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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수의 조명을 이용한 멀티스펙트럴 이미징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상 내 조명의 세기가 균일해야 한다. 멀티스펙트럴 이미
징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색 정보가 필요한 영상 획득에서는 조명이 정확해야 하고, 정확한 조명 특성을 위해 평면 광원을 사용하거나
조명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명의 세기가 균일하지 않은 영상을 조명의 세기가 균일하도록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우선 비균일 조명에서 얻은 두 영상으로 멀티스펙트럴 이미징을 수행하여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획득한 반사 스펙트
럼을 형광등이나 태양광과 같은 평면광에서 획득한 영상의 조명 특성으로 재조명한다. 재조명으로 얻은 영상과 평면광 영상의 조도 분
포의 차이를 이용해서 비균일 조명 영상을 균일한 영상에서 획득한 영상처럼 색상 보정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로 조명의 비균일성이
균일하게 보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결과를 통해 영상의 색 정보를 취득하는 데 조명의 제약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order to accurately perform multispectral imaging using a multiplexed illumination, intensity of illumination in a scene must 
be uniform. For image acquisition that requires accurate color information, even if not multispectral imaging, the illumination 
information must be accurate, and a flat light source or illumination calibration is performed for accurate illumination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color correction to uniformly illuminate an image with non-uniform 
illumination intensity. The proposed method uses multispectral imaging instead of illumination calibration for color correction. First 
of all, we perform multispectral imaging with two images obtained from non-uniformity illumination to acquire spectral reflectance. 
The obtained reflection spectrum is relit as the illumination characteristic of the image obtained from general planar light such as 
fluorescent light or sunlight. By comparing the image obtained by relighting with the uniformly illuminated image, the 
non-uniformity of the illumination is confirmed, and the color correction is performed as the image obtained from the uniform 
image. It is expected that the experimental results will confirm whether the non-uniformity of the illumination is uniformly 
corrected and reduce the restriction of illumination in obtaining the color information of th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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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영상 획득의 빈도는 점차 많아

지고 있고 획득한 영상은 디지털 정보로서 다양하게 활용

된다. 특히, 디지털정보가물체의정확한정보를포함하기
위해서는 조명과 카메라의 정보를 함께 아는 것은 중요하

다. 카메라의센서와렌즈에따라획득한영상의색감이달
라지고 조명의 밝기, 세기 분포, 스펙트럼 특성에 따라서
획득한 영상의 RGB(red, green, blue) 값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특정광원에대한 카메라의 센서와 조명의 스펙트럼
특성은 고정된값을갖지만조명의 밝기와위치에따른세

기분포는조명의위치와강도에따라변한다. 그러므로정
확한 색상 데이터를 위한 영상 획득에서는 조명의 세기가

균일하게분포되도록하는것이좋다. 균일조도환경은방
송제작현장에서도필요해서기존에이용하던텅스텐광원

대신 다른 광원으로 텅스텐과 같은 균일한 조도와 조명의

색을 구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조명의세기가고르게분포되도록하는방법으로는조명

만으로밝기가균일하도록조명장치를설계하는방법과조

명의조도분포를알아낸후획득한영상을보정하는방법이

있다. 조명장치를설계하는방법으로는투사대상이조명을
균일하게 받도록 조명을 설계하는데 일반적으로 평면광을

제공하기위해충분한크기의조명장치가필요로된다. 평
면광 조명의 설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명의 조도 분포를

구해서보정하는데, 조도분포획득은화이트보드같은단일
색을가진물체를사용해서조도분포를분석하고색보정을

한다. 하지만화이트보드를사용한색보정은영상취득대
상과조명의기하학적관계를정하는데정확성이떨어진다.
본논문에서는화이트보드를따로사용하지않고조명의

세기가 균일하지 않은 특정 조명에서 획득한 영상을 조명

의 세기가 균일한 영상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조명의 세기가 균일한 일반 조명으로 획득한 영

상과 균일하지 않은 조명을 사용한 영상의 색상을 비교하

기 위한 반사 스펙트럼 복원과 스펙트럼 단위의 재조명인

멀티스펙트럴재조명이사용된다. 반사스펙트럼은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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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도
Fig. 1. Flowchart of suggest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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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반사하는 물리적 특성으로 조명과 카메라의 특성에

상관없이 색을 결정하는 고유한 물질의 특성이다. 반사스
펙트럼의 복원은두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세트를
이용한방법과다수의카메라를사용하는방법등이있다[2, 

3,4]. 또한멀티스펙트럴재조명은카메라의센서특성, 조명
의 파워 스펙트럼, 물체의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한 스펙트
럼 단위의 재조명으로 높은 정확도로 RGB값을 재조명한
다. 스펙트럼단위의색보정및획득은색의정확도를높이
기 때문에 디모자이킹이나 영상 융합 등에 사용된다[5,6].
본논문에서는 LED를이용한반사스펙트럼복원방법으
로균일하지않은조명에서획득한영상의스펙트럼을복원

