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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GB 영상의 색 재현성과 조건등색 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중스펙트럼 영상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중스펙트럼 영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흑백카메라와 3 개 이상의 컬
러 필터들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LCTF 를 사용하여 400nm 에서 720nm 까지 10nm 단위로 33 개
의 필터를 사용한다. 이러한 다중스펙트럼 영상 측정 시스템의 특성화를 수행하기 위해 컬러체커뿐
만 아니라 광원정보까지 이용하며, 사물의 스펙트럼 반사율도 추정한다. 따라서 분광방사계 보다 빠
르게 영상 기반으로 스펙트럼 반사율을 측정할 수 있다. 다양한 광원 조건에서 특성화를 수행하며, 
매번 레퍼런스 차트를 측정할 필요 없이 간단히 광원만 측정해도 되는 것을 보인다. 또한 전경영상
에서 원하는 영역을 광원환경이 다른 배경 영상에 합성할 때, 자연스러운 사물의 색 변환이 가능하
여 보다 실제에 가까운 합성 영상을 생성한다.  

 

1. 서론 

색은 사물의 스펙트럼 반사율(spectral reflectance)과 
광원의 복사휘도(spectral radiance), 사람의 눈이나 카메
라인 관측자의 반응(spectral response)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메라는 RGB 3색 시스템으로 영상
의 색을 표현한다. 이러한 RGB 체계는 광원과 같은 
환경이 변했을 때 색 변환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한
계가 있다. 또한 광원의 복사휘도, 사물의 반사율, 카
메라의 반응 함수가 각각 다르더라도 이들의 조합으
로 표현된 색(CIEXYZ or CIELa*b*)은 같아지는 조건
등색이 나타날 수 있다[3].  
이러한 RGB 체계의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3 개 

이상의 채널을 이용하는 다중스펙트럼 영상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4-8]. 다중스펙트럼 영상은 
가시광선 영역(380nm~770nm)을 통과하는 협대역
(narrow band) 또는 광대역(wide band) 필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광대역 필터를 사용하면 7 개정도만 사용하
여도 전체 가시광선 영역대의 스펙트럼 정보를 추정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협대역 필터는 더 많은 필터
를 사용하여 측정 획수가 늘어나지만 정확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LCTF(Liquid Crystal Tunable Filter)를 카
메라 앞에 부착하여 약 10~20nm 정도의 협대역 통과 
필터를 400nm 에서 720nm 까지 10nm 단위로 33 개 사
용한다.  
컬러를 다루는 장비인 스캐너, 모니터, 카메라 등은 

모두 장비 종속적인 색 공간(device dependent color 

space)을 갖는다. 이는 동일한 색을 각기 다른 RGB 체
계로 표현함으로써 원색재현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장비 독립적인 색 공간(device independent color space)
인 CIEXYZ 나 CIELa*b*로의 변환이 필요하다[9-10]. 
이러한 과정을 특성화(characterization)라고 하며, 흑백
카메라와 필터의 조합으로 이뤄진 다중스펙트럼 영상 
측정 시스템 역시 이러한 특성화 과정이 필요하다.  

RGB 체계를 사용하는 컬러 장비들을 특성화 할 때
에는 일반적으로 레퍼런스(reference)인 CIEXYZ 나 
CIELa*b*가 알려져 있는 컬러차트를 활용한다. 다중
스펙트럼 영상 측정 시스템의 경우에는 CIEXYZ 나 
CIELa*b*와 같은 3 색 체계를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것 보다, 분광방사계(spectroradiometer)로 측정한 레퍼
런스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적합하다. 하지만 분
광방사계는 한번에 측정할 수 있는 영역(1 개의 픽셀)
에 한계가 있어 영상기반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연
구에서는 레퍼런스로 분광방사계 대신 광원의 방사조
도(spectral irradiance)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빠른 특성
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사물의 스펙트럼 반사율도 
추정한다. 응용연구로는 전경(foreground) 영상에서 일
부 영역을 매팅(matting)으로 떼어내어 새로운 배경
(background) 영상에 합성(composition)하는 경우, 두 
영상의 광원 환경이 다르다면 결과 영상이 어색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물의 스펙트럼 반사율
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팅한 영역의 색을 배경 
영상의 광원 환경에 맞게 변환 할 수 있어 자연스러
운 합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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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다양한 방법으로 다중스펙트럼 영상을 측정하는 연
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Hardeberg et 
al.[4]은 본 논문과 같이 흑백카메라와 LCTF 를 측정
장비로 사용하였다. 레퍼런스로는 24 색의 컬러차트를 
분광방사계로 측정한 값과 CIEXYZ 를 각각 이용하였
으며 3 개에서 17 개까지 필터 개수를 다양하게 적용
해가며 비교하였다. CIEXYZ 를 레퍼런스로 사용했을 
때가 분광방사계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낮은 색차
(color difference)를 보였다. Lopez-Alvarez et al.[5] 역시 
CCD 카메라와 LCTF 의 조합으로 측정 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분광방사계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내도록 교
정(calibration)하였으나, 스카이라이트(skylight)에 국한
하여 실험하였다. 
카메라 앞에 필터를 부착하는 방법과 달리, Chi et 

