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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컬러 영상으로부터의 조명색 추출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컬러 영상으로부터의 조명색 추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a) 영상의 3원색을 추출하여, 영상을 색을 기반으로

영역 분할하는 단계; (b) 분할된 영역 각각에 대해 대표 RGB 및 대표 RGB의 이차원 투영값인 색도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색도값이 동일한 영역들을 병합하는 단계; (c) 영상 전체의 평균 휘도값을 계산하고, 전체 평균 휘도값과 소정의 하이라이

트 비율을 이용하여 예상 조명 휘도값을 계산하는 단계; (d) 병합된 영역들 중 평균 휘도값이 계산된 예상 조명 휘도값 이

상인 영역들을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으로 선택하는 단계; (e) 선택된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들 각각에 대해, 하이라이트 후

보 영역과 그 인접 영역의 고유벡터를 계산하여 두 고유벡터간의 최단거리 및 교점을 구하는 단계; 및 (f) 고유벡터간 최단

거리 및 교점을 이용하여 후보 영역들 중 하이라이트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하이라이트 영역으로부터 조명색을 추출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컬러 영상으로부터 분할된 영역들의 대표 RGB 값을 이용하여 추출된 하이라이트 후보영역 중 하이라이

트 영역을 추출함에 있어, 전체 영상의 평균 휘도값의 상위 일정 비율 이상의 휘도값을 가지는 영역들을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으로 추출함으로써, 추출된 후보 영역들 중 하이라이트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소모되는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조명색 추출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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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는 하이라이트가 있는 컬러 원영상이다.

도 2b는 도 2a로부터 화상의 영역을 분할한 것을 도시한 것이다.

도 2c는 도 2b로부터 색도기반 영역 병합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도 3a는 명암과 하이라이트를 색도도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 3b는 명암과 하이라이트를 알지비(RGB)공간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조명색을 추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칼라 영상에서 전체 영상의 휘도를 고려하여 조명색을 가지는 하

이라이트 영역의 후보영역들을 추출하고, 상기 후보 영역들 중 하이라이트 영역을 추출하여 조명색을 검출하는 조명색 검

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칼라 화상 입력장치등에 있어서 촬영 당시의 조명의 영향을 고려하여 색보정된 화상을

저장하기 위해 백색 조절(white balance)과 같은 기능이 있다. 백색 조절과 같은 색보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비디오 카메라의 경우 보통 촬영전에 흰색 판(혹은 종이)등을 촬영하여 조명의 칼라를 얻고 이것

을 참조하여 백색 조절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조명에 대응하는 하드웨어 버튼등을 두고 사용자의 버튼 입력을 참조하여 조

명의 정보를 얻거나, 카메라에 조명검출기를 부착하여 그 신호로부터 조명의 정보를 얻거나, 입력되는 영상 자체로부터 조

명색을 얻는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왔다. 다양한 조명환경 하에서 스스로 물체를 인식, 판단하도록 제작된 로봇의 시각 시

스템등에서는 현재 환경의 조명성분(조명색 혹은 조명의 스펙트랄 전력 분포)을 검출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것

은 조명에 따라 물체의 색이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이다. 카메라나 시각 시스템과 같은 화상 입력장치에서 얻어지는 화상으

로부터 정확한 색보정이나 물체 인식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사체 주변에서 조명성분의 정확한 검출을 요하게 된다.

종래에는 백색조절 또는 색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조명성분을 검출할 목적으로 카메라 장치에 직접 조명에서 방사되는 빛

을 감지하는 검출기등을 내장하여 사용하거나, 카메라에 특정한 조명에 대응하는 버튼을 두어 그 버튼에 대한 사용자의 입

력을 기준으로 조명을 결정하는등, 카메라에 하드웨어를 부가하여 조명 성분을 검출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검

출기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적인 하드웨어의 부착에 따른 비용 부담외에도 하드웨어로 직접 대응 가능하지 않은 원거리 촬

영등에서 얻어지는 화상에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버튼의 경우 다양한 조명 성분에 적절하게 대

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버튼이 필요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상자체로부터 조명의 색을 검

출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종래의 조명색 검출 방법(미국특허 4585071; 1987.8.4 등록)에서는, 화상 자체로부터 조명의 색을 검출하는 조명색 검출

방법은 화상내의 장면(scene)에서 거울같이 반사하는 빛(specularly reflected light=highlight)의 색을 검출하여 그 장면