하고복원한스펙트럼을균일한조명과같은조건으로재조

명한다. 재조명된영상과조명의세기가균일한영상을비교
해서조명의세기가균일하지않은영상을균일한영상으로

보정한다. 이 과정은 그림 1의 흐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Ⅱ. 반사 스펙트럼 복원

반사스펙트럼을복원하는방법중 2종류의 LED를이용한
방법은스펙트럼복원정확도가높고전용장비가필요하지않

아 비교적 활용하기 쉬운 반사 스펙트럼 복원 방법이다[2, 3]. 
RGB값을이용해서반사스펙트럼을복원하기위해서는스펙
트럼과 RGB값의변환식이필요하다. 반사스펙트럼을포함한
아날로그정보들을디지털정보인 RGB값으로변경하는방법
으로 식 1과 같은 선형 디지털 카메라 모델이 사용된다.

  (1)

식 1의 는조명의파워스펙트럼, 는카메라의

응답특성,  는 물체의 반사 스펙트럼, 는 파장이다. 
RGB값은 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결정되고 각 스펙트럼
특성을가시광선영역에서표현하기위해서는많은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반사스펙트럼의모양은가능한모든형
태로 나타나지 않아서 더 적은 정보로 스펙트럼을 나타

낼 수 있다. 반사 스펙트럼을 식 2와 같이 기저함수와 계
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하면 더 적은 변수로 스펙트럼을

나타낼수있고, 반사스펙트럼의주성분분석을통해얻은

Parkkinen 기저함수 8개를이용하면정확도 99%의반사스
펙트럼 복원이 가능하다[7]. 

  
  



 (2)

여기서 는 기저함수의계수이고  는기저함수이

다. 식 1에 식 2를 이용하여 반사 스펙트럼을 기저함수와
계수로 표현하고 적분식을 하나의 행렬로 나타내면 식 3, 
4와 같이 된다.

  
  



 (3)

I  F (4)

식 4의 F는스펙트럼성분들의적분값을하나의행렬로

나타내고 많은 수의 스펙트럼 정보를 기저함수 개수에 따

라 결정된 행렬의 크기만큼 적은 정보로 줄여준다. 변수는
줄었지만 행렬 F는 스펙트럼 정보를 갖는 행렬로 조명의

특성과 카메라 센서의 스펙트럼 특성 정보를 갖는다. 식 4
의 F의 역함수가 존재하면 식 2와 식 4를 이용해 식 5와
같이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하는 식을 얻을 수 있다. 

BF  I  B   R (5)

식 5를 통해기저함수 B , F의 역행렬과 RGB값 I로 반

사 스펙트럼 R을 획득할 수있다. 여기서 행렬 F  는 식

5를통해획득할수있다. 컬러체커같이반사스펙트럼이
알려진 도구를 이용하면 기저함수, RGB값, 반사스펙트럼

을 알고 있기 때문에행렬 F  를획득할수있다. 획득한

F  행렬을 이용해서 같은 조명과 카메라에서 획득한

RGB값과 기저함수를 이용해 영상 내 전 영역의 스펙트럼
을 획득할 수 있다.

Ⅲ. 영상 재조명과 영상 밝기 보정

본 논문에서는 균일 조명 환경으로 색을 보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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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이트보드를사용하는대신평면광에서획득한영상을

사용한다.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평면광과 같은 균일 조
명환경으로보정하는방법은화이트보드에비춰진조명세

기를 비교해서 조명 세기 분포를 확인한다. 화이트보드가
단색이므로 조명이 밝을수록 밝은 색임을 확인할 수 있지

만 화이트보드같이 단색이 아닌 물체를 사용하면 조명이

어두운지 색이 어두운지 판단이 불가능해서 화이트보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같은 조명을
사용한비균일조명영상과균일조명영상이있으면 RGB 
크기비교로조도분포를알수있지만각영상이다른조명

을 사용하면 보이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RGB 비교로 알
수 없다. 이처럼 조명의 색이 다르고 물체가 단색이 아닌
문제를 반사스펙트럼을 획득하는 멀티스펙트럴 이미징과

멀티스펙트럴 재조명으로 극복할 수 있다.
반사스펙트럼은객체가받은조명과카메라의스펙트럼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값이지만 스펙트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복원된 스펙트럼 값은 조명의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스펙트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조명의
특성을 컬러체커로 획득하는데, 균일 조도를 갖는 조명이
아닌 경우 컬러체커보다 조명이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

인조명의세기가다른영역이생긴다. 조명이컬러체커영
역보다 어두운 영역은 스펙트럼 값이 전체적으로 작게 복

원되고 조명이 밝은 영역은 높게복원된다. 이렇게 스펙트
럼의크기가다르게복원된반사스펙트럼에식 1을이용해
서 특정 조명과 카메라 특성으로 멀티스펙트럴 재조명을