al.[6]는 광원 앞에 필터를 붙여 사물의 스펙트럼 반사
율까지 추정하였다. 이때 필터는 광대역을 사용하여 
7 번 이내로 측정하였으며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필터
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레퍼런스를 위해 분광방사계
가 필요하고 필터가 달린 광원이 꺼져 있는 상태의 
영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림 1) 다중스펙트럼 영상 측정 시스템 

 
3. 광원 독립적 특성화와 스펙트럼 반사율 추정 

RGB 체계의 일반적인 특성화 과정에서는 레퍼런스
가 제공되는 컬러차트를 활용한다. 이때 레퍼런스는 
보통 각 패치의 CIEXYZ를 사용한다. 수식(1)에 이 과
정을 벡터로 표현하였다. 

 
bAc ⋅=                  (1) 

 
c 는 특성화 하고자 하는 카메라로 컬러체커를 측정
한 영상에서 특정 패치의 픽셀값이며, 

[ ]tn21 cc cc = 로 표현할 수 있고, n 은 RGB 체계

의 경우 3 이다. b 는 동일한 컬러패치의 레퍼런스로 

CIEXYZ 나 CIELa*b*이다. A 가 바로 특성화를 위해 

구해야 하는 미지값이며, [ ]tn21 aa aA = 이고, 

[ ])(t )(ta 720i400ii λλ = 로 표현한다. 
 다중스펙트럼 측정 시스템의 경우 n 은 필터의 개수

가 되고 본 연구에서는 400nm 에서 720nm 까지 

10nm단위로 33개이다. 레퍼런스로 CIEXYZ를 사용

하면 특성화 후에 다중스펙트럼 정보가 없어지므 적

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b 는 다중스펙트럼 값

이 되어야 하며 분광방사계로 컬러차트를 측정하여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 분광방

사계로 차트를 측정하는 대신 사물의 위치에서 광원

의 조도를 측정한 스펙트럼과 사물의 스펙트럼 반사

율을 레퍼런스로 사용한다. 즉 b는 

 
tolol )]()()()([b 720720400400 λλλλ ⋅⋅=      (2) 

 

으로, l(λ)은 광원의 분광조도(spectral irradiance), o(λ)
는 각 패치의 분광반사도(spectral reflectance)이다. 
각 패치의 분광반사도는 컬러체커사에서 제공하기도 
하며, 분광방사계로 측정할 수도 있다. 사물의 위치에
서의 광원의 분광조도는 X-Rite 의 i1 장비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nm 간격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각 파장에서의 한 픽셀정보를 계산하기 위해서 33 개
의 미지수를 알아야 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LCTF
는 협대역 통과 필터 모드에서 파장별 투과율이 가우
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 특성을 따른다[12]. 따
라서 이웃하지 않는 파장은 특정 파장의 투과율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600nm 의 투과율을 결
정하는데 400nm 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을 고려해, ci를 계산하기 위해 ai와 같이 모든 파장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각 파장을 중심으로 
±20nm 의 영역만 고려하여 다항회귀분석(polynomial 
regression)으로 변환함수를 생성한다. 수식(3)은 본 실
험에서 사용한 변환모델이다. 
 

25143

12210
10i390b 

++

−−

++
+++=×+

iiiiii

iiiii

ccc
cc
ααα

ααα
      (3) 

 
이와 같이 각 파장별 미지수가 6 개로 줄었으며 해

당파장을 중심으로 -20nm~+20nm 의 필터 영상만이 
필요하다.  
 

 
(그림 2) 광원의 스펙트럼 분포와 측정 영상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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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컬러차트와 사물 측정 환경 

 
(그림 4) 광원의 스펙트럼 분포 

 
이렇게 구해진 변환 모델 A 를 측정 영상에 적용한 
후 얻어진 b`은 광원과 사물의 스펙트럼 반사율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수식(4)를 통해 스펙트
럼 반사율인 s`를 추정할 수 있다. 
 

