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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HD 방송, DMB 방송 등 방송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비디오 포맷 형식도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 각 비디오 

포맷들은 저마다 다른 압축방식과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의 비디오라도 그 

안의 세부 색상 정보는 비디오 포맷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DMB 방송과 HDTV 방송에서 같은 

프로그램의 동일 프레임 간의 색상 차이를 최소화 

함으로써 다른 비디오 포맷 간의 발생하는 색상 변화에 

강인한 매칭 방법을 제안한다. 두 비디오의 동일 

프레임에서의 컬러 히스토그램 상하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좌우 패턴이 약간 이동되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하여, 두 컬러 히스토그램 간의 상관 

관계(correlation) 계산을 통해 좌우 이동 정도를 

찾아낸 후 컬러 히스토그램을 그에 맞게 수정한다.  

그리고 수정된 컬러 히스토그램으로 히스토그램 간의 

차이 값을 구해, 다른 비디오 포맷 간의 프레임 매칭을 

실행한다. 제안한 방법으로 성능을 실험하였을 때, 수정 

전의 컬러 히스토그램 차이보다 색상 차이가 약 

14%정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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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방송 전송 기술과 영상 포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HDTV 방송과 DMB 방송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각 방송에 해당하는 비디오 포맷을 가진 영상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들

은 비디오 포맷에 따라 각기 다른 압축방식과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 프로그램의 동일 장면이라도 

각 포맷 별 비디오 영상 내부의 세부 색상 정보는 다르

게 나타난다. 그에 따라 다른 비디오 포맷 간의 프레임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비디오 포맷으

로 생기는 색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프레임 매칭 방법들은 다른 비디오 포맷으로 생기는 색

상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한 비디오 포맷 내에서 구현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비디오 포맷으로 생기는 

색상 차이만큼의 에러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

서 다른 비디오 포맷으로 생기는 색상 차이를 줄여줌으

로써 프레임 매칭의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매

칭 방법이 필요하다. 

색상 변화에 강인한 방법에 대해 기존의 논문에서

는 물체 인식이나 색상 질감 인식 등의 분야에서 연구 

되어져 왔다. 물체 인식 분야에서는 조명 위치나 조명 

색에 의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색도 인식 방법[1]을 제

안하였다. 그리고 가우시안 스케일 공간에서 계산함으

로써 그림자, 조명, 하이라이트, 잡음에 따른 색상 변화

에 덜 민감하게 한 방법[2]도 연구 되었다. 또한 색상 

질감 인식을 위해서는 웨이블렛 영역에서의 공분산

(covariance)을 이용[3]하기도 하였으며, 이것은 다양

한 조명 변화에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색상

과 형태 정보를 결합하는 방법[4]등 여러 특징 벡터들

을 같이 이용하여, 보다 나은 인식 결과를 내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위의 방법 대부분은 조명이나 그림

자, 잡음 등 각각의 색상 변화 환경에 특화된 방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다른 비디오 포맷들 간에 발생하는 

색상 차이를 줄여 효과적인 매칭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의 제안들을 바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비디오 포맷의 컬러 정보간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컬러 히스토그램들을 살펴 보고, 

그 사이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패턴

을 이용하여 다른 비디오 포맷간의 색상 차이를 최소화

하여 다른 비디오 포맷 간의 생기는 색상 변화에 강인

한 매칭 방법을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비디오 포맷의 같은 프로그램에서의 프

레임 매칭을 해 봄으로써 성능을 실험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다른 

비디오 포맷간의 컬러 히스토그램에 나타나는 패턴에 

대해 설명하고, Ⅲ장에서는 제안한 매칭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Ⅳ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실험 결과를 보이

고, Ⅴ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Ⅱ. 컬러 히스토그램 패턴 
다른 비디오 포맷 간의 색상 변화에 대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비디오 포맷 간의 연관성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특징 벡터로 가장 많이 쓰이는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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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히스토그램을 프레임 별로 관찰해 보면 일정한 패턴

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은 동일한 프로그

램의 동일 프레임에 대한 HDTV 방송과 DMB방송 비

디오 포맷들의 RGB 컬러 히스토그램 이다.  

