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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색선(Color line)은 물체의 색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단색인 물체의 색은 하나의 색선으 표현된다

는 것이다. 하이라이트가 발생하는 반짝이는 물체는 색선이 하이라이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하이라

이트를 찾고 하이라이트에서 영역을 확장하면서 색선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영역확장 
방법은 색을 구분이 난해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역확장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노출 시간

이 다른 이미지를 한 장 더 촬영하여 하이라이트의 색상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색선을 생
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라이트 기반으로 색선을 생성하고 생성된 색선을 이용하여 반짝이는 특
성도 제거한 후 결과를 비교한다.  

 

1. 서론 

물체의 색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단색인 물체의 색

은 하나의 색선(color line)으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색선을 생성하는 기존의 방법은 색공간에서 

반구를 이용하여 반구를 확장하면서 색을 분할하고 

분할된 색을 기반으로 색선을 생성하였다[1].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색의 개수와 영역을 분할하

는 방법에 개입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일단 색선을 생성하게 되면 이미지를 세그먼트하거

나 물체의 색을 교환할 수도 있다. 또한 색을 이용한 

반짝이는 특성 제거도 가능하다[2,3]. 본 논문에서는 

이런 색선을 하이라이트를 기반으로 생성하는 효율적

인 방법을 제안하고 색선의 생성 결과를 이용하여 하

이라이트 및 반짝이는 특성을 제거하는 결과를 제시

할 것이다. 

1 장의 서론을 비롯하여 2 장에서는 기본 개념 설명

을 하고 3 장에 제안된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4 장에 

실험 결과를 제안하고 5장에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2. 기본 개념 

Dichromatic reflection model[4]은 반짝이는 물체

의 색을 표현하는 색상 모델 중 하나다. Dichromatic 

reflection model 에서는 물체의 색은 표면에서 반사

되는 특성을 표현하는 색 벡터와 물체 자체에서 반사

되는 특성을 표현하는 색 벡터의 합으로 표현된다. 

만약 무채색이 아닌 단색의 반짝이는 구가 있고 백색

광이 비춰진다면 표면 반짝이는 효과가 강한 하이라

이트 부근을 제외한 모든 색은 물체자체에서 반사되

는 색 벡터 방향으로 분포한다. 또한 포화되지 않은 

색에 대해 물체 전체의 표면 반사특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하이라이트와 그 부근의 색은 두 벡터 성

분의 합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색과 다양

한 surface normal 을 가진 반짝이는 특성의 물체에 

백색광원을 비춘다면 색은 이상적으로 기울어진 

‘L’자 모양의 분포, 즉 2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분포를 가지게 되고 이 색들의 분포는 두 벡터로 이

루어진 하나의 평면에 분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물체를 촬영하면 이와 다르게 색의 분포가 톡특한 커

브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Omer[1]는 색선(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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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이라 정의하였다. 색선은 조사된 광원에서 동일

한 색의 동일한 물체에 대해 측정된 색은 연속된 

open polyline 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색선 표현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형상변화가 다양한, 즉 surface 

normal 이 다양한 단색 물체이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한다.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 

다양한 색상의 조명을 비춘 것과 같은 효과에 의해 

색상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색 분포가 색선이 아닌 

volume 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색선

이 생성되는 단색의 다양한 형상에 대해 단색광을 비

춘 물체에 한정하여 적용할 것이다. 

 

(그림 1) Dichromatic reflection model 

본 논문에서는 하이라이트에서 시작되는 색선의 실

마리를 찾기 위해 하이라이트와 하이라이트 주변 영

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상 상태에서 촬영된 

이미지와 동일 조건에서 노출시간을 감소시킨 후 촬

영된 두 장의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정상상태 

이미지와 노출시간이 감소된 이미지에서 모두 흰색으

로 표현되는 이미지 상의 픽셀을 하이라이트가 발생

된 픽셀로 정의하고, 정상상태에서는 흰색이지만 노

출시간이 감소한 이미지에서는 흰색이 아닌 하이라이

트의 주변 영역을 하이라이트 이웃 영역으로 정의한

다.  

