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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그래픽스 분야에서 다양한 재질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

데, 다양한 재질의 반사특성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고 이때 광디텍터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면서 HDR 영상으로부터 광량을 추정한다. 그러나, 디지털카메라는 분광광도계와 달리 컬러보

정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생성된 HDR 영상 역시 컬러가 보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HDR 영상을 생성하기 전에 LDR 영상들의 컬러를 보정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HDR 영상의 컬러를 보정하는 HDR-레벨 컬러보정 방법을 제안한다. 

 

1. 서론 

최근에는 실감나게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 단순히 
컬러나 텍스쳐(texture)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
제 금속이나 플라스틱, 옷감 재질 등의 복사 휘도

(radiance)를 측정하고 BRDF 를 생성하여 좀 더 실감

나게 표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7] 
BRDF 는 재질 표면의 한 점에서 들어오는 광량에 대
해 반사하는 광량을 나타내는 함수 f(θi,Φi,θo,Φo) 로 표
현한다.  θi 와 Φi는 들어오는 광의 방향을,  θo 와 Φo

는 반사하는 광의 방향을 의미한다. 모든 방향에 대
한 f 를 생성하기 위해 광원의 방향과 반사하는 광을 
측정할 디텍터(detector)의 위치를 달리해 가면서 측정

한다.[3-7] 이때 광 디텍터로써 분광광도계

(spectrophotometer) 대신 저가의 널리 보급된 디지털카

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3,4,6,7]  
 하지만 디지털카메라는 실 세계의 넓은 범위의 명

암도(intensity)를 한번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디지

털카메라를 광 디텍터로써 사용하기 위해서는 
HDR(High Dynamic Range) 영상(image)를 생성하여 광
량을 추정한다.[1,2] 디지털카메라로 측정한 일반 영상

을 LDR(Low Dynamic Range) 영상이라 한다면, HDR 
영상은 LDR 영상보다 넓은 범위의 명암도를 표현할 
수 있는 영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HDR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카메라로 노출시간을 달리하여 
측정한 여러 장의 LDR 영상으로부터 카메라 특성 곡
선(camera characteristic curve)을 생성해야 한다.[1,2] 카
메라 특성 곡선은 노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광량에 
대한 픽셀 값의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강의실 
한 가운데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측정한 영상들을 가
지고 카메라 특성곡선을 생성한다고 가정해 보자. 강
의실 내부 영역이 잘 나온 노출시간의 영상에서는 창 
밖의 영역이 너무 밝아서 세츄레이션(saturation) 될 것
이고, 반대로 창 밖의 영역이 잘 나온 노출시간의 영
상에서는 강의실 내부 영역이 어둡게 세츄레이션 될 
것이다. 즉, 창 밖의 영역이 잘 나온 노출시간의 영상

에서는 높은 광량에 대한 픽셀 값의 관계를 추정하고 
강의실 내부 영역이 잘 나온 노출시간의 영상에서는 
낮은 광량에 대한 픽셀 값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넓
은 범위의 광량에 대한 픽셀 값의 관계를 나타내는 
카메라 특성 곡선을 생성 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카메라 특성 곡선을 이용하여 원하는 대상, 특히 
BRDF 분야에서는 노출시간을 달리하여 측정한 재질

샘플의 영상들을 가지고 재질의 HDR 영상을 생성하

여 BRDF 를 계산한다. 
이렇게 광 디텍터로써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지만, 디지털카메라는 분광광도계와 달리 RGB 세 
개의 채널에 대한 값만 갖기 때문에 컬러보정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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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디지털카메라를 포함한 모든 컬러를 다루는 
장비들(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등)은 각기 장비 종속

적인 컬러공간을 갖는다.[8,10] 동일한 빨강색을 카메

라,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에서 표현할 때 각기 장비

에 종속적인 컬러공간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다
른 RGB 값으로 표현된다. 즉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의 
색은 그 카메라의 색 공간에서의 RGB 값이지 원색이 
아니기 때문에, 원색재현을 위해서는 장비 독립적인 
컬러공간(CIEXYZ or CIELAB)으로의 변환이 필요하

다.[8,10] 따라서 장비에 종속적인 컬러공간을 장비에 
독립적인 컬러공간으로 변환시키는 모델을 생성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장비의 컬러 특성화라고 한

다.[8,10] 변환모델을 생성시키는 방법으로는 다중회귀

분석, 신경망을 이용하는 방법, ICC(International Color 
Consortium) 프로파일과 같은 룩업테이블(look up table)
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HDR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한 디지털카메라 역시 컬러를 다루는 장비