을 조사하는 빛의 칼라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 화상에서 여러개의 서로 다른 표면색을 가진 물체상에 동일한 색

상(hue)과 변화하는 채도(saturation)를 나타내는 여러점의 세트(set)를 검출함으로써 거울같이 반사하는 빛의 색을 검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밝기에 독립적인 색의 변화를 검출하기 위해 화상을 색도 좌표(chromaticity coordinate)를

가진 색공간으로 변환하고, 채도와 색상이 가장 급하게 변하는 색 경계를 검출하고, 채도의 변화에 의한 경계 주위의 데이

터 세트를 사용하여 조명색을 검출한다. 이 경우, 채도의 변화에 의한 경계인지 색상의 변화에 의한 경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그 경계점의 양변에 있는 데이터 셋을 수집하여 직선 근사하고 양변에서 수집된 데이터 셋으로부터 구한 직선의 기울

기가 같은 경우 채도에 의한 경계로 결정하고 조명색 검출을 위한 데이터셋으로 하며, 이러한 채도의 변화에 의한 경계점

주위의 많은 데이터 셋들로부터 얻어진 직선들의 교점들의 경로로부터 조명색으로 결정하는 변수를 구한다. 이 방법의 가

장 큰 문제점은 과다한 수행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각 경계점 데이터에서 양변의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점 단위로 처리함으로써 수많은 경계점에서 양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직선 근사하여 비교, 판단하는 작

업이 반복되어야 하는 단점을 가지며, 색도도상에서 조명색의 계산을 위해 여러개의 유효한 하이라이트가 존재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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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run Klinker[IJCV, 1988]에 의해 제안된 칼라 영상의 조명성분 검출 방법은, 칼라영상을 고정된 윈도우(fixed

window)를 이용하여 RGB 공간에서 색분산(color variance)에 따라 1차 영역분할을 하고, 물리적 가설과 검증을 통해 이

를 다시 통계적으로 2차 영역구분하여 조명색과 물체색을 분리한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하이라이트 영역만으로도 조명색

을 추정할 수 있었지만, 고정된 2차원 로칼 윈도우와 고유값을 사용함으로써 영상의 복잡성, 영상의 왜곡(noise) 정도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과 물리적인 가설과 통계적인 검증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문제점

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는, 칼라 영상으로부터 조명색을 검출함 에 있어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해, 전체 영상의 평균 휘도값의 상위 일정 비율 이상의 휘도값을 가지는 영역들을 하이라이트 후보영역으로 추출하고, 이

들과 인접영역간의 RGB 직선 교점을 계산하여 하이라이트 영역 여부를 판단하는 칼라 영상의 조명색 추출방법을 제공하

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컬러영상으로부터 조명색을 추출하는 방법은, (a) 상기 영상의 3원색

을 추출하여, 상기 영상을 색을 기반으로 영역 분할하는 단계; (b) 상기 분할된 영역 각각에 대해 대표 RGB 및 상기 대표

RGB의 이차원 투영값인 색도값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색도값이 동일한 영역들을 병합하는 단계; (c) 상기 영상 전체의

평균 휘도값을 계산하고, 상기 전체 평균 휘도값에 소정의 하이라이트 비율을 곱하여 예상 조명 휘도값을 계산하는 단계;

(d) 상기 병합된 영역들 중 평균 휘도값이 상기 계산된 예상 조명 휘도값 이상인 영역들을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으로 선택

하는 단계; (e) 상기 선택된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들 각각에 대해, 상기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과 그 인접 영역의 고유벡터

를 계산하여 상기 두 고유벡터간의 최단거리 및 교점을 구하는 단계; 및 (f) 상기 고유벡터간 최단거리 및 교점을 이용하여

상기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들 중 하이라이트 영역을 추출하고, 상기 추출된 하이라이트 영역으로부터 조명색을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d) 단계는 (d1) 상기 병합된 영역들 중 평균 휘도값이 상기 계산된 예상 조명 휘도값 이상인 영역들을

선택하는 단계; (d2) 상기 병합된 영역들 가운데 소정의 하이라이트 휘도값 이상의 휘도값을 갖는 영역을 선택하는 단계;

및 (d3) 상기 (d1)단계에서 선택된 영역들의 개수와 상기 (d2)단계에서 선택된 영역들의 개수를 비교하여, 작은 개수의 영

역들을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으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a) 단계는 RGB 공간상에서 유사거리에 있는 컬러 화소들은 서로 병합시키고 떨어진 컬러 화소들은 분리시켜서 입력