),( jiI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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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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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된 과정 

색선을 생성하기 위해 다음 두 단계로 나눈다. 우선 

하이라이트 영역과 하이라이트의 색을 유추하기 위해 

하이라이트 이웃영역을 찾는다. 다음 과정으로 하이

라이트 영역을 기반으로 변형된 영역확장 방법을 이

용하여 하이라이트 주변 영역과 색선을 생성한다.  

 

(그림 2) 제안된 과정 

 

3.1 노출시간이 다른 두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이라이

트와 하이라이트 이웃 영역 찾기 

 

이미지에서 흰색과 하이라이트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찾기 위해서 정상 상태 이미지

와 노출 시간을 감소시킨 이미지가 필요하다. 흰색인 

픽셀의 경우 노출 시간을 감소시킨 이미지에서 픽셀 

값이 감소하는 반면, 광원에 대한 정반사 특성이 강

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의 경우 흰색을 유지한다. 이

때, 정상상태의 촬영 조건에서 노출 시간 감소에 의

한 이미지 픽셀들 값의 감소량과 노이즈 발생에 의한 

픽셀값의 변화를 구별하기 위해 정상상태 이미지에서 

노이즈 크기를 계산해야 된다. 이를 위해 동일한 조

건에서 연속으로 이미지를 촬영하고, 차영상 노이즈 

모델을 기반으로 이미지들끼리의 차영상으로부터 노

이즈 크기(σ )를 구한다. 그러므로 하이라이트를 구

별하기 위한 감소된 노출 시간은 정상상태 이미지와 

노출 시간을 감소시킨 이미지의 차영상에서 각 픽셀

의 노이즈 평균은 식 2 와 같고 노출 시간 감소량을 

정의하기 위해 차영상의 평균 경계치를 3σ 보다 커질 

때로 정의하면 하이라이트를 구별하기 위한 최대 노

출 시간 σ3e 는 식 3 과 같다. 식 1 에 최대노출 시간 

σ3e 를 적용하여 하이라이트 영역과 하이라이트 이웃 

영역에 포함되는 픽셀들의 위치 집합을 구하면 식 4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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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각 하이라이트 주변 영역으로부터 색선 생성하기 

 
하이라이트 주변으로 물체가 연속적으로 형상이 변

화된다고 가정하면 하이라이트나 하이라이트 이웃 영

역이 아니더라도 하이라이트 이웃 인근 영역에서 표

면 반사 성분을 포함한 픽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픽셀들은 SCL 주변에서 분포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이웃의 인근 영역을 확장하면서 색선을 

생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하이라이트로 지정

된 픽셀들로부터 하이라이트의 세그먼트들을 생성해

야 한다. 하이라이트의 위치 집합 Η 에서 생성한 세

그먼트가 n개 존재한다면 하이라이트의 각 세그먼트

들과 각 하이라이트 세그먼트에 대응되는 하이라이트 

이웃하는 영역의 세그먼트들은 식 5와 같다. 

)(HSubi , )(NHSubi , ni ,,2,1=  (5) 

임의의 하이라이트 세그먼트의 색을 찾기 위해 그 

하이라이트가 포함되는 색선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

해 하이라이트 주변에 하이라이트와 같은 색을 지닌 

픽셀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하이라이트 주변 영역으

로 확장하면서 하이라이트와 같은 색선을 이룰 수 있

는 픽셀을 찾고 이러한 픽셀을 이용하여 색선을 생성

한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주변 영역 색상 중에서 하

이라이트와 같은 색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먼저 하이

라이트의 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이라이트 이

웃하는 영역에 대응되는 감소된 노출시간 이미지의 

픽셀은 하이라이트의 색상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하이라이트 이웃하는 부분의 색이 단색이고 하이

라이트 색이라고 가정하면 색선의 초기 color vector

방향을 정의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의 주변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색선을 

생성하려면 확장된 영역 내의 픽셀이 같은 색선을 구

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영역을 확장한 

뒤 확장한 영역내 픽셀들 중에서 이미 선행하여 만들

어진 색선과 유사하지 않은 픽셀들은 확장된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제한적인 

영역확장 방법으로 정의한다. 

