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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영상 색온도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 경향에 따라 가변적으로 색온도를 변환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선호 경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목표 색온도 결정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디스플레이 화질 및 색 개선을 위한 여러 연구들 중, 

사용자의 선호 경향을 고려한 화질 및 색 개선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1-4]이 있다.  

이 중에서 사용자의 선호 경향을 바탕으로 영상의 

색온도를 변환하는 방법[3]은, 디스플레이 장치의 특성에 

영향을 적게 받고,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디스플레이 화면의 

색감을 개선할 수 있으며,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는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D50(5003K), D65(6504K), 9300K 중 하나의 색온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영상을 따뜻한 느낌의 색(붉은) 쪽으로 

변환하거나 시원한 느낌의 색(푸른) 쪽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색온도 변환은 화면 자체의 색감을 

사용자가 정하는 일정한 색온도(예: 6504K)에 고정시켜 

버리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색온도 

선호 경향을 디스플레이 되는 동영상에 가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영상 색온도 변환 방법이 연구되었다[3,4].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3,4]를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영상 색온도 변환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사용자의 선호 경향에 따라 가변적으로 색온도 변환하는 

방법에서 핵심이 되는 목표 색온도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 목표 색온도 결정 방법[3]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2. 본론 
 

가. 기존의 사용자 선호 경향을 고려한 색온도 변환 방법 
 

 

[3]은 MPEG-7 에서 제안된 색온도 서술자[5,6]에 따라 

색온도의 전체 구간(1667K~25000K)을 4 가지 카테고리(Hot, 

Warm, Moderate, Cool)로 나누고, 색온도 변환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를 조사를 위하여 실험 영상을 각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였다. 색온도 변환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원 영상 보다, 따뜻한 느낌의 영상(Hot, 

Warm)에 대해서는 좀 더 따뜻하게(warmer, 색온도 낮음), 

시원한 느낌의 영상(Cool, Moderate)은 좀 더 

시원하게(cooler, 색온도 높음) 색온도가 변환된 영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4]는 [3]에서 제안된 색온도 방법에 대한 성능 평가 

실험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고, 기존 연구 결과의 

바탕이 되는 영상 색온도 변환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 경향을 

검증하고, 한 번 이상 변환된 영상 색온도의 재 변환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위해, 색온도 변환에 대한 사용자 선호 

경향 조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반복 색온도 변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밝혔으며, 색온도 변화량을 

바탕으로 한 색온도 변환 곡선을 제시하였다. 

 

나. 제안하는 사용자 맞춤형 색온도 변환 방법 
 

사용자의 선호 경향을 반영한 색온도 변환 과정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입력 영상의 색온도(Ti)로부터 목표 색온도(Tt)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색온도 변화량에 대한 4 차 방정식의 곡선[4]을 바탕으로 

최적의 목표 색온도(Tt) 결정 방법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이 

4 차 방정식의 곡선은 색온도 변환에 대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즉, 따뜻한 느낌의 

영상(Hot, Warm)은 더 따뜻하게(warmer, 색온도 낮음), 

시원한 느낌의 영상(Cool, Moderate)은 더 시원하게(cooler, 

색온도 높음) 볼 수 있도록 색온도를 변환하는 맵핑 함수로 

사용될 수 있다[4].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10-00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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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색온도 변환 곡선(맵핑 함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입력 영상의 색온도(Ti)로부터 목표 색온도(Tt)를 

결정하는 것은 최적의 목표 색온도 결정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색온도 변환 곡선만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개개인의 특정한 선호 경향을 반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는 따뜻한 느낌의 영상은 더 따뜻하게 보기를 

원하지만 시원한 느낌의 영상은 변환되지 않은 원 영상 그대로 

보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선호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따라서 주어진 

색온도 변환 곡선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선호 경향에 따라 그 

사용자에 적합한 새로운 색온도 변환 곡선을 유도해야 한다.  

 

표 1. 색온도 변환 곡선을 위한 데이터 

 변곡점 변화량 

1 40.00 0.00 

2 94.32 34.45 

3 148.63 45.00 

4 227.15 31.31 

5 305.67 0.00 

6 369.54 -26.58 

7 433.41 -45.00 

8 516.71 -43.89 

9 600.00 0.00 

 

표 1 은 기존 연구[4]의 결과를 바탕으로 색온도 변환 

곡선을 유도하기 위한 변곡점과 색온도 변화량에 대한 표이며, 

역색온도(RT, reciprocal color temperature)로 값을 

표현하였다.  사용자의 선호 경향에 따라, 주어진 각 변곡점에 

대한 색온도 변화량을 조정한 후, 곡선 접합(curve fitting) 

알고리즘[7]을 이용하면 새로운 색온도 변환 곡선을 유도할 수 

있다. 