이므로 컬러 특성화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로써 생성

된 변환모델을 이용하여 HDR 영상의 컬러를 보정해

야 한다. [6,7]에서는 ICC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HDR 
영상의 컬러를 보정하였고, [11,12]에서는 더 나아가 
CIEXYZ 컬러공간에서의 HDR 영상을 생성하였다. 이
러한 연구[6,7,11,12]들은 HDR 영상을 생성하기 전에, 
ICC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노출 시간이 다른 여러 장
의 LDR 영상들에 적용하여 컬러를 보정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컬러가 보정된 LDR 영상들을 가지고 
HDR 영상을 생성함으로써 이를 컬러가 보정된 HDR 
영상이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HDR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할 LDR 영상들의 픽셀 값은 컬러정보임과 
동시에 광량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그러므로 HDR 
영상을 생성하기 전에 컬러보정을 위해 LDR 영상들

의 픽셀 값을 변하게 하면, 광량을 추정하기 전에 
LDR 영상의 정보가 변형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생
성된 HDR 영상은 정확한 광량을 갖는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DR 영상을 먼저 생성한 
후 컬러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HDR 영상을 사용하여 BRDF 나 BSSRDF 를 계산하

는 연구에서는 ICC 프로파일과 컬러차트를 사용해 카
메라의 컬러 특성화를 수행하여 컬러를 보정하고 있
다.[6,7,11,12] ICC 프로파일을 이용해 HDR 영상의 컬
러를 보정하는 개괄적인 수행방법은 <그림 1>과 같다. 
HDR 영상을 생성하기 전에 ICC 프로파일을 사용해 
각각의 노출시간이 다른 LDR 영상들의 컬러를 보정

한다. 그리고 나서 컬러가 보정된 각 LDR 영상들과 
카메라 특성 커브를 통해 sRGB 공간의 컬러가 보정

된 HDR 영상을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HDR 영상의 컬러보정 방법을 ‘LDR-레벨 컬러보정’이
라고 정의한다. 

HDR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LDR 영상의 
픽셀 값은 컬러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노출시간에 따
른 광량을 의미한다. 즉, 노출시간에 따른 픽셀 값의 
변화량으로 광량을 추정하여 HDR 영상을 생성한다. 

하지만 컬러를 보정하기 위해 HDR 영상을 생성하기 
전에 LDR 영상들의 픽셀 값을 변하게 하면, HDR 영
상을 생성 하기 전에 컬러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LDR 
영상들의 픽셀 값이 변하게 되므로, 이들로부터 정확

한 광량이 추정된 HDR 영상을 생성 할 수 없다. 따
라서 HDR 영상을 생성하기 전에 컬러보정을 수행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음 장에서는 보다 정
확한 광량을 추정하기 위한 HDR-레벨 컬러보정 방법

을 소개한다. 

디지털카메라
ICC 프로파일

<톤-맵핑 결과>

HDR 영상

LDR 영상

컬러 보정 HDR 영상 생성

컬러보정 된 LDR 영상

카메라 특성 커브

 
(그림 1) LDR-레벨 컬러보정 방법 

 
3. HDR-레벨 컬러보정 

앞에서 언급한 LDR-레벨 컬러보정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HDR-레벨 컬러보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2>는 HDR-레벨 컬러보정의 
과정을 간단하게 보이고 있다. 먼저 노출시간을 달리

한 LDR 영상들로부터 카메라 특성 커브를 생성하고, 
컬러보정을 하기 전에 보다 정확한 광량을 추정하도

록 HDR 영상을 생성한다.[1,2] 그리고 나서 회귀분석

을 통해 컬러차트의 CIEXYZ 값과의 변환모델을 생성

한 수 HDR 영상의 컬러를 보정한다.  
 

<톤-맵핑 결과>

HDR 영상

회귀분석 통한
변환모델 생성

컬러 보정된
HDR 영상

LDR 영상

컬러 보정HDR 영상 생성

카메라 특성 커브

 
(그림 2) HDR-레벨 컬러보정 방법 

HDR 영상을 생성한 후, HDR 영상을 LDR 영상처

럼 직접 회귀분석을 통해 변환모델을 생성하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HDR 영상의 픽셀 값은 광량을 나타내기에 뚜렷이 정
해진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고, 이로 인해 일반 LDR 
영상의 픽셀 값(0~255)처럼 정규화(normalization)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측정 환경에 따라 HDR 영상의 최
대 픽셀 값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HDR 영상과 컬러

차트 사이의 변환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HDR 영상의 정규화를 먼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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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HDR 영상이 정규화되었다 하더

라도 HDR 영상의 최대 픽셀 값은 입사되는 광량에 
대한 비율이지, LDR 영상의 최대값인 흰색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HDR 영상을 일반 출력 장치(모니터, 프
린터, 등)에서 표현하기 위해 톤-맵핑(tone-mapping)이 
필요하듯이 컬러차트의 색과 비교하기 위해서도 역시 
톤을 맞춰줘야 한다. HDR 영상과 출력장치 사이의 톤
-맵핑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톤-밸런싱(tone-balancing)이라고 정의하고자 한
다. 다음 두 절에서는 각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한 정규화 방법과 톤-밸런싱 방법을 소개한다. 