λ
λλ

l
bs 1`` ⋅=                   (4) 

 
여기서 l 은 영상을 생성할 때 사용한 광원의 스펙트
럼 분포이며 i1으로 측정할 수 있다. 
 
 
4. 다중스펙트럼 영상 측정 시스템 및 실험 환경 

그림 1 은 LCTF 와 렌즈, 카메라로 구성된 다중스펙
트럼 영상 측정 시스템이다. LCTF 는 CRi[12]의 
VariSpec 으로 400nm 에서 720nm 까지 1nm 단위로 변
경이 가능하며, 본 실험에서는 10nm 단위의 협대역 
모드를 선택하였으며 PC 로 조절하였다. 카메라는 
QImaging 의 Retiga-400R 12-bit CCD 카메라이고, 레퍼
런스를 위해 사용한 컬러차트는 GretagMacbeth 의 
Mini ColorChecker로 총 24개의 패치가 있다. 
그림 2 는 다양한 광원조건에서 컬러차트를 측정한 

필터 영상 중 일부와 각 광원의 스펙트럼 분포이다. 
광원으로는 D65, D50, A, CWF, 3 파장형광등(fluor.)을 
이용하였다. 
스펙트럼 기반 영상 합성을 위한 전경영상을 측정

하기 위해 장파장(600nm~700nm)의 광원을 추가하였
다. 그림 3 은 추가한 광원이 사물을 비추는 모습과 
광원의 조도를 i1[11]으로 측정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
다. 
그림 4 는 특성화 과정에서 사용한 광원의 스펙트럼 

분포와 합성을 위해 추가한 광원을 사용했을 때 달라
진 스펙트럼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특성화 결과영상과 색차 ΔE 

 

 
(그림 6) 스펙트럼 반사율 추정값과 실제 측정값 

 
 
5. 결과 

5.1 측정장비 특성화 결과 

그림 5 는 특성화하여 얻은 스펙트럼 정보를 RGB
로 변환한 결과와 각 광원에서의 색차 ΔE 를 보인다. 
ΔE는 색차로 수식(5)와 같이 계산하였다. 

 

( ) ( ) ( ) 2/1222 ]*'**'*'[ bbaaLLE −+−+−=∆   (5) 
 
그림 6 은 차트의 패치들의 실제 스펙트럼 반사율

과 그 추정 값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평균 RMS 는 
0.00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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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스펙트럼 기반 영상 합성 

영상에서 원하는 영역만을 떼어내 다른 영상과 합
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원하는 영역이 있
는 전경 영상과 합성할 배경 영상의 광원 조건이 다
르다면, RGB 영상 기반으로 합성 했을 때 결과가 상
당히 어색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추정한 스
펙트럼 반사율을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합성이 가능하
다. 이를 보이기 위해 광원환경이 서로 다른 전경 영
상과 배경 영상을 다중스펙트럼 측정 장비로 측정하
였다. 그림 7 에서 알 수 있듯이 흰색 인형이 전경 영
상에서는 붉은 광원에 의해 붉게 보인다. 매팅기법을 
통해 전경 영상에서 인형 부분을 떼어낼 수 있도록 
알파 영상을 제작한다. 배경 영상은 붉은 광원을 끈 
상태에서 측정한다. 전경 영상과 배경 영상 모두 제
안하는 방법으로 특성화 하여 스펙트럼 반사율을 추
정할 수 있다. 색이 아닌 반사율을 합성한 후, 디스플
레이 하기 위해 컬러매칭함수(color matching function)
를 적용해 합성 영상을 생성한다. 그림 7 의 합성 영
상에서 보이듯이 전경 영상의 붉은 광원 효과가 제거
되어 배경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 되었다. 

 

 
(그림 7) 다중스펙트럼 영상 기반 합성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협대역 필터를 활용한 다중스펙트럼 
영상 측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측정장비의 특성화 
과정에서 사물의 스펙트럼 반사율도 동시에 추정하기 
위해 컬러차트의 레퍼런스를 광원의 조도와 패치의 
반사율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표준광원을 구축할 필
요는 없으며, 광원의 조도는 간단한 장비로 쉽게 측
정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추정한 사물의 스펙트럼 반사율

은 스펙트럼 기반 영상 합성에서 원하지 않는 광원효

과를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합성 영상을 생성할 수 있
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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