제안하는 사용자 맞춤형 색온도 변환 방법은, 기존 

연구[3]와 달리 세 개의 기준 영상을 사용하여 색온도 변환 

곡선(맵핑 함수)을 결정하게 된다. 즉, 사용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세 개의 영상에 대한 색온도 변환 경향을 바탕으로 

자신의 선호 경향에 맞는 최적의 목표 색온도 결정 함수를 

생성하게 된다. 주어지는 첫 번째 영상은 전체 색온도 구간 중, 

중간에 해당하는 구간(Warm, Moderate)의 영상들에 대한 

색온도 변환에 영향을 준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상은 

각각 따뜻한 색온도 구간(Hot, Warm)과 시원한 색온도 

구간(Moderate, Cool)의 영상들에 대한 색온도 변환에 영향을 

준다.  

각 기준 영상을 선택을 위한 각 구간별 색온도의 범위는 

다음 표 2 와 같다. 색온도는 역색온도(RT)로 표현하였으며 

단위는 MK
-1
이다. 

 

표 1. 기준 영상의 선택을 위한 구간별 색온도 범위 

구간 색온도 범위 변화량 최대값 범위 

중간 200MK
-1

~400MK
-1

 - 

시원한 40MK
-1

~305MK
-1

 100MK
-1

~200MK
-1

 

따뜻한 306MK
-1

~600MK
-1

 420MK
-1

~520MK
-1

 

각 기준 영상들에 대한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간 

구간의 영상들은 해당 영상 내의 색 구성 비율에 따라 영상의 

색감이 따뜻하거나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어느 한 쪽(시원한 쪽 

혹은 따뜻한 쪽)으로의 색온도 맵핑이 쉽지 않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중간 구간의 

영상들 중 대부분 백색으로 구성된 영상을 첫 번째 기준 

영상으로 선정하였다. 시원한 구간과 따뜻한 구간에서는 각 

구간에서 색온도 변화량이 최대값을 가지는 구간에서 색온도가 

변화된 결과 영상이 가장 자연스러운 영상을 선택하였다. 

 

  

(a) Tu > Tr1               (b) Tu < Tr1 

그림 1. 첫 번째 기준 영상의 변화량에 따른 함수의 변화 

 

그림 1 은 사용자의 선호 색온도(Tu)가 첫 번째 기준 영상 

색온도(Tr1)보다 높을 때(Tu > Tr1)와 낮을 때(Tu < Tr1), 

유도된 4 차 방정식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실선으로 된 그래프는 원래 유도되었던 4 차 방정식의 

그래프이고, 점선으로 된 그래프는 사용자의 선호 

색온도(Tu)와 첫 번째 기준 영상의 색온도(Tr1)의 차이에 따라 

변화된 4 차 방정식의 그래프이다.  

만약 사용자의 선호 색온도(Tu)가 첫 번째 기준 영상의 

색온도(Tr1)보다 높으면(Tu > Tr1)사용자는 색온도 구간에서 

중간 구간에 있는 영상들을 좀 더 시원하게 보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1(a)에서 보이는 4 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같이 좀 더 시원한 쪽으로 변화량이 

증가하고, 변화하는 구간도 더 넓어지도록 변곡점의 위치를 

변화 시켜 새로운 4 차 방정식을 유도한다. 반면, 사용자의 

선호 색온도(Tu)가 첫 번째 기준 영상의 색온도(Tr1)보다 

낮으면(Tu < Tr1)사용자는 중간 구간에 있는 영상들을 좀 더 

따뜻하게 보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1(b)의 4 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같이 좀 더 따뜻한 쪽으로 

변화하는 변화량이 증가하고, 변화하는 구간도 더 넓어지도록 

변곡점의 위치를 변화 시켜 새로운 4 차 방정식을 유도한다. 

이렇게 사용자의 선호 색온도(Tu)와 첫 번째 기준 영상의 

색온도(Tr1)에 대한 차이에 따라 좀 더 시원하거나, 좀 더 

따뜻하게 변화되는 구간의 영역과 색온도 변화량을 조정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1 차 맵핑 함수(Algorithm 1)로 

정의하였다. 

 

① 먼저 각각의 X(변곡점), Y(변화량) 변수에 앞서 제시했던 

변곡점과 변화량 값을 미리 입력 해 놓고, 사용자의 선호 

색온도(Tu)와 첫 번째 기준 영상의 색온도(Tr1)에 대한 

차이(ΔT, ΔRT)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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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연스럽지 못한 색온도 맵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선호 색온도(Tu)와 첫 번째 기준 영상의 색온도(Tr1)에 

대한 차이(ΔRT)가 역색온도 -100 ~ +100 범위 내의 

값만 반영되도록 한다. 

③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경우(ΔT > 0, 

ΔT < 0)에 따라 변곡점의 값을 조정한다. 

④ 조정된 변곡점과 변화량을 이용하여 새로운 맵핑 함수인 

4 차 방정식의 계수(Cr1)를 계산한다. 

⑤ 입력 영상의 색온도(Ti)와 4 차 방정식의 계수(Cr1)를 

이용하여 목표 색온도(Tt)값을 계산한다. 

⑥ 만약 계산된 목표 색온도(Tt)값이 색온도 값의 

범위(1667K~25000K)를 벗어난다면, 색온도 값의 범위 

내의 값으로 조정해 준다.  

