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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텔레비젼의 자연영상 생성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TV에서 자연영상을 생성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디지털 RGB 신호를 입력받아

L*a*b*로 변환하는 입력영상 변환수단; 상기 변환된 L*a*b* 값을 이용하여 입력영상의 픽셀이 자연색인지를 판별하

는 자연색 추출수단; 상기 자연색 추출부에서 자연색으로 판별된 입력 픽셀에 대해서는 해당 자연색의 행렬을 적용하

는 행렬 적용수단; 및 상기 행렬 적용부를 거친 영상을 새로운 디지털 RGB값으로 표현해주는 출력영상 생성수단을 

통해 자연영상을 자연색에 근접되게 사실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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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이 적용되는 디지털 텔레비젼에서 저장된 색정보와 행렬계수는 입력 RGB영상을 보정하는 실제 영상변환에 

이용되는데, 실제로 관찰자들의 선호 데이터를 이용하므로 자연영상에 가까운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색보정, 피부색, 하늘색, 행렬, 표준영상, 색좌표 변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자연영상 생성장치를 적용한 디지털 TV의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자연영상 생성장치의 상세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자연영상을 위한 행렬계수를 생성하는 절차를 도시한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의 자연영상 생성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5a는 본 발명에서 자연색의 a*b* 색도상에서의 분포도,

도 5b는 본 발명에서 관측자의 색변환 후 자연색의 a*b* 색도상에서의 분포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자연영상 생성장치 210: 입력영상 변환부

220: 자연색 추출부 230: 행렬 적용부

240: 출력영상 생성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텔레비젼에서 칼라 보정기술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RGB 디지털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디지털 TV에서 자연영상을 자연색에 근접되게 사실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영상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부색이나 하늘색과 같은 자연색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색으로서 위치하고 있으며 

칼라 텔레비젼이나 칼라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색조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색으로 사용된다.

영상장치에서 색을 생성할 경우 피부색은 시청자들의 중요한 기억색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다른 기타의 색을 생성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고, 따라서 아날로그 텔레비젼의 경우에는 피부색이나 하늘색과 같이 자연색

을 보다 정밀하게 생성하기 위해 색보정장치를 이용한다.

그러나 디지털 텔레비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절한 색보정 장치가 제시되어 적용된 바 없었기 때문에 영상이 자연

색에 근접하지 못해 영상의 칼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자연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행렬계수를 색 변환 칩

셋에 적용한 후, 입력 영상에 대해 하늘색 및 피부색과 같은 자연영상을 보정함으로써 자연색에 사실적으로 근접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자연영상 생성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관찰자들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디지털 TV에서 생생한 자연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행렬 

계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디지털 텔레비젼의 자연영상 생성장치는 디지털 RGB 신호를 입력받아 L*a*b*

로 변환하는 입력영상 변환수단; 상기 변환된 L*a*b* 값을 이용하여 입력영상의 픽셀이 자연색인지를 판별하는 자연

색 추출수단; 상기 자연색 추출수단에서 자연색으로 판별된 입력 픽셀에 대해서 해당 자연색의 행렬을 적용하는 행렬

적용수단; 및 상기 행렬 적용수단을 거친 영상을 새로운 디지털 RGB값으로 출력하는 출력영상 생성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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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자연영상 생성방법은 k개의 표준 RGB 영상을 입력받아 명도,채도,색상(L*C*h) 좌표계의 영상으로 

변환하는 제1 단계; n명의 관찰자에 의해 상기 변환된 명도,채도,색상(L*C*h) 영상을 색선호 영상으로 조작한 후 다

시 색좌표 변환하여 R1' G1' B1' 영상부터 Rn' Gn' Bn' 까지 각각 n개의 영상을 구하는 제2 단계; 상기 n개의 영상 평

균치를 각각 구한 후 최종 색선호 영상을 구하고, 상기 k개의 표준영상에 대해 상기 과정을 반복하여 k개의 최종 색선

호 영상을 구하는 제3 단계; 상기 k개의 최종 색선호 영상에서 자연색 부분을 추출하여 해당 표준영상과 색선호 영상

의 순서쌍을 각각 구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순서쌍들에 대해 각각 행렬계수를 적용하여 새로운 디지털 RGB값으로 

생성하여 출력하는 제5 단계;를 통해 자연영상을 자연색에 근접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통해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텔레비젼 자연영상 생성장

치를 적용한 디지털 텔레비젼의 개략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텔레비젼 자연영상 생성장치는 방송수신부(110), 오디오처리부(120), 비디오처리부(130

) 및 자연영상 보정부(140)를 포함한다.