제한적인 영역확장 방법을 통해 색선을 생성하기 

전에 하이라이트의 이웃하는 영역 )(NHSubi 에 대응

되는 노출시간이 감소한 이미지로부터 색선의 초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i 번째 하이라이트 세그먼트에 

대한 색선의 초기 방향 설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i 번째 하이라이트영역과 그 하이라이트의 이웃 

영역으로부터 초기 영역을 설정 

2) 하이라이트의 이웃 영역에 대응되는 노출시간이 

감소된 이미지의 픽셀들의 최소 eigen vector 를 이용

한 색선의 초기 방향을 설정 

3) 하이라이트 색상으로 색선 픽셀의 초기 값을 설

정 

초기 방향이 설정되면 제한된 영역확장 방법과 색

선 생성 병행된다. 전 단계에서 확장된 영역이 있다

면 일단 영역을 확장하여 확장 영역의 대상 픽셀을 

정하고 전 단계에 생성된 색선과 유사성을 검사한다. 

유사한 픽셀은 확장 영역으로 확정하고 색선을 생성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색선 주변에 유

사한 픽셀이 존재하지 않으면 색선 생성을 종료한다. 

제안된 제한된 영역확장 방법을 이용한 색선 생성 과

정을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역확장을 위한 하이라이트 seed 집합을 설정. 

00 ' SS =  

(2) 색선 방향 집합과 색선 집합을 생성.  

(3) '0S 의 영역 확장 

(4) 1S 에 대응되는 픽셀 중에서 색선 생성에 적합

한 픽셀 선택. )(' 11 ηS   

(5) )(' 11 ηS 의 원소가 존재하면 과정 (3)에서 (4)

를 반복 수행.  

(6) φη =)(' 11S 이고 )(' 21 ηS 의 원소가 존재하면 

과정 (1)에서 (5)를 반복 수행. 

(7) φη =)(' 21S 이면 종료 

 

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노출 시간을 달리한 이미지를 획득

하기 위해 Canon EOS 300D 를 사용하였고, 렌즈는 

Canon EFS(18-55mm)를 사용하였다. F-stop 은 5.6 으

로 설정하였고 카메라 RGB 작업공간은 sRGB 를 사용하

였다. 촬영시 광원의 색 온도는 6500K 의 백색광을 사

용하였고, 촬영 대상 물체 주변에서 실측 색온도는 

6200K 이다. 촬영은 암실 환경에서 수행되었고 측정하

는 사람은 암실 밖에서 카메라 SDK 를 이용한 프로그

램으로 자동 촬영하였다. 

 
(그림 3) 제안된 과정 

 

노출 시간을 달리한 두 장의 이미지는 그림 3 과 

같고 이를 색공간에 표현한 그림이다. 좌측 위의 그

림은 노출시간이 1/80 초에서 촬영한 그림이고 좌측 

아래 그림은 1/100 에서 촬영된 그림이다. 제안된 방

법에 따라 하이라이트를 찾고 색선을 생성하면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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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좌측 그림과 같이 색선이 생성되고 CL-projection

을 이용하여 반짝이는 특성 제거[3] 및 하이라이트를 

재채색한 결과다[5]. 색선 의 우측과 같이 생성된다.  

 
(그림 4) 제안된 과정 

 

이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색의 공에 대해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제안된 과정 

 
5. 결론 

 
제안된 방법은 하이라이트를 기반으로 영역을 제한

적으로 확장하면서 색선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기존의 색선 생성방법보다 빠르게 색선을 생성할 
수 있고 하이라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반짝이는 특
성의 물체에 대해서는 색선이 보다 정확하다는 것이

다. 더 나아가 무채색 계열의 경우 색선 생성에 사용

할 수 없지만 하이라이트의 색의 정보를 노출 시간이 
다른 이미지를 이용하여 생성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부근에서 무채색인 경우도 색선을 생성할 수 있다. 그
러나 검은색 근처에서는 여전히 색선을 생성하기 어
렵고 하이라이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기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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