영상을 다수개의 컬러군으로 영역화하거나, 시아이이엘유브이(CIELUV) 공간상에서 유사거리에 있는 컬러 화소들은 서로

병합하고 떨어진 컬러 화소들은 분리시켜서 입력영상을 다수개의 컬러군으로 영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b) 단계는 분할된 영역과 그 영역의 인접 영역에서의 rg 차를 비교하여 소정의 허용범위 내에 들면 두 영역을 병합하

고, 허용범위 밖이면 두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조명색 추출방법은 상기 분할된 영상 영역들 가운데 소정 RGB값을 기준으로 소정 범위 안에 드는

RGB값을 갖는 영역들의 RGB 값을 소팅(sorting)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상기 고유벡터를 구하는 단계는 상기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의 RGB 데이터 셋들 및 상기 하이라이트 영역에 인접한 영역의

RGB 데이터 셋들을 3차원 라인 피팅(line fitting)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라인 피팅은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고유벡터(eigen value)를 계산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최단거리 및 교점을 사용하여 하이라이트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들 중,

상기 최단거리가 소정의 기준거리 안에 들어오고, 상기 하이라이트 직선 측의 교점의 좌표인 RGB값이 해당 직선이 속한

영역의 대표 RGB값보다 작으며, 그 인접 영역 직선 측의 교점의 좌표인 RGB값이 해당 직선이 속한 영역의 대표 RGB값보

다 큰 영역을 하이라이트 영역으로 추출한다.

상기 조명색을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추출된 하이라이트 영역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직선 돗수 찾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대표 조명색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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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상기 직선돗수 찾기 알고리즘은 (v) 상기 추출된 하이라이트 영역의 직선 벡터들의 평균 벡터를 구하고, 직

선 벡터 허용구간을 정의하는 단계; (w) 상기 평균벡터를 중심으로 소정의 허용구간 내에 드는 직선들의 돗수 평균 벡터를

구하는 단계; (x) 평균 벡터와 돗수 평균 벡터간의 벡터 차를 구하는 단계;

(y) 벡터 차가 소정의 허용 오차값 이내에 들면 이 평균벡터를 영상의 조명색으로 사용하는 단계; 및 (z) 상기 벡터 차가 상

기 소정 허용 오차값보다 크면 돗수 평균벡터를 평균벡터로 바꾸어 상기 (w) 단계부터 (y) 단계까지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

함한다.

상기 조명색 추출 방법은 바람직하게는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로 구현할 수 있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조명색 추출 방법을 흐름도로 도시한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 장치와 같은 화상 입력 장치로부터 촬

상된 컬러 화상 신호로부터 그 화상을 이루는 3원색, 즉 빨강(이하 R), 초록(이하 G), 파랑(이하 B)의 컬러값을 추출한다

(100단계). 일반적으로 화상 입력 장치는 입사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빨강(이하 R), 초록(이하 G), 파랑(이하 B)의 컬

러값을 출력한다. 촬상된 컬러 화상의 화면을 컬러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개의 영역으로 분할(pre-segmentation)한다

(110단계). 컬러 화상의 영역분할은 RGB 공간 또는 시아이이(CIE; 국제 조명 위원회)의 표준인 CIELUV 색 공간상에서

유사거리에 있는 컬러 화소들은 서로 병합하고 떨어진 컬러화소들은 분리시켜서 입력영상을 다수개의 컬러군으로 영역화

하는 것이다. 분할된 영역들마다 각각 해당 영역의 대표 RGB와 그 색도값 rg를 계산한다(120단계). 여기서 대표 RGB는

해당 영역에서 평균 RGB를 의미하며, 대표 rg는 대표 RGB의 2차원 투영이다. 대표 rg는 아래의 수학식 1과 같이 하여 산

출한다.

수학식 1

분할된 영역의 대표 RGB 및 대표 rg 값을 산출한 후, 대표 색도좌표인 rg를 이용하여 3차원 물체의 색에서의 명암변화

(shading)을 제거하여 색도값 RG가 같은 영역들을 병합한다(130단계). 이는 분할된 영역들을 rg를 기반으로 영역 병합을

하는 것을 말하며, rg 영역 병합은 한 영역에서 인접 영역과 rg 차를 비교하여 허용범위내에 들면 두 영역을 병합하고, 허

용범위 밖이면 두 영역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컬러 영상으로부터 상기 100단계에서 추출된 R, G, B 값을 이용하여, 영상 전체의 평균 휘도값과 최대휘도값을 계산하고

(140단계), 상기 계산된 평균 휘도값, 최대휘도값 및 미리 설정된 하이라이트 비율을 이용하여 예상 조명 휘도값을 계산한

다(150단계). 예를 들면, 전체 영상의 평균 휘도값이 100, 최대휘도값이 200이고, 상기 하이라이트 비율이 5%로 설정된

경우, 상기 최대휘도값과 평균 휘도값 사이에서 상위 5%, 즉 195가 예상 조명 휘도값이 된다.

