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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색 보정장치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색 보정장치는, 입력되는 채도신호 및 소정의 제1기준값에 기초하여 채도편차를 

산출하는 채도편차함수 생성부, 입력되는 색상신호 및 소정의 제2기준값에 기초하여 색상편차를 산출하는 색상편차

함수 생성부, 입력되는 휘도신호 및 소정의 제3기준값에 기초하여 휘도편차를 산출하는 채도편차함수 생성부, 및 채

도편차, 색상편차, 및 휘도편차에 근거하여 채도신호, 색상신호, 및 휘도신호를 각각 보정하여 출력하는 매핑 함수 생

성부를 구비한다. 이에 의해, 색이 전송오류 등에 의해 왜곡되었을 경우, 이를 적절한 색으로 보정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피부색, 채도, 색상, 휘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색 보정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색 보정장치의 블럭도,

도 3은 도 2의 색 보정장치의 동작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4는 및 도 5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피부색 영역을 YCbCr 색공간에 표시한 도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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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색상편차를 산출하는 색상편차함수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색공간 변환부 110 : 채도편차함수 생성부

120 : 색상편차함수 생성부 130 : 휘도편차함수 생성부

140 : 매핑함수 생성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색 보정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디스플레이장치 등에서 표현되는 색이 왜곡되었을 

경우, 이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으로 보정할 수 있는 색 보정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디스플레이 장치 등에서 표현되는 색은, 영상신호의 전송과정 등에서 왜곡되거나, 카메라 촬영시 사용되는 외부광에 

의해 왜곡되어 본래의 색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람의 피부색과 같이 시각적으로 민감하게 느

껴지는 색이 왜곡된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색 보정장치 및 방법은, 입력영상에서 색이 왜곡되어 본래의 색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원래의 색에 가깝

도록 보정하는 장치 및 방법을 말한다.

도 1은 종래의 색 보정방법, 특히 피부색 보정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면을 참조하여, 먼저 피부색에 대한 색상을 보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색상 선호축(A)을 설정한다. 도면에서는 YU

V 색공간에서 선호축(A)을 도시하고 있다. 선호축(A)이 설정되면, 신호축(A) 주위의 일정영역(도면에서는 빗금으로 

표시한 영역)에 존재하는 색상에 대해서는 선호축(A)으로 이동시켜, 선호축(A)의 색상값을 갖도록 매핑한다. 이때, 선

호축(A)은 123°와 117°각도중 어느 하나의 각도를 갖도록 하고,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필립스 반도체(Philips Seminconductor)에서 생산되는 TDA9178 칩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는, 전체 영상의 색 개선(color enhancement)를 함에 있어서, 먼저 전체영상에서 피부색 영역 등

을 검출하고, 그 영역만은 색 개선을 하지 방식도 제안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색 보정장치 및 방법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선호축(A)의 색상값으로 특정 

영역에 해당하는 색상을 무조건 이동시키거나, 피부색 영역 등과 같이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색 개선을 하지 않는 방

법을 사용함으로, 색 보정결과가 시각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색상(hue)만을 보정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색의 채도(saturation)나 휘도(luminnance)는 보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현되는 

색이 왜곡된 경우,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을 기준으로 채도, 색상, 및 휘도를 모두 보정할 수 있는 색 보정장치 및 방법

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색 보정장치는, 입력되는 채도신호 및 소정의 제1기준값에 기초하여 채도

편차를 산출하는 채도편차함수 생성부; 입력되는 색상신호 및 소정의 제2기준값에 기초하여 색상편차를 산출하는 색

상편차함수 생성부; 입력되는 휘도신호 및 소정의 제3기준값에 기초하여 휘도편차를 산출하는 채도편차함수 생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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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기 채도편차, 상기 색상편차, 및 상기 휘도편차에 근거하여 상기 채도신호, 상기 색상신호, 및 상기 휘도신호를 

각각 보정하여 출력하는 매핑 함수 생성부;를 포함한다.