 

(Algorithm 1) First mapping function 

X[0~8] = { 40.0, 94.32, 148.63, 227.15, 305.67,  

369.54, 433.41, 516.71, 600.0 } 

Y[0~8] = { 0.0, 34.45, 45.00, 31.31, 0.00,  

-26.58, -45.00, -43.89, 0.0 } 

ΔT = Tu - Tr1 

ΔRT = 10
6 
/ ΔT (Reciprocal ΔT) -① 

 

if (ΔRT > 100)  

ΔRT = 100  

else if (ΔRT < -100)  

ΔRT = -100 -② 

 

if (ΔT > 0) 

X[2~4] = X[2~4] + ΔRT 

else if (ΔT < 0) 

X[4~6] = X[4~6] + ΔRT -③ 

 

Cr1[0~4] = CurveFitting(X, Y, 4) -④ 

 

RTt = Cr1[0]*RTi
4 
+ Cr1[1]*RTi

3  

+ Cr1[2]*RTi
2 
+ Cr1[3]*RTi + Cr1[4] 

Tt = 10
6
 / RTt -⑤ 

 

if (Tt > 25000)  

Tt = 25000 

else if (Tt < 1667)  

Tt = 1667 -⑥ 

 

그러나 위 1 차 맵핑 함수만으로 목표 색온도를 결정할 

경우, 사용자가 특정한 선호 성향이 없는 경우에도 1 차 맵핑 

함수(4 차 방정식의 계수, Cr1)에 의해 구해진 목표 색온도로 

영상이 변환되는 문제가 있다. 즉, 각 사용자 별로 서로 다른 

선호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느낌의 영상은 더 

따뜻한 영상으로, 시원한 느낌의 영상은 더 시원한 영상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각 사용자들이 변환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에 목표 색온도를 결정하는 함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영상이 1 차 맵핑 함수에 

의해 색온도가 변환된 결과 영상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선호 여부를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 2 차 맵핑 함수를 

적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 영상의 

색온도 변환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Sr2, Sr3)에 따라 목표 

색온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2차 맵핑 함수(Algorithm 
2)로 정의하였다.  

 

① 만약 사용자가 시원한 쪽으로의 변화를 선호하지 않았다면, 

시원한 쪽의 변화에 대한 2 차 맵핑 함수(Cr2)를 계산한다. 

② 만약 사용자가 따뜻한 쪽으로의 변화를 선호하지 않았다면, 

따뜻한 쪽의 변화에 대한 2 차 맵핑 함수(Cr3)를 계산한다. 

③ 먼저, 1 차 맵핑 함수(Cr1)를 적용하여 목표 색온도(Tt)를 

계산하고, 만약 사용자가 시원한 쪽이나 따뜻한 쪽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면 2 차 맵핑 함수(Cr2 or Cr3)를 

적용하여 목표 색온도(Tt)값을 갱신한다. 

④ 만약 계산된 목표 색온도(Tt)값이 색온도 값의 

범위(1667K~25000K)를 벗어난다면, 색온도 값의 범위 

내의 값으로 조정해 준다. 

 

(Algorithm 2) Second mapping function 

if (Sr2 == FALSE) { 

Δ Y = Cr1[0]*Y[4]
4 
+ Cr1[1]*Y[4]

3
 

+ Cr1[2]*Y[4]
2 
+ Cr1[3]*Y[4] + Cr1[4] 

Xr2[0~3] = { X[0~2], X[4] } 

Yr2[0~3] = { 0, 0, 0, Δ Y } 

Cr2[0~4] = CurveFitting(Xr2, Yr2, 4) 

} -① 

 

if (Sr3 == FALSE) { 

Δ Y = Cr1[0]*Y[4]
4
 + Cr1[1]*Y[4]

3
 

+ Cr1[2]*Y[4]
2
 + Cr1[3]*Y[4] + Cr1[4] 

Xr3[0~3] = { X[4], X[6~8] } 

Yr3[0~3] = { Δ Y, 0, 0, 0 } 

Cr3[0~4] = CurveFitting(Xr3, Yr3, 4) 

} 
-② 

 

RTt = Cr1[0]*RTi
4
 + Cr1[1]*RTi

3
 

+ Cr1[2]*RTi
2
 + Cr1[3]*RTi + Cr1[4] 

 

if ( (Sr2 == FALSE) && (RTi < X[4]) ) { 

RTt = Cr2[0]*RTi
4
 + Cr2[1]*RTi

3
 

+ Cr2[2]*RTi
2
 + Cr2[3]*RTi + Cr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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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Sr3 == FALSE) && (RTi > X[4]) ) { 

RTt = Cr3[0]*RTi
4
 + Cr3[1]*RTi

3
 

+ Cr3[2]*RTi
2
 + Cr3[3]*RTi + Cr3[4] 

} 

Tt = 10
6
 / RTt 

 

 

 

 

 

 

-③ 

 

if (Tt > 25000)  

Tt = 25000 

else if (Tt < 1667)  

Tt = 1667 -④ 

 

이와 같이 1 차 맵핑 함수와 2 차 맵핑 함수를 이용하여 

목표 색온도를 결정하면, 각 사용자 별 선호 경향이 완전하게 

반영된 결과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색온도 변환 방법을 제시하였다. 향후 사용자 만족도 평가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고,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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