를 촬영한 영상이고, 마지막 영상은 부
둣가를 촬영한 영상이다. 이 두 장소는 원격 감시 응
용에 해당하는 영상들로 호수나 부두를 원격으로 감
사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11은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관심영역의
컬러 특성을 모델링하고 조도가 낮은 영상에 대해서

(a) beach

대비를 개선한 결과를 보여준다. 15개의 컬러에 대해
서 모델링을 적용하여 대비를 개선했기 때문에 컬러
재현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물체를 식별하는데는 효과
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의 (a)와 (b)는 자연관
찰의 예로써 자연관찰 응용에서 동물들의 활동 등을
관찰하는 정도의 응용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의 (c)와 (d)는 원격 감시의 예로써,
감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확인하는데 효
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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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수를 5개로 하여 두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관심 영역의 수가 적기 때문에 물 영역의
푸른 빛이 모두 재현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의 방법을 적용한 그림 12 (a)와 제안하는

(a) beach

방법을 적용한 그림 12 (b)를 비교해 보면 컬러의 다
양성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방법을 적용한 경우 갈대와 물의 색깔이 거의
하나의 색으로 표현된 반면,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한
영상은 갈대와 물 영역이 보다 다양한 색으로 표현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 island

(a) existing method

(c) lake

(d) wharf
그림 11. 대비 개선된 결과 영상 (a) 해변, (b) 섬,
(c) 호수, (d) 부두
Fig. 11 Contrast enhanced resulting images (a)
beach, (b) island, (c) lake, (d) wharf

(b) proposed method
그림 12. 대비 개선된 결과 영상 (a) 해변, (b) 섬, (c)
호수, (d) 부두
Fig. 12 Contrast enhanced resulting images (a) beach,
(b) island, (c) lake, (d) wharf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선행 연구에서 제안

본 논문에서는 비쥬얼 센서를 이용한 환경 관찰 및

한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이전 연구에서는 관심영역
을 선정할 때 임의의 영역으로 하여 영역이 하나의
컬러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 그리고

원격 감시 응용에서 저대비 영상의 대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알고리즘이

컬러의 특성을 모델링하지 않고 가장 비슷한 영상의
측정값을 이용하였다. 개선된 부분에 대한 성능 차이

관심영역을 임의로 선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심
영역을 선정할 때 영상 분할 기술을 적용하여 관심영
역이 동일한 색으로 구성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관

를 비교하기 쉽게 관심 영역의 수를 5개로 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림 12는 호수 영상에 대해서 관심영

심영역의 수를 줄여도 저조도 영상의 대비를 잘 개선
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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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술과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카
메라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을 관찰 또는 감시하는 응용들이 앞으로 많이 만
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하는 방법은 동일한 지
역의 조도 대비 컬러 특성이 일정하다는 특성을 이용
하여 촬영된 영상의 컬러 변화 특성을 모델링하고 이
를 이용하여 저조도 영상의 대비를 개선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계산량으로 효과적으로 영상의 대비를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실시간 관찰 및 감시
응용에 제안하는 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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