입력되는 영상의 색신호를 색공간 변환하여 상기 채도신호, 상기 색상신호, 및 상기 휘도신호를 각각 산출하여, 상기 

채도신호편차함수 생성부, 상기 색상편차 함수 생성부, 및 상기 휘도편차함수 생성부에 각각 전달하는 색공간변환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기준값, 상기 제2기준값, 및 상기 제3기준값은, 각각 관찰자들의 실험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채도편차는, 소정의 색 영역내의 상기 채도신호와 상기 제1기준값과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상기 매핑 함수

부는, 상기 채도신호에 상기 채도편차를 합산하여 보정된 채도신호를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색상편차는, 소정의 색 영역내의 상기 색상신호에 대하여, 상기 색상신호와 상기 제2기준값과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상기 매핑 함수부는, 상기 색상신호에 상기 색상편차를 합산하여 보정된 채도신호를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리고, 상기 휘도편차는, 소정의 피부색 영역내의 상기 휘도신호에 대하여, 상기 휘도신호와 상기 제3기준값과의 차

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상기 매핑 함수부는, 상기 휘도신호에 상기 휘도편차를 합산하여 보정된 휘도신호를 출력하도

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색 보정방법은, (a) 입력되는 채도신호 및 소정의 제1기준값에 기초하여 채도편차를 산출하는 단계; 

(b) 입력되는 색상신호 및 소정의 제2기준값에 기초하여 색상편차를 산출하는 단계; (c) 입력되는 휘도신호 및 소정의

제3기준값에 기초하여 휘도편차를 산출하는 단계; 및 (d) 상기 채도편차, 상기 색상편차, 및 상기 휘도편차에 근거하

여 상기 채도신호, 상기 색상신호, 및 상기 휘도신 호를 각각 보정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입력되는 영상의 색신호를 색공간 변환하여 상기 채도신호, 상기 색상신호, 및 상기 휘도신호를 각각 

산출하여, 상기 (a) 단계, 상기 (b) 단계, 및 상기 (c) 단계에 각각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제1기준값, 상기 제2기준값, 및 상기 제3기준값은, 각각 관찰자들의 실험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채도편차는, 상기 채도신호와 상기 제1기준값과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상기 (d) 단계에서는, 상기 채도신호

에 상기 채도편차를 합산하여 보정된 채도신호를 출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색상편차는, 상기 색상신호와 상기 제2기준값과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상기 (d) 단계에서는, 상기 색상신호

에 상기 색상편차를 합산하여 보정된 채도신호를 출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휘도편차는, 상기 휘도신호와 상기 제3기준값과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상기 (d) 단계에서는, 상기 

휘도신호에 상기 휘도편차를 합산하여 보정된 휘도신호를 출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색 보정장치, 특히 피부색을 보정할 수 있는 색 보정장치의 블럭도이다.

블럭도를 참조하여, 색 보정장치는, 색공간 변환부(100), 채도편차함수 생성 부(110), 색상편차함수 생성부(120), 휘

도편차함수 생성부(130), 및 매핑함수 생성부(140)를 구비한다.

색공간 변환부(100)는 입력되는 영상의 색신호를 입력받아 색상(hue)신호, 채도(chroma)신호, 및 휘도(luminance)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시킨다.

채도편차함수 생성부(110)는 채도편차를 산출하며, 색상편차함수 생성부 (110)는 색상편차를 산출한다. 그리고 휘도

편차함수 생성부(130)는 휘도편차를 생성한다. 매핑함수 생성부(140)는 산출된 채도편차, 색상편차, 및 휘도편차에 

기초하여 원래의 채도신호, 색상신호, 및 휘도신호를 각각 보정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한 색 보정장치의 동작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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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를 참조하면, 먼저 색공간변환부(100)는 입력되는 영상의 색신호로부터 채도신호, 색상신호, 및 휘도신호를 산

출한다(S200). 입력되는 영상의 색신호는 사용 환경에 따라, RGB, YIQ, YUV, YCbCr, HLS 등의 다양한 색공간을 갖

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색신호를 적절한 수식을 사용하여 채도신호, 색상신호, 휘도신호로 변환한다

색공간변환부(100)에서 산출된 채도신호, 색상신호, 및 휘도신호는 각각 채도편차함수 생성부(110), 색상편차함수 

생성부(120), 및 휘도편차함수 생성부(130)로 전달된다. 채도편차함수 생성부(110) 전달받은 채도신호와 제1기준값

에 기초하여 채도편차를 산출하며, 색상편차함수 생성부(120)는 전달받은 색상신호와 제2기준값에 기초하여 색상편

차를 산출하고, 휘도편차함수 생성부(130)는 전달받은 휘도신호와 제3기준값에 기초하여 휘도편차를 산출한다(S210

).