 

   
     (a) 프레임 1 (b) 프레임 2 

  
 (c) 프레임 1  (d) 프레임 2 

   
 (e) 프레임3- R (f) 프레임3- G   (g) 프레임3- B 
그림 1. DMB 방송, HDTV 방송 비디오 포맷에 따
른 동일한 프레임에서의 컬러 히스토그램 

 
그림 1에서 (a), (b)는 64컬러로 양자화 된 R을 

나타낸 것이고, (c), (d)는 128컬러로 양자화 된 R을 
그린 것이다. (e), (f), (g)는 동일한 프레임에서의 R, G, 
B 각각에 대한 컬러 히스토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을 통해 HDTV 방송과 DMB 방송 프레임에서의 RGB 
컬러 히스토그램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곡선의 모양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비

디오 포맷에서의 히스토그램 곡선은 상하 움직임이 비

슷하고, 좌우로는 약간 이동된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4 컬러 양자화된 것이 128 컬러 
양자화 된 것보다는 좌우 움직임이 보다 선명하게 보인

다. 또한 동일한 프레임에서 G나 B 보다는 R에서의 좌

우 이동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Ⅲ. 제안된 매칭 방법 

다른 비디오 포맷간의 색상 변화가 RGB 영역의 컬

러 히스토그램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짐을 알았다. 전체

적인 모양은 같지만 좌우로 어느 정도 이동된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그 이동된 정도를 측정하여 컬러 히스

토그램을 전체적으로 측정된 만큼 좌우로 움직여 수정

한다. 이로 인해 다른 비디오 포맷에 따른 색상 차이를 

줄여 줄 수 있으며, 매칭의 성능도 보다 향상 시켜준다. 

 

1. 컬러 히스토그램 간의 상관 관계(correlation) 

2차원 이미지에서 템플릿 이미지와 동일한 부분을 

찾을 때, 아래와 같은 2차원 상관 관계 식을 이용한

다.[5] HDTV

DMB
HDTV 

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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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 x y 는 이미지이고, 는 템플릿 이미지

를 나타낸다. 그리고 M과 N은 아래와 같다. 

( , )h x y
HDTV

DMB
HDTV 

DMB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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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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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w 과 는 원 이미지와 템플릿 이미지의 가로 크

기 값이고, 과 는 원 이미지와 템플릿 이미지의   

세로 값이다.  

2w

1h 2h

HDTV 

DMB 
HDTV 

DMB 
HDTV

DMB
상관 관계의 값은 두 이미지의 유사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식(1)을 이용하여 상관 관계의 값이 가장 클 때

의 ,x y 을 구하면, 그 얻어진 값이 이미지에서 템플릿 

이미지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를 가리키는 것

이다. 

위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식(1)을 다른 포맷 간의

컬러 히스토그램의 좌우 이동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다. 일단 히스토그램 곡선이 1차원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1차원 식으로 변형 시킨다. 

 
1

0

1( ) ( ) ( ) ( )
M

m
f x h x f m h x m

M

−

=

= +∑         (3) 

 

( ), ( )f x h x 는 각각 다른 비디오 포맷에서의 컬러

히스토그램 값이고, 채워 넣기를 통해 본래의 컬러 히

스토그램의 크기의 약 두 배만큼의 크기를 가진다. M은 

컬러 히스토그램이 64컬러 양자화된 것이라면 

64*2-1= 127이 된다.  

상관 관계의 값은 두 함수의 유사도를 나타내기 때

문에 다른 비디오 포맷간의 컬러 히스토그램이 가장 유

사한 곳에서 상관 관계 값이 가장 크게 나올 것이다. 

이 때의 x 값이 다른 두 비디오 포맷 간의 컬러 히스토

그램 모양을 가장 유사하게 만드는 좌우 이동 값이 된

다. 

 

2. 컬러 히스토그램 수정 및 프레임 매칭 

다른 비디오 포맷의 각 프레임 마다 위 상관 관계 

식으로 구해진 좌우 이동 값을 이용하여 컬러 히스토그

램을 좌우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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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비디오 포맷 간의 프레

임들은 제안된 방법으로 컬러 히스토그램을 수정 하였

을 때, 약 14%정도의 색상 차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HDTV 

DMB 
HDTV

DMB

 

2. 프레임 매칭 정확도 

다른 비디오 포맷간의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프레

임 매칭을 했을 때 제안된 매칭 방법을 사용했을 때가 

컬러 히스토그램의 수정 없이 바로 매칭했을 때 보다 

동일한 프레임으로 맞게 찾을 확률이 약간 높아 진다.  
          (a)                     (b) 