 
3.1. HDR 영상 정규화(Normalization)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HDR 영상의 픽셀 값은 환
경에 따라 최대값이 항상 다르다. 특히, HDR 영상의 
픽셀 값은 광량을 의미하듯이 측정 환경의 광원 조건

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따라서 HDR 영상

을 정규화 하는데 측정 환경의 광원을 사용한다. 먼
저, 디지털카메라로 거울에 비친 광원 자체의 HDR 
영상을 생성한다. 컬러차트의 HDR 영상을 생성할 때
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거울과 광원간의 거리, 
거울과 카메라간의 거리를 컬러차트의 경우와 같게 
한다. 컬러차트를 측정할 때에는 적정한 노출시간이

었어도, 거울에 비친 광원이 훨씬 많은 광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원을 측정할 때에는 세츄레이션

(saturation)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주 적은 노출

시간에서의 측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1/8000s
부터 1/100s 까지 다양한 노출시간에서 촬영하였다. 이
렇게 생성한 광원 HDR 영상의 최대값을 측정환경에

서의 최대 광량이라 간주하고, 이 환경에서 측정된 
모든 HDR 영상들을 정규화하였다. 

 
3.2. 톤-밸런싱과 변환모델 생성 

3.1 절을 통해 HDR 영상을 [0~1]로 정규화 할 수 
있지만, 바로 컬러차트의 색과 비교할 수는 없다. 왜
냐하면 LDR 영상의 최대 픽셀값은 흰색을, 최소 픽
셀값은 검정색을 의미하지만, HDR 영상의 최대 픽셀

값은 흰색을 의미하지 않는다. HDR 영상의 픽셀값은 
입사되는 광에 대한 비율로써, 최대 픽셀값은 그 측
정환경에서 가장 크게 반사된 광량을 의미한다. 따라

서 컬러차트의 색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HDR 영상의 
톤을 컬러차트와 맞춰주는 톤-밸런싱(tone-balancing)이 
필요하다. 

톤-밸런싱을 하기 위해 우선 컬러차트의 CIEXYZ
값을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만든다. 그리

고 흰색패치의 CIEXYZ 값과 HDR 영상의 흰색패치의 
픽셀 값을 비교하여 비율을 계산하고, HDR 영상의 나
머지 모든 패치에 이 비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톤이 맞춰진 HDR 영상과 컬러차트 간의 변환모델을 
회귀분석을 통해 구한다. 이렇게 생성된 변환모델을 
가지고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된 모든 HDR 영상에 적
용하여 컬러를 보정할 수 있다.  

 
4. 결과 

사람의 눈으로는 컬러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가
장 균등한 색공간인 CIELAB 공간상에서 컬러오차를 
계산하여 수치적으로 비교한다. 컬러 오차 △E 는 다
음 <수식 1>로 계산한다. 

 

△E = ( (L-Le)2 + (A-Ae)2 + (B-Be)2 )1/2  (수식 1) 

<수식 1>의 L, A, B 는 각각 컬러차트의 CIELAB 값

이고, Le, Ae, Be 는 컬러보정을 수행한 컬러차트 HDR 
영상의 CIELAB 값이다. 

<그림 3>은 LDR-레벨 컬러보정 방법과 HDR-레벨 
컬러보정 방법으로 차트의 HDR 영상의 컬러를 보정

한 후, 컬러차트의 CIELAB 값과 비교한 그래프이다. <
그림 3>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HDR-레벨 컬러

보정 방법으로 컬러를 보정했을 때가 좀 더 좋은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LDR-레벨 컬러보정 방법으로 보
정한 HDR 영상의 평균 △E 는 22.8561 이었으며, 
HDR-레벨 컬러보정 방법의 경우에는 10.2698 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3) HDR-레벨 컬러보정을 수행한 HDRI 의 △E 

<그림 4>는 HDR 영상을 통해 메탈릭 페인트 재질

의 BRDF 를 계산하여 3D 모델에 렌더링 한 결과이다. 
<그림 4>의 왼쪽 그림들은 컬러보정을 하지 않은 
HDR 영상으로 계산한 BRDF 를, 오른쪽 그림들은 
HDR-레벨 컬러보정 방법으로 컬러를 보정한 HDR 영
상으로 계산한 BRDF 를 렌더링 한 결과이다. 금색 재
질의 경우 컬러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붉은 색을 띄
고, 파랑색 재질의 경우 녹색을 띄며, 은색 재질의 경

677



 
 

제 27 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 14 권 제 1 호 (2007. 5) 

 

우 노랑색을 띄는 경향이 있었으나, 컬러 보정 후에

는 좀더 선명하게 컬러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림 4) HDR 영상으로 계산한 BRDF 의 렌더링 결과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카메라로부터 생성하는 HDR 
영상의 컬러를 좀 더 정확히 보정하고자, HDR-레벨 
컬러보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HDR 영상을 생성 한 후
에 컬러차트와의 변환 모델을 계산하기 위해 HDR 영
상을 정규화 하고 톤을 맞추었다. 결과 그래프에서 
HDR-레벨 컬러보정을 수행한 경우의 컬러오차가 낮
은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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