하면 RGB 색상을획득할수있는데, 재조명으로얻은영상

의 RGB 크기는 스펙트럼의 크기, 즉 스펙트럼을 복원할
때 사용한 조명 밝기의 영향을 받는다. 
비균일 조명 영상에서 재조명된 영상의 RGB값은 조도
분포를 확인하고 균일 조명환경으로 색 보정을 하는데 사

용된다. 태양광과 같은 평면광에서 획득한 영상의 조명 특
성으로비균일조명에서획득한영상에멀티스펙트럴재조

명을수행하면 같은 조명 색을 가지는영상이되는데 평면

광영상과달리비균일한조명의특성이그대로남는다. 재
조명으로 얻은 영상과 평면광에서 얻은 영상의 색상 비교

를 통해 비균일 조명에서 조명 세기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비균일조명영상을균일영상으로보정하는보정행
렬은 식 6와 같이 RGB값들의 평균 비로 획득한다.

   (6)

여기서 는세기보정비율행렬이고 는

복원된영상의 RGB 평균, 은균일한조명에서획득한

영상의 RGB평균, x, y,는픽셀좌표이다. 보정비율행렬을
이용해 조명이 균일하지 않은 영상을 균일한 영상으로 보

정할 수 있다.

Ⅳ. 실 험

실험에는 그림 2와 같이 조명의 밝기가 균일하지 않고
밝은영역이좌측으로치우친영상과그림 3과같이조명의

  

             그림 2. 조명의 밝기가 균일하지 않은 영상
             Fig. 2. Non-uniformly illuminated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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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기가 균일한 조명인 형광등에서 획득한 영상을 사용했
다.
조명의 밝기가 균일하지 않은 영상을 이용해서 반사 스

펙트럼을 획득하고, 획득한 반사 스펙트럼은 조명의 비균
일성이 반사 스펙트럼의 세기로 나타난다. 획득한반사스
펙트럼을균일조도에서획득한영상과같게멀티스펙트럴

재조명을 하고 균일 조도 영상과 비교 자료를 그림 4에서

확인할수있다. 반사스펙트럼의세기가변했기때문에재
조명으로 획득한영상의좌측은 더밝고우측은 더어두워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조명 한영상과조명이균일한영상과비교를 통해보

정비율행렬을획득한다. 획득한보정비율행렬을이용해
색상 보정을 수행하고 그림 2와 같은 비균일 조도 영상을
그림 5와 같은 균일 조도 영상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그림 3. 조명의 밝기가 균일한 영상
Fig. 3. Uniformly illuminated scene

   

그림 4. 멀티스펙트럴 재조명으로 획득한 영상(좌)와 상단에 균일조도 영상과 하단에 재조명 영상을 함께 나타낸 영상(우)
Fig. 4. Scene obtained by multispectral relighting(left) and uniformly illuminated scene on upper side and relit scene on down side(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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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 조명 조건으로 색상 보정이 제대로 수행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컬러체커를 좌측과 우측에 둔 영상을 각

각 색상 보정을 수행하고 색 차이를 확인했다. 그림 6에서
색상보정이 수행되기전영상과수행된 후의 영상을확인

할 수 있다.
색상 보정이 정확할수록 좌우의 컬러체커의 색은 같은

색이어야한다. 표 1은색상보정전후각각에서좌우컬러
체커 24색의 평균 RGB차이를 나타낸다. 이 결과를 통해

색상 보정이 제대로 수행되어서 좌우 컬러체커의 색상이

같도록 보정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lue Green Red

Before correction 23.39814 40.12501 66.00003

After correction 4.98149 2.86574 11.73617

표 1. 좌우 컬러체커의 평균 RGB 차이
Table 1. Average RGB difference between left and right color checker

그림 5. 제안된 색상 보정으로 균일 조도 조건으로 변환된 영상
Fig. 5. Converted scene to uniformity illumination by suggested color correction

       그림 6. 색상 보정 전 컬러체커 비교(좌)와 색상 보정 후 컬러체커 비교(우)
       Fig. 6. Comparison of color checker before color correction(left) and comparison of color checker after color correction(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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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균일 조도가 아닌 환경에서 획득한 영상

을균일조도에서획득한영상과같게색보정하는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균일하지 않은 조명에서 획
득한 영상으로 반사 스펙트럼을 복원하였고 복원한 반사

스펙트럼을 평면광에서 획득한 영상의 조명환경으로 멀티

스펙트럴 재조명을 하였다. 같은 조명으로 재조명된 영상
과 평면광에서 획득한 영상을 비교해서 보정 행렬을 획득

하였고 보정 행렬을이용해서 균일 조도가아닌영상을균

일 조도가 되도록 색상 보정을 하였다. 색상 보정 전후를
비교해서 색상 보정이 균일 조도와 같게 수행되었음을 확

인할수있었고, 이를통해일반적이지않은조명을사용할
때 조명 하드웨어 설계나 조명 캘리브레이션의 어려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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