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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베이어 컬러필터 배열 기반의 영상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에서 개선된 컬러 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영상 시스

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컬러 영상 생성 기술은 두 장의 연속적인 영상(광대역 G채널 필터를 사용한 영상과 색필터를 적용하지 않고 연

속적으로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RGBCY의 다양한 색 정보를 추출하여 디모자이킹을 위한 컬러 영상 보간의 계산은 감소시키며 개선된

색상 정보를 가지는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베이어 CFA 영상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CFA를 제작할 필요 없

이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컬러영상 생성을 위한 카메

라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의 디모자이킹 기술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컬러 중첩 현상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maging system for reconstruction of enhanced color images using the conventional Bayer CFA. By 
extracting various colors such as RGBCY from two sequential images which consist of a image by broadband G channel lens 
filter and the other image captured without one, the proposed color image reconstruction system can reduce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for demosaicking and make high resolution color information without aliasing artifacts. Because the proposed system 
uses the common Bayer CFA image sensor, fabricating a new type of CFA is not necessary for obtaining a multi-spectral image, 
which can be easily extensible for applications of multi-spectral imaging. Finally,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experimental results are performed. By comparing with the existing demosaicking methods, the proposed camera 
system showed th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sense of color resolution.

 Keywords : demosaicking, Bayer CFA, multispectral imaging

Ⅰ. 서 론

디지털 카메라에서 컬러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리

적으로 세 개의 영상센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각의 서로

다른 스펙트럼 채널을 갖는 세 개의 영상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렌즈로 입사되는 빛을 광학적으로 분리하여 각각

의 센서로 전송하기 위한 광학부와 전자제어부가 추가적으

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추가적인 시스템은 카메라의 물리

적인 크기와 비용을 증가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한 개의 영상센

서만을 사용하여 컬러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컬러필터배

레터논문-11-16-3-17



562 방송공학회논문지 2011년 제16권 제3호

열 (CFA: Color filter array)을 사용하여 영상을 샘플링한

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에서 컬러 정보를 얻기 위

해서 베이어 컬러필터배열 (Bayer CFA)을 사용한다. 한 개

의 영상센서와 CFA를 사용하는 카메라에서는 한 화소에서

단 한 가지의 색상 정보만을 추출하기 때문에 베이어 CFA
는 각 화소마다 RGB 채널 중에서 한 가지 색상 정보만을

취득할 수 있고, 다른 두 채널의 색상 정보는 영상보간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추정해야 한다. 이러한 컬러 정보의 추정

을 위한 과정을 컬러필터배열 보간 (color filter array inter-
polation) 또는 디모자이킹 (demosaicking)이라고 한다. 디
모자이킹의 가장 단순한 예로 각각의 컬러 채널에 대하여

선형보간 또는 큐빅보간 등을 수행하여 컬러 영상을 생성

할 수 있지만, 영상의 고주파 성분을 효과적으로 보간할 수

없으며 컬러 채널간 정보의 중첩으로 의도하지 않은 색상

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응적 보간 기술 및 정칙화(regularization) 방법 및

POCS (projections onto convex sets) 방법 등의 다양한 디

모자이킹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1].   

한편 다수의 조리개에 RGB의 색필터가 추가된 광학부

를 사용하여 취득한 영상에서 채널간의 이동된 컬러 정보

를 이용하여 객체의 깊이를 추정하여 다중 객체의 초점을

복원하기 위한 다중 컬러필터 조리개 (multiple color-filter 
aperture) 카메라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2]. 다중 컬러필터 조

리개 카메라 시스템을 변형하여 컬러영상을 생성하는 방법

에 제안되었다. 이 방법은 기존의 RGB 베이어 패턴을 적용

한 카메라에 RGB의 색 필터를 렌즈에 추가로 장착하여 세

장의 영상을 취득하여 베이어 영역 컬러 패치 방법을 사용

하여 디모자이킹을 수행하지 않고 컬러 영상을 생성한다
[3].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베이어 컬러필터 배열 기반의 영

상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에서 개선된 컬러 영상을 생성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두 장의 연속적인

영상(광대역 G채널 필터를 사용한 영상과 색필터를 적용하

지 않고 연속적으로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색 정보를 추출

하여 디모자이킹을 위한 컬러 영상 보간의 계산은 감소시

키며 색상 정보를 개선하는 컬러 영상을 생성 기술을 제안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컬러영상 생성 기술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상용화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베이어

CFA 카메라 시스템의 컬러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다중 스

펙트럼을 이용한 컬러 영상 생성 시스템을 제안한다.  둘
째, 제안한 다중 스펙트럼 컬러 영상 생성 기술로 디모자

이킹을 위한 컬러 영상 보간의 계산량을 줄이고 생성된

영상의 컬러 중첩 효과를 제한한다.  셋째, 제안된 카메라

시스템은 다중 스펙트럼을 위한 영상 취득 시스템으로 확

장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기존의 디모자

이킹 기술을 사용하는 컬러영상 생성 기술에 대해 설명하

고 베이어 CFA 기반의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사용하는 컬

러 영상 생성 기술을 제안한다. 3절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

시하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베이어 CFA 기반의 다중 스펙트럼을
이용한 컬러 영상 생성 기술