상기 110단계에서 분할된 후, 130단계에서 병합된 영역들 중 상기 예상 조명 휘도값 이상의 휘도값을 가지는 영역들을 하

이라이트 후보 영역들로 추출한다(160단계).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미리 설정된 예상 조명 휘도값

이상의 휘도값을 가지는 영역들을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으로 추출하거나, 상기 160단계에서 추출된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

의 개수와 상기 미리 설정된 예상 조명 휘도값에 의해 추출된 후보 영역의 개수를 비교한 후, 그 개수가 더 작은 후보 영역

들을 최종적으로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으로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추출된 하이라이트 후보영역들 각각에 대해, 상기 후보 영역과 그 인접 영역의 고유벡터간 최단거리 및 교점을 계산

한다(170단계). 상기 170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상기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들을 RGB값을 기준으로 가장 큰 RGB 값을 가지는 영역으로부터 내림차순으로 영역 라벨링을

소팅(sorting)하여 R_리스트 버퍼로 영역을 표시하는 인덱스를 저장하고, 상기 R_리스트 버퍼에 저장된 영역들에 대해 하

이라이트 영역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정 후보 영역과 이를 둘러싼 인접 영역을 1쌍으로 묶는 작업을 수행한다. 먼저 R_리

스트 버퍼에 저장된 영역들을 하나씩 꺼내어 해당 영역의 RGB 값을 M_리스트 버퍼에 저장하고, 상기 하이라이트 후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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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인접한 영역의 RGB 값을 N_리스트 버퍼에 저장한다. 상기 R_리스트 버퍼에 저장된 m개의 영역 각각에 대해 인접 영

역이 n개 존재하며, 이들 각각에 대해 한 쌍(pair)으로 묶고, 묶음의 표시로서 영역지정 라벨 버퍼를 1로 바꾼다. 이들 과정

은 모든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들의 영역지정 라벨 버퍼가 모두 1로 셋 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이들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과 인접 영역의 쌍들에 대한 정보는 M_리스트 버퍼와 N_리스트 버퍼에 저장한다.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 m개 중 한

후보 영역에 대해 M_리스트 데이터 셋의 라인을 피팅한다. 이는 M_리스트 버퍼에서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을 꺼내어, 이

영역내에 있는 RGB 데이터 셋들을 3차원 직선 피팅(line fitting)하는 것으로서 RGB 데이터 셋들로부터 직선 성분을 추출

하는 것을 말한다. 3차원 데이터 라인 피팅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성분 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

용하는 것으로 고유 벡터(eigen value)를 계산할 수 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영역의 데이터가 p개 있을 때 RGB의 분산 매트릭스(covariance matrix), C를 아래의 수학식 2와 같이 계산한다.

수학식 2

(T: 매트릭스 트랜스포스(transpose))

2) 분산 매트릭스의 고유 벡터는 통계학 분야에서 이미 잘 알려진 방법인 특수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사용하면 구할 수 있다.

수학식 3

(여기서, W는 고유값, U와 V는 열 벡터(column vector)로서 데이터 셋의 직선 방정식에 해당하며, 윗첨자 T는 전치행렬

을 의미한다.)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의 인접 영역의 RGB 데이터 셋들을 3차원 라인 피팅한다. 여기서 리인 피팅하여 직선 방정식을 구하

는 과정은 210단계와 동일하다. 210단계 및 220단계에서 RGB 데이터를 이용하여 직선 벡터를 계산할 때 RGB가 포화되

는 값은 사용하지 않는다. 카메라 등의 특성상 노출과 셔터 속도에 따라 255를 넘는, 즉 허용 데이터 범위를 넘는 RGB 값

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영상 데이터 특성을 왜곡시킨다. 실제로 하이라이트 영역에서는 RGB 채널중 하나 이상이 포

화되는 경우가 많다. 하이라이트 영역에서 구한 직선 벡터와 인접 영역에서 구한 직선 벡터간의 교점을 구한다. 실제 영상

에서는 노이즈 등의 혼입과 기기 자체의 왜곡으로 인해 이상적인 직선간의 교점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두 하이라

이트 영역과 인접 영역의 두 직선간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여 교점으로 정한다. 가령 점(x1, y1, z1)을 지나

는 방향비가 u1, v1, w1인 직선과 점(x2, y2, z2)를 지나는 방향비가 u2, v2, w2인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직선간의 최단거

리, min_h는 아래의 수학식 4와 같이 계산된다.