상기 방송수신부(110)는 공중파 방송신호를 수신한 후 복조하여 오디오신호와 비디오신호로 각각 출력하고, 오디오

처리부(120)는 상기 오디오신호를 스피커를 통해 출력한다. 그리고 비디오처리부(130)에서는 비디오신호를 RGB신

호로 변환시킨 후 출력되게 한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기능이 칩셋(chip set) 형태로 구현되어 적용된 자연영상 보정부(140)는 RGB영상신호에서 피

부색과 하늘색(본 발명에서 이를 '자연영상'이라 한다)을 추출한 후 소정의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된 행렬계수를 적용

하여 색을 보정한 후 RGB 영산신호를 CRT(150)로 출력하여 디스플레이되게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자연영상 생성장치의 상세 구성도이다. 전체를 부호 200으로 표시한 본 발명의 자연영상 생성

장치는 입력영상 변환부(210), 자연색 추출부(220), 행렬적용부(230) 및 출력영상 생성부(240)를 포함한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입력영상 변환부(210)에서는 입력된 각 픽셀의 영상 디지털 RGB 신호를 'L*a*b*'의 신호로 변

환시킨다. 이렇게 변환된 디지털 값은 자연 색 추출부(220)에서 상기 픽셀이 피부색인지 혹은 하늘색인지 판별하게 

된다.

자연색 추출부(220)에서 판별결과 해당 픽셀이 자연색(피부색, 하늘색)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대로 출력영상 생성부(

240)로 전달되어 입력 RGB 디지털값과 동일한 값으로 출력되고, 반대로 해당 픽셀이 피부색이나 하늘색으로 판단되

면 그 픽셀은 행렬 적용부(230)에서 그에 맞는 행렬 계수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출력영상 생성부(240)는 상기 행렬 

적용부(23)에 의해 행렬계수가 적용되어 계산된 'L*a*b*' 생성의 영상신호를 디스플레이를 위해 RGB 영상신호로 변

환하여 출력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행렬계수를 통해 자연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은 k개의 표준 디지털 RGB 영상을 입력(301)하고, 이 영상은 획득하고자 하는 영상의 색분

포가 많은 것을 택한다. 이렇게 입력된 영상은 각각의 RGB 픽셀에 대해서 L*C*h로 좌표로 변환한다(302). 여기서, 

좌표변환 방법은 현재 디지털 TV의 측정값(303)을 이용하여 RGB와 XYZ의 관계를 이용한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룩업테이블(LUT) 혹은 선형변환법을 이용할 수 있다. XYZ로 변환된 신호는 L*a*b*로 바뀐 후 최종적으로 L*C*h로 

변환된다.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 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처음 입력된 RGB 영상에 대해서 관찰자들은 L*C*h 좌표계 상에서 영

상 중 특히 자연색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색선호 방향으로 조작한다(304).

RGB 좌표계 상에서는 일반 관찰자들이 영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할 수 없으나 'L*(명도), C*(채도), h(색상)' 좌표

계에서는 변환시키고자 하는 부분의 색 상, 명도, 채도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L*C*h의 좌표계를 이용한다.

모두 n 명의 관찰자(305)를 이용하여 색선호 조작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이렇게 조작된 영상은 모두 n명에 의해서 이

루어 졌으므로 n개의 영상이 얻어지고, 이것은 R1' G1' B1' 영상부터 Rn' Gn' Bn' 까지로 표현된다(306).

이어 최종색변환 영상은 다음 수학식 1에 따라 관찰자에 의해 선택된 n개의 영상에 대한 평균치로 구해진다.

수학식 1

상기 수학식1을 참조하면, 최종 색변환 영상(R'G'B')은 R1'G1'B1'부터 Rn'Gn'Bn'까지의 합을 n으로 나누어 얻어지는

평균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변환된 영상중 처리하고자 하는 자연영상인 피부색과 하늘색 부분을 영상중에서 잘라내어 입력영상과 그에 

대응하는 최종 변환영상의 순서쌍(RiGiBi-Ri'Gi'Bi')을 만든다. 이렇게 모두 k개의 다른 표준영상에 대해서 같은 작업

을 반복하면, (R1G1B1 - R1'G1'B1')~(RkGkBk - Rk'Gk'Bk')까지 k개의 순서쌍을 얻을 수 있다(308).

이후,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입력영상과 최종 변환영상 사이의 관계를 행렬 형태로 정의하기 위해 다음 수학식 2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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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2

상기 수학식 2에서 X k 는 3*1의 크기를 가진 k번째 입력 벡터 즉 [R k ', G k ,' B k '] T 이고, f(Y k )는 4*1의 크

기를 가진 출력벡터 [R k ,G k ,B k ,1] T 로 한다. 그리고 행렬 계수 A는 다음 수학식 3이 최소가 되도록 계산한다.

수학식 3

상기 수학식 3이 최소가 되도록 계산된 행렬 A는 다음 수학식 4와 같다.

수학식 4

상기 수학식 4에서 E는 기대값을 의미하고, N은 색 샘플의 개수를 나타낸다.

본 발명은 상기 수학식 4와 순서쌍을 이용하여 자연색인 피부색과 하늘색에 대한 두개의 행렬계수 A 자연색 , A 피부색

을 구한다(309). 또한 추후 적용에 사용될 피부색과 자연색 추출의 판단을 위해서 도 5a의 색도를 이용한다.