채도편차, 색상편차, 및 휘도편차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1기준값, 제2기준값, 및 제3기준값은 다음과 같은 방

법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즉, 피부색의 경우를 예로 들면, 먼저 인종별로 피부색을 구분하고, 각 인종별로 피부색에 대하여 채도, 색상, 및 휘도

를 변화시키면서 관찰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부색을 찾아내게 한다. 실험의 객관적 결과를 위해서는, 같은 환경 및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찰자들의 실험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피부색에 대한 채

도, 색상 및 휘도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표 1은 ITU-R(ITU Radiocommunication Sector) BT709 YCbCr Coding 에 따른 Calibrated CRT-Display 및 sR

GBd viewing condition 에 따른 실험데이터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Y Cb Cr C H

이상적인 피부색 038 ~ 0.7
- 0.12 ~

- 0.05
0.05 ~ 0.1

0.078 ~

0.153
123°~152°

실제 이미지의

피부색
0.2 ~ 0.95 - 0.2 ~ 0 0.03 ~ 0.22 0 ~ 0.3 90°~ 165°

선호하는 피부색 영역 0.35 ~ 0.64
- 0.12 ~

- 0.03
0.07 ~ 0.14 0.1~0.7 100°~138°

평균(m) 0.51 - 0.074 0.098 0.124 126°

표준편차 ±0.082 ±0.021 ±0.0128 ±0.0185 ±8°

통계적 범위

( ±δ)

0.427 ~

0.592

- 0.095 ~

- 0.053

0.0856 ~

0.11

0.105 ~

0.143
118°~ 134°

통계적 범위

( ±2δ)

0.35 ~

0.673

- 0.116 ~

- 0.032

0.073 ~

0.124

0.088 ~

0.16
110°~ 142°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피부색은 이상적이 피부색(Ideal skin-tone)가 거의 유사하나, 

2δ를 사용하는 통계적 범위와 비교하면, 채도(C)의 경우 0.01 정도 올라가 있고, 색상(H)의 경우 red 방향으로 10°

정도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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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 와 도 5는, [표 1]에 기초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피부색 영역을 YCbCr 색공간에서 표현한 것이다. 도 4는, Cb-Cr

평면상에서 도시한 것이고, 도 5는. Y-Cb 평면상에서 도시한 것이다. 참고적으로 CbCr 컬러 공간을 다음의 [수학식 

1]과 같이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어 YCH 색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1

따라서, [표 1]에 주어진 Y, Cb, Cr, C, H 값을 사용하면, 도 4 또는 도 5의 영역을 도시할 수 있다. 도면에서, 영역 주

의의 화살표는 영역 주변의 값을 영역안으로 매핑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사람들이 선호하는 피부색 영역의 주변에 

있는 색을 영역안으로 매핑함으로써 색을 보정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도 6은 색상편차를 산출하는 색상편차함수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상의 X축은 색상(H)값을 나타내며, Y축은 각 색상값에 대한 색상편차(ΔH)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 m 은 평

균값을 나타내며, r min 은 실제 이미지의 피부색 범위의 최소값, r max 실제 이미지의 피부색 범위의 최대값을 나타

낸다. 색상값이 [m-δ, m+δ] 범위안에 속하면, 이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피부색 영역안에 속하는 색상값이므로 보

정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라 색상편차(ΔH)는 '0'가 된다.

색상값이 m-δ 보다 작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피부색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는 값이므로, 색상편차(ΔH)을 

증가시켜 간다. 색상편차(ΔH)의 최대값은 H0 이며, 이 값은 δ과 2δ사이의 범위내의 값중에서 선택된다.

색상값이 m-2δ보다 더 적어지면, 색상편차(ΔH))을 줄여 나간다. 이와 같이, 색상편차(ΔH)를 줄여가는 것은, m-2

δ보다 적어지는 색상값은 피부색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즉, 피부색으로 추정되는 색상의 범위내에서만 보정

이 수행된다.

색상값이 m+2δ보다 커지는 경우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이 경우는 색상값을 줄이기 위해, 색상편차(ΔH)

는 (-)값이 된다. 색상편차(ΔH)의 최소값인 H1 도 -2δ와 -δ 사이의 범위내의 값중에서 선택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입력되는 색상신호에 따라 색상편차를 산출하는 색상편차함수를 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방

법에 의해 채도편차 및 휘도편차도 산출된다.