수학식 4

두 직선간의 최단거리에 해당하는 위치의 교점에 계산은 기존의 대수 기하학을 사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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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산된 각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과 그 인접 영역의 고유벡터 간 최단거리 및 교점을 이용하여, 상기 추출된 하이라이

트 후보 영역들 중 하이라이트 영역을 추출하고(180단계), 상기 추출된 하이라이트 영역의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조명색을

추출한다(190단계). 상기 하이라이트 영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별한다.

1) 두 직선간에 계산된 최단거리 min_h가 허용거리(예를 들면 RGB 5) 내에 드는가?

2) 하이라이트 직선 측면에서 교차점의 좌표(RGB 값)가 직선이 속한 영역의 대표 색값(RGB)보다 작은가?

3) 인접영역 직선 측면에서 교차점 좌표(RGB 값)가 직선이 속한 영역의 대표 RGB보다 큰가?

위의 3가지 요건이 만족되면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의 직선 벡터는 조명색 벡터로서 인정되며, 조명색 테이블에 저장되고,

조명색으로 인정된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의 직선 벡터가 2개 이상이면 직선 돗수 찾기(line Mode Seeking) 알고리즘을 사

용한다.

1)조명색으로 저장된 여러 라인 벡터들의 평균 벡터를 구하고, 직선 벡터 허용구간을 정의한다.

2)평균 벡터를 중심으로 허용구간 내에 드는 라인들의 돗수 평균 벡터를 구한다.

3)평균 벡터와 돗수 평균벡터간의 벡터차를 구한다.

4)벡터차가 허용오차(예 0.02)내에 들면 이를 영상의 조명색으로서 사용하며,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 돗수 평균벡터를 평

균 벡터로 바꾸어서 2)~ 4)를 반복한다.

상기 과정을 사용하면 편차가 큰 조명색 직선 벡터를 제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조명색을 얻을 수 있다. 한 하이라이트

영역의 모든 인접영역에 대해 상기 라인 피팅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R_리스트 버퍼에 저장된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 모두

에 대해 상기 조명색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루프를 수행한다.

도 2a~도 2c는 하이라이트가 있는 칼라 원영상(도 2a)에 대해, 도 1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CIELUV 색공간에서 영역분할

한 결과(도 2b) 및 영역 분할된 결과에 대해 rg를 기반으로 영역병합한 결과(도 2c)를 보인다. 도 1의 120단계에서는 도

2b에서와 같이 분할된 영역들의 대표 RGB와 색도값 rg를 구한다.

도 3a~도 3b는 도 1의 130단계에서 분할된 영역의 명암변화와 하이라이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도 3a는 rg 평면상인

색도도 측면에서 동일색으로 칠해진 3차원 물체는 동일한 한 점으로 표시됨을 보인다. 도 3b는 RGB 공간 측면에서 동일

색으로 칠해진 3차원 물체는 그림의 A, B와 같이 동일한 직선 벡터로 나타내진다. 도 3b로부터 도 1의 상기 하이라이트 영

역인지를 판단하는 요건의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직선 C는 하이라이트 인접 영역의 RGB 데이터를 표현하는 직

선이며, 직선 D는 하이라이트 영역의 RGB 데이터를 표현하는 직선이다. 하이라이트 영역은 물체색에 강력한 조명색이 더

해져서 만들어지는 영역으로서 물체색 영역과 하이라이트 영역간의 대표 RGB 차는 상당히 크며, 두 직선간의 교점은 두

대표 RGB 사이값을 가지게 된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

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

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

으며, 또한 캐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

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al)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

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형 또는 변

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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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컬러 영상으로부터 분할된 영역들의 대표 RGB 값을 이용하여 추출된 하이라이트 후보영역 중 하이라이