도 5a는 자연색의 a*b* 색도상에서의 분포도로서, 입력영상의 데이터인 Rk,Gk,Bk을 a*b* 색도 상에 표현한 것이다. 

자연색 추출을 위해서 a*b* 색도상에서 원점을 지나는 선형 회귀를 이용하여 직선(선형회귀선 P)의 방정식을 구하고,

구해진 직선(P)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자연색의 색상(hue)의 기본값으로 한다. 즉, 입력 데이터를 a*b* 색도

상에 표현하면 도 5a와 같고, 각각의 점들은 (a 1 *,b 1 *), ( a 2 *,b 2 *), .....( a N *, b N *)로 나타난다. 원점을 지

나는 직선(P)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하여 다음 수학식 5를 이용한다.

수학식 5

상기 수학식 5에서 N은 색 샘플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구해진 기울기로 자연색의 색상(hue)을 다음 수학식 6을 이용하여 정한다.

수학식 6

상기 수학식 6에서 hue는 0부터 360도 까지의 값을 가진다. hue을 중심으로 -10도부터 10도 사이의 값을 자연색의 

범위로 정한다(310).

도 4는 본 발명의 자연영상 생성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RGB 디지털 영상이 입

력으로 들어오면(401), 상기 설명한 방법으로 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403) 각 픽셀들을 L*C*h 값으로 변환한다(40

2).

변환된 L*C*h 값 중 상기 310 단계에서 구해진 피부색 색선호 데이터(hue)(405)를 기준으로 -10도부터 +10도 사

이의 값을 피부색으로 택한다(404). 이때 처리하려고 하는 입력영상의 픽셀 값이 해당 범위(-10도~10도)내에 있으

면 행렬(피부색)을 통과하고(406), 그렇지 않으면 입력영상의 픽셀 값이 하늘색인지를 검출한다(407). 역시 같은 방

법으로 도 3의 과정을 통해 구한 하늘색 색선호 데이터(hue)(408)를 이용하여 해당 픽셀이 하늘색의 범위에 포함되면

행렬(하늘색)을 통과하고(409), 그렇지 않으면 원영상을 그대로 출력하게 된다(410).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다수의 관찰자로부터 얻은 색선호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연색인 피부

색 및 살색에 대한 행렬 계수를 생성한 후 각 영역의 색정보를 저장한다. 그리고 본 발명이 적용되는 디지털 텔레비젼



등록특허  10-0461018

- 5 -

에서 저장된 색정보와 행렬계수는 입력 RGB영상을 보정하는 실제 영상변환에 이용되는데, 실제로 관찰자들의 선호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영상에 가까운 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에 따른 자연영상을 위한 행렬 생성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디지털 텔레비젼의 자연영상 

생성장치를 설명한 하나의 실시 예에 불과한 것으로써,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허 청구

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

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텔레비전의 영상생성 장치에 있어서,

디지털 RGB 신호를 L*a*b*로 변환하는 입력영상 변환수단;

상기 변환된 L*a*b* 값을 이용하여 입력영상의 픽셀이 자연색인지를 판별하는 자연색 추출수단;

상기 자연색 추출수단에서 자연색으로 판별된 입력 픽셀에 대해서 해당 자연색의 행렬을 적용하는 행렬 적용수단; 및

상기 행렬 적용수단을 통해 얻어진 영상을 새로운 디지털 RGB값으로 생성하는 출력영상 생성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자연영상 생성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연색 추출수단은

자연색을 추출하기 위해 상기 입력영상 변환수단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L*a*b*로 변환후 휴(hue)값을 계산하

여 자연색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자연영상 생성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행렬 적용수단은

상기 자연색 추출수단을 통과한 픽셀들이 피부색에 속하는지 하늘색에 속하는지 혹은 피부색과 하늘색 이외의 다른 

색에 속하는지에 따라 계산에 적용될 행렬을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자연영상 생성장치.

청구항 4.
디지털 텔레비젼의 자연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k개의 표준 RGB 영상을 명도,채도,색상(L*C*h) 좌표계의 영상으로 변환하는 제1 단계;

n명의 관찰자에 의해 상기 변환된 명도,채도,색상(L*C*h) 영상을 색선호 영상으로 조작한 후 다시 색좌표 변환하여 R

1' G1' B1' 영상부터 Rn' Gn' Bn' 까지 각각 n개의 영상을 구하는 제2 단계;

상기 n개의 영상 평균치를 구해 최종 색선호 영상을 구하고, 상기 k개의 표준영상에 대해 상기 과정을 반복하여 k개

의 최종 색선호 영상을 구하는 제3 단계;

상기 k개의 최종 색선호 영상에서 자연색 부분을 추출하여 해당 표준영상과 색선호 영상의 순서쌍을 각각 구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표준영상과 색선호 영상으로 이루어진 순서쌍들에 대해 각각 행렬계수를 적용하여 상기 행렬계수가 적용된 표

준영상신호를 새로운 디지털 RGB값으로 생성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행렬계수는 행렬

E : 기대값, N : 샘플의 갯수

에 의해 구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텔레비젼의 자연영상 생성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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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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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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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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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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