1. 컬러필터배열 및 디모자이킹 기술

영상 센서는 일반적으로 빛 에너지에 반응하는 모노 센

서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모노 센서를 사용하여 컬러영상

을 얻기 위해서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는 영상센서

위에 CFA를 설치하여 각 화소마다 서로 다른 컬러 정보를

취득한다. 베이어 CFA를 통과한 빛이 영상센서에 저장되

기 때문에 취득한 영상에는 RGB의 성분이 1:2:1로 샘플링

되어 저장되고 각 화소는 한 가지 색성분에 대한 응답만을

가진다. 따라서 나머지 두 색 성분들과 함께 컬러영상을 생

성하기 위해서 베이어 영상을 보간하여 영상센서 해상도와

같은 크기의 컬러 영상을 계산한다. 베이어 RGB CFA에서

G 성분을 다른 색성분 보다 두 배 샘플링하는 이유는 G 
성분이 사람의 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상의 휘도

(luminance) 성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디모자이킹은 베이어 패턴에 의해 저장된 영상을 R, G, 

B 화소들로 샘플링하기 때문에 컬러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서는 각 채널별로 취득하지 못한 화소를 같은 채널의 주변

화소의 정보와 다른 채널의 화소 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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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모자이킹 방법과 영상의 공간주파수 분포 및 색상에

따라서 디모자이킹한 결과 영상의 색상, 고주파성분, 에일

리어싱 (ailiasing)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다중 스펙트럼 기반의 컬러 영상 생성

그림 1에서는 가시광선대역에서 색필터의 파장에 따르

는 상대적인 응답을 나타내었다. 베이어 CFA의 경우 RGB
의 각각의 색성분 대역에 대한 빛의 투과도는 그림 1의 다

중 스펙트럼 그래프에서 각각 5, 3, 1의 곡선에 해당한다. 

그림 1. 다중 스펙트럼의 가시 스펙트럼 응답
Fig. 1 Visual spectral response

한 개의 영상센서를 사용하여 컬러영상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베이어 CFA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색필터를 배

치한 다양한 CFA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CYGM 패턴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RGB 색 필터의

특성에 비하여 CMY 색 필터는 빛에 대한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잡음에 강인하지만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RGB로
다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색과 신호대잡음비 등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4].   
컬러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베이어 CFA 영상센서를 사

용하는 대신에 프리즘으로 색성분을 RGB로 분리하는

3CCD 카메라를 사용하여 고해상도 영상을 취득한다. 또한

천체 관측을 위하여 서로 다른 색필터가 포함된 필터휠

(filter wheel)을 렌즈에 부착하여 연속적으로 영상을 촬영

하여 컬러영상 또는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생성하기도 한

다[5]. 따라서 여러 장의 다중 스펙트럼의 영상을 취득하기

때문에 디모자이킹을 사용하지 않고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

을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세 장 이상의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단일 영상센서를 사용하여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존의 CFA 대신에 RGBCM의 색필터를

배치한 CFA를 사용하여 다중 스펙트럼 디모자이킹을 수행

하였다
[6]. 앞서언급한것과 같이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얻

기 위해서 또는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사용하여 컬러영상

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CFA를 사용하거나

여러 장의 영상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3. 광대역 G 필터를 사용한 컬러 영상 생성

본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베이어 RGB CFA 영
상센서를 사용하고 디모자이킹을 최소화하여 채널 보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

은 다중 스펙트럼 영상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컬러영상 시스템은 렌즈부에 광대

역 G 필터를 탈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기존의 베이어

RGB CFA 영상센서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두 장의 영상

을 촬영한다. 한 장의 영상은 외부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영상을 취득하고 다른 한 장의 영상은 광대역 G 필터를 부

착하여 영상을 얻는다.
그림 2에서는 제안한 카메라 시스템에서의 영상센서

CFA 스펙트럼 응답과 렌즈에 부착하는 광대역 G 필터의

스펙트럼 응답의 예를 제시한다.

그림 2. 제안하는 컬러영상 시스템의 스펙트럼 응답
Fig. 2. Spectral response of proposed system

그림 2에서 실선은 영상센서의 베이어 RGB CFA 스펙트

럼 응답을 나타내고 점선은외부 광대역 G필터의 스펙트럼

응답을 나타낸다. 광대역 G 필터의 응답에서 베이어 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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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채널과 B채널의 응답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중복되는 영역이 각각 Y(yellow)와 C(Cyan) 대역

에 해당하는것을알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광대역 G 필터를 사용하는 카메라 시스템으로 얻은 두 장

의 영상에서 R, G, B, Y, C의 5개 대역의 성분을 그림 3에
서와 같이 검출할 수 있다.