트 영역을 추출함에 있어, 전체 영상의 평균 휘도값의 상위 일정 비율 이상의 휘도값을 가지는 영역들을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으로 추출함으로써, 추출된 후보 영역들 중 하이라이트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소모되는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으로부터 조명색을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상기 영상의 3원색을 추출하여, 상기 영상을 색을 기반으로 영역 분할하는 단계;

(b) 상기 분할된 영역 각각에 대해 대표 RGB 및 상기 대표 RGB의 이차원 투영값인 색도값을 산출하고, 상기 산출된 색도

값이 동일한 영역들을 병합하는 단계;

(c) 상기 영상 전체의 평균 휘도값 및 최대휘도값을 계산하고, 상기 전체 평균 휘도값, 최대휘도값 및 소정의 하이라이트

비율을 이용하여 예상 조명 휘도값을 계산하는 단계;

(d) 상기 병합된 영역들 중 평균 휘도값이 상기 계산된 예상 조명 휘도값 이상인 영역들을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으로 선택

하는 단계;

(e) 상기 선택된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들 각각에 대해, 상기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과 그 인접 영역의 고유벡터를 계산하여

상기 두 고유벡터간의 최단거리 및 교점을 구하는 단계; 및

(f) 상기 고유벡터간 최단거리 및 교점을 이용하여 상기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들 중 하이라이트 영역을 추출하고, 상기 추

출된 하이라이트 영역으로부터 조명색을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색 추출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는

(d1) 상기 병합된 영역들 중 평균 휘도값이 상기 계산된 예상 조명 휘도값 이상인 영역들을 선택하는 단계;

(d2) 상기 병합된 영역들 가운데 소정의 하이라이트 휘도값 이상의 휘도값을 갖는 영역을 선택하는 단계; 및

(d3) 상기 (d1)단계에서 선택된 영역들의 개수와 상기 (d2)단계에서 선택된 영역들의 개수를 비교하여, 작은 개수의 영역

들을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으로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색 추출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RGB 공간상에서 유사거리에 있는 컬러 화소들은 서로 병합시키고 떨어진 컬러 화소들은 분리시켜서 입력 영상을 다수개

의 컬러군으로 영역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색 추출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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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시아이이엘유브이(CIELUV) 공간상에서 유사거리에 있는 컬러 화소들은 서로 병합하고 떨어진 컬러 화소들은 분리시켜서

입력영상을 다수개의 컬러군으로 영역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색 추출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분할된 영역과 그 영역의 인접 영역에서의 rg 차를 비교하여 소정의 허용범위 내에 들면 두 영역을 병합하고, 허용범위 밖

이면 두 영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색 추출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된 영상 영역들 가운데 소정 RGB값을 기준으로 소정 범위 안에 드는 RGB값을 갖는 영역들의 RGB 값을 소팅

(sorting)하여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색 추출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유벡터를 구하는 단계는

상기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의 RGB 데이터 셋들 및 상기 하이라이트 영역에 인접한 영역의 RGB 데이터 셋들을 3차원 라인

피팅(line fitting)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색 추출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라인 피팅은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고유벡터(eigen value)를 계산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조명색 추출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최단거리 및 교점을 사용하여 하이라이트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는

상기 하이라이트 후보 영역들 중, 상기 최단거리가 소정의 기준거리 안에 들어오고, 상기 하이라이트 직선 측의 교점의 좌

표인 RGB값이 해당 직선이 속한 영역의 대표 RGB값보다 작으며, 그 인접 영역 직선 측의 교점의 좌표인 RGB값이 해당 직

선이 속한 영역의 대표 RGB값보다 큰 영역을 하이라이트 영역으로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색 추출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명색을 추출하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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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추출된 하이라이트 영역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직선 돗수 찾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대표 조명색을 산출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조명색 추출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직선돗수 찾기 알고리즘은,

(v) 상기 추출된 하이라이트 영역의 직선 벡터들의 평균 벡터를 구하고, 직선 벡터 허용구간을 정의하는 단계;

(w) 상기 평균벡터를 중심으로 소정의 허용구간 내에 드는 직선들의 돗수 평균 벡터를 구하는 단계;

(x) 평균 벡터와 돗수 평균 벡터간의 벡터 차를 구하는 단계;

(y) 벡터 차가 소정의 허용 오차값 이내에 들면 이 평균벡터를 영상의 조명색으로 사용하는 단계; 및

(z) 상기 벡터 차가 상기 소정 허용 오차값보다 크면 돗수 평균벡터를 평균벡터로 바꾸어 상기 (w) 단계부터 (y) 단계까지

를 반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명색 추출 방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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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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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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