그림 2. 수정 후의 컬러 히스토그램 
  

표2. 다양한 파일 포맷에서의 프레임 매칭 정확도 
그림 2는 위의 식(3)를 통해 그림 1의 (a), (b)를 

수정한 것이다. 그림 1에 비해 그래프가 겹쳐지는 부분

이 많아 졌음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HDTV 방송 

프레임과 DMB 방송 프레임의 컬러 히스토그램 간의 

차이가 줄어든 정도를 식(4)을 통해 계산해 보면, (a)는 

상관 관계를 이용한 컬러 히스토그램 수정 후 DMB 방

송 프레임과 HDTV 방송 프레임 사이의 색상 차이의 

총합이 수정 전의 차이인 0.212에서 0.179로 약 15%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의 경우에는 수정 

전의 0.206에서 0.169로 약 18%가 줄어 들었다. 

 
히스토그램 

매칭 

제안된  

방법 

DMB->HDTV 94.2% 94.2% 
비디오

1 
HDTV->DMB 93.5% 93.5% 

DMB->HDTV 92.3% 94.2% 
비디오

2 
HDTV->DMB 91.6% 93.5% 

DMB->HDTV 91.7% 93.1% 
비디오

3 
HDTV->DMB 90.2% 90.2% 

 
1

0
| ( ) ( ) |

M

m
Difference f m h x m

−

=

= − +∑      (4) 

 

( ), ( )f x h x 는 각각 다른 비디오 포맷에서의 컬러

히스토그램 값이고, M는 ( ), ( )f x h x 의 크기이다. x 는 

상관 관계 식으로 구해진 컬러 히스토그램 이동 값이다. 

상관 관계 식으로 수정 된 컬러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제안된 매칭 방법은 식(4)을 통해 구해진 차이 값을 이

용하여 각 프레임을 매칭 시킨다.  

 
3. 프레임 매칭 결과 및 히스토그램  

 

     

    (a)         (b)          (c)         (d) 
Ⅳ. 실험 결과 

  

HDTV

DMB

HDTV

DMB

본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DMB 방송과 HDTV 방

송의 여러 비디오에서 실험해 봄으로써 성능을 측정하

였다.  

 

1. 다른 비디오 포맷 간의 생기는 색상 차이 

상관 관계 식으로 컬러 히스토그램이 수정 된 서로 

다른 비디오 포맷 간의 프레임들 사이의 색상 차이를 

측정해 봄으로써 제안된 방법의 성능 향상을 알아 보았

다.  
(e)                     (f) 

  

HDTV

DMB

 
HDTV

DMB표1. 다른 비디오 포맷 간의 프레임들 사이에 생기는 컬

러 히스토그램 차 

 히스토그램 매칭 제안된 방법 

비디오1 0.191 0.152 

비디오2 0.180 0.162 

비디오3 0.178 0.155 

         (g)                      (h) 
그림3. 매칭된 결과 이미지와 컬러 히스토그램 및 

제안된 방법으로 수정된 컬러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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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은 실제 프레임 매칭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그 이미지에 대한 컬러 히스토그램과 제안된 방법으로 

수정된 컬러 히스토그램을 보인다. (a)와 (b), (c)와 

(d)는 각각 DMB, HDTV 방송 비디오 포맷에서의 

프레임 중 제안된 방법을 통해 매칭된 결과 

이미지들이다. (e)와 (f)는 결과 이미지에 대한 컬러 

히스토그램이고, (g)와 (h)는 각각 (e)와 (f)가 제안된 

방법으로 수정된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른 비디오 포맷의 컬러 정보간의 

연관성에 대해 찾아본 결과, RGB 영역에서 다른 비디오 

포맷간에 R, G, B 값들의 컬러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상하 패턴이 비슷한 채 좌우로 어느 정도 이동되어 

나타남을 실험적으로 알아냈다. 그리고 이 특성을 

이용하여 다른 두 비디오 포맷의 동일 프레임 간의 

색상 차이를 줄임으로써, 다른 비디오 포맷간의 

발생하는 색상 변화에 강인한 매칭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약 14%정도의 색상 차이가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은 컬러 히스토그램의 

전체적인 좌우 이동만을 고려하여, 에러가 심하게 나는 

컬러 히스토그램 값이 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수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컬러 히스토그램 값이 

큰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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