다시 흐름도로 돌아가서, 매핑함수 생성부(140)는 채도편차함수 생성부(110), 색상편차함수 생성부(120), 및 휘도편

차함수 생성부(130)로부터 각각 산출된 채도편차, 색상편차, 및 휘도편차를 사용하여 원래의 채도신호, 색상신호, 및 

휘도신호를 각각 보정한다(S220).

매핑함수 생성부(140)가 보정하는 방법은, 산출된 채도편차를 원래의 채도신호에 합산하고, 산출된 휘도편차를 원래

의 색상신호에 합산하며, 산출된 휘도신호를 원래의 휘도신호에 합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의 [수학식 2]와 같다.

수학식 2

이와 같이, 피부색 영역과 같이 특정 영역의 주변에 존재하는 채도신호, 색상신호, 및 휘도신호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에 근거하여 산출된 채도편차, 색상편 차, 및 휘도편차를 사용하여 보정함으로써, 왜곡된 색을 보정할 수 있다.

한편, 상술한 실시예에서는 피부색 보정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특정의 색에 대하여 사람들이 선

호하는 색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에 의해 채도편차, 색상편차, 및 휘도편차를 산출하여 본 발명에 따른 색 보정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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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인간의 눈에 민감한 색이 전송오류나 다양한 외부광

에 의해 카메라 촬영시 부적절한 색으로 왜곡되었을 경우 이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으로 보정할 수 있다.

또한,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입력되는 채도신호 및 소정의 제1기준값에 기초하여 채도편차를 산출하는 채도편차함수 생성부;

입력되는 색상신호 및 소정의 제2기준값에 기초하여 색상편차를 산출하는 색상편차함수 생성부;

입력되는 휘도신호 및 소정의 제3기준값에 기초하여 휘도편차를 산출하는 채도편차함수 생성부; 및

상기 채도편차, 상기 색상편차, 및 상기 휘도편차에 근거하여 상기 채도신호, 상기 색상신호, 및 상기 휘도신호를 각각

보정하여 출력하는 매핑 함수 생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입력되는 영상의 색신호를 색공간 변환하여 상기 채도신호, 상기 색상신호, 및 상기 휘도신호를 각각 산출하여, 상기 

채도신호편차함수 생성부, 상기 색상편차함수 생성부, 및 상기 휘도편차함수 생성부에 각각 전달하는 색공간변환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준값, 상기 제2기준값, 및 상기 제3기준값은, 각각 관찰자들의 실험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채도편차는, 상기 채도신호와 상기 제1기준값과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함수부는, 상기 채도신호에 상기 채도편차를 합산하여 보정된 채도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장치.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색상편차는, 상기 색상신호와 상기 제2기준값과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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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매핑 함수부는, 상기 색상신호에 상기 색상편차를 합산하여 보정된 채도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장치.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휘도편차는, 상기 휘도신호와 상기 제3기준값과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함수부는, 상기 휘도신호에 상기 휘도편차를 합산하여 보정된 휘도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장치.

청구항 10.
(a) 입력되는 채도신호 및 소정의 제1기준값에 기초하여 채도편차를 산출하는 단계;

(b) 입력되는 색상신호 및 소정의 제2기준값에 기초하여 색상편차를 산출하는 단계;

(c) 입력되는 휘도신호 및 소정의 제3기준값에 기초하여 휘도편차를 산출하는 단계;및

(d) 상기 채도편차, 상기 색상편차, 및 상기 휘도편차에 근거하여 상기 채도신호, 상기 색상신호, 및 상기 휘도신호를 

각각 보정하여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입력되는 영상의 색신호를 색공간 변환하여 상기 채도신호, 상기 색상신호, 및 상기 휘도신호를 각각 산출하여, 상기 

(a) 단계, 상기 (b) 단계, 및 상기 (c) 단계에 각각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1기준값, 상기 제2기준값, 및 상기 제3기준값은, 각각 관찰자들의 실험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채도편차는, 상기 채도신호와 상기 제1기준값과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는, 상기 채도신호에 상기 채도편차를 합산하여 보정된 채도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방법.

청구항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색상편차는, 상기 색상신호와 상기 제2기준값과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는, 상기 색상신호에 상기 색상편차를 합산하여 보정된 채도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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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휘도편차는, 상기 휘도신호와 상기 제3기준값과의 차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에서는, 상기 휘도신호에 상기 휘도편차를 합산하여 보정된 휘도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색 보정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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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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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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