그림 3. 제안하는 컬러영상 시스템의 개요도
Fig. 3.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특히 빛이 광대역 G 필터를 통과할 때 그림 2과 같이 R
과 B의 색성분도 일부 포함되어 센서 CFA로 전달되기 때

문에 CFA의 R 화소를 통과한 빛은 Y 대역의 색 성분을

가지고, 같은 원리로 CFA의 B 화소를 통과한 빛은 C 대역

의 색 성분을 나타낸다. 물론 G 화소를 통과한 빛은 같은

G 색 성분을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RGB와 CMY의 색 필터를 통과한 빛에 대

한 색상 관계를 다음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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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모든대역의 색상을 포함한 흰색 광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얻은 두 장의 영상으로부터 컬러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RGB 채널 영상을 구성

한다. R 채널을 구성하기 위해서 렌즈 색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영상에서 1/4로 샘플링된 R화소를 사용하고 광대역

G 필터를 사용해서 얻은 영상의 1/4 샘플링된 C 화소를 사

용한다. 식 (1)의 세 번째 식에서 C와 R의 관계를 통해 C 
화소로부터 R성분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R 채널 영상

에서 나머지 절반의 화소들은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영상보간 또는 기존의 디모자이킹을 사용하여 보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빈 화소는 인접한 네 개의 화소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채널의 영

상의 Y화소 값은 식 (1)의 첫 번째 식으로부터 Y와 B의
관계를 통해 계산하여 나머지 절반의 빈 화소들을 보간하

여 구할 수 있으며, G 채널의 경우는 취득한 두 장의 영상

을평균하여 구성하며빈 화소는 위에서언급한바와 같이

보간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시각 체계에 가장 민감하고

휘도 영상에 가까운 채널에서 잡음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

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으

로 영상 센서의 크기와 같은 RGB 세 장의 영상을 추정하여

컬러 영상을 표현할 수 있다. 
 

III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컬러 영상 생성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으로 생성한 영상과 기존의 베이어

RGB CFA 영상의 디모자이킹 기술로 생성한 영상을 비교

하였다. 제안한 방법과의 객관적인 실험결과의 비교를 위

하여 코닥 영상을 사용하여 PSNR을 표 1에 나타냈다.

영상 선형보간 방법 Gunturk 방법[8] 제안한 방법

1 35.4 38.2 35.0 43.9 45.0 41.2 39.5 39.2 39.1 
2 27.8 30.9 28.1 39.3 42.6 38.5 32.0 31.9 31.9 
3 33.6 36.2 33.3 43.6 44.6 40.5 38.3 38.0 37.9 
4 23.4 27.4 23.7 35.9 39.3 35.4 29.6 29.6 29.5 
5 32.4 35.8 32.8 43.5 45.5 41.5 37.6 37.7 37.5 
6 29.2 32.4 29.3 39.9 42.2 39.5 33.3 33.2 33.1 
7 31.3 34.3 31.3 42.5 45.8 41.4 35.4 35.4 35.4 
8 28.1 31.7 28.2 40.6 43.8 39.6 34.4 34.4 34.2 
9 31.8 34.6 31.6 42.5 44.7 40.0 36.2 35.8 35.7 
10 28.7 31.4 28.6 40.0 42.9 38.9 32.5 32.3 32.3 
11 30.9 33.8 30.3 39.7 41.3 37.7 34.6 34.3 34.1 
12 27.1 29.6 26.3 36.9 39.0 34.7 30.2 29.7 29.1 

표 1. 코닥 영상에 대한 PSNR 비교 (순서대로 RGB 채널별 PSNR)
Table 1. PSNRs for Kodak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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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에서는 주관적 비교를 위하여 영상8에 대한 결과

영상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그림 4(d)와 같이 제안한 방법

은 기존의 방법에 비교하여 고주파 성분에서 색 중첩의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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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4. 실험결과 (a:원영상, b:선형보간, c:Gunturk의방법[8], d 제안 방법)
Fig. 4 Experimental results (a: original image, b: bilinear, c: Gunturk's 
method[8], d: proposed method)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알고리듬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상용 카메라의 CFA 스펙트럼 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알아야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외부 광대역 G 필
터를 제작해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디모자

이킹 방법과의 비교 및 제안하는 광대역 G 필터를 사용하

는 영상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광대역 G필터가 통과한 영상을 생성하여 사용했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PSRN을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면선

형보간 방법보다는 개선되었지만 Gunturk의 방법을 사용

한 결과에 비교하면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그 이유는 RGB
의 각 채널별 보간 방법으로 기존의 에지 방향성 보간

(edge-directed interpolation) 방법
[7]
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채널간 정보를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계산한 Gunturk의

방법에 비하여 PSNR 값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의 보간을 위해 채널간 정보를 사용한다면 PSNR을 개

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I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FA 영상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

의 렌즈에 광대역 G 필터로 얻은 영상을 추가로 사용하여

컬러 영상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제안한 컬러 영

상 생성 기술은 R과 B 채널을 구성할 때 기존의 단일센서

CFA 영상 보다 두 배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단순한 디

모자이킹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계산량으로

효과적으로 디모자이킹을 수행하고 색 중첩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베이어 CFA 영상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CFA를 제작할 필요 없이 다중 스펙

트럼 영상을 얻을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연구에

서는 렌즈 색필터와 CFA를 통과한 빛의 손실을 고려하고

두 장 영상의 노출을 다르게 설정하여 HDR (high dynamic 
range) 등의 기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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