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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래쉬 상은 비- 래쉬 상에 비해 잡음이 고 디테일을 잘 표 하지만, 강한 래쉬 빛으로 인하여, 종종 부자연스럽게 회

백색으로 포화되고 면 물체 주 에는 비정상 으로 강한 그림자가 나타나는 등의 색상 열화를 겪는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 장

면을 은 비- 래쉬 상의 색상 정보를 달함으로써 래쉬 상의 색상 화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알고리즘은 래쉬 상의 선명한 에지와 섬세한 디테일을 더욱 잘 보존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색상의 상을 구성함으로써 우

수한 주  화질을 보여 다. 잡음 특성이 다른 두 가지 상에 한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 다. 

Abstract

Though flash images are in general less noisy and present details better than no-flash images, they may sometimes be 
unnaturally saturated to white/gray-tone and have ridiculously strong shadows around the foreground objects due to the strong 
flashligh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algorithm to improve the color quality of the flash images by transfer of the color 
information of the same-scene no-flash images. The proposed algorithm preserves the vivid edges and the clean details of the flash 
image while transferring natural colors of the no-flash image, so that it makes the constructed images of the better subjective 
quality.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by experiment which applied to the two types of images with 
different noise levels.

Keyword : 색상 개선, 래쉬 상, 비- 래쉬 상, 색상 정보 달

Ⅰ. 서 론

래쉬 상과 비- 래쉬 상은 서로 다른 장단 을 가

지고 있으며, 장 과 단 이 서로 보완 인 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같은 장면의 래쉬 상과 비- 래쉬 상을 

각각 획득한 다음 두 상의 보완 인 성질을 활용하여 화

질이 우수한 제3의 상을 만들 수 있다. 일반 으로 빛이 

은 환경에서 래쉬 없이 사진을 게 되면, 상의 선명

도나 화질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카메라가 조리개나 노출

시간을 조정해주는 과정에서, 잡음과 화면 흐려짐이 발생

하기 때문인데, 긴 노출시간으로 인하여 손 떨림이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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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실험 상. (a)  비- 래쉬 상, (b) 래쉬 상

Fig.  1. Experimented images. (a) flash image, (b) no-flash image

임에 민감한 과, 큰 ISO값으로 잡음에 크게 향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이 된다
[1][2]. 래쉬를 사용하면 빛이 

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하
지만 그림 1에서(출처: 참고문헌 [3]) 보는 바와 같이 래

쉬의 인 인 강한 빛은 원 상의 색상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물체와 배경의 명암 차이를 과도하게 드러나게 하

여 자연스럽지 못한 분 기를 연출하게 된다
[1][2].

래쉬 상과 비- 래쉬 상을 사용하여 제 3의 상을 

구성해내는 알고리듬은 두 상  어떤 상을 기반으로 하

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에서 비- 래쉬 

상을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듬은 이  가우스 필터(bilateral 
filter)를 사용하여 비- 래쉬 상의 잡음을 흩뜨리되, 이 과

정에서 생기는 화면 흐려짐을 래쉬 상의 선명한 에지를 

강조함으로써 보상하는 방식이다
[1][2][4]. 이  가우스 필터는 

2차원 가우스 분포 함수 형태에 맞추어 심 화소와 가까운 

화소일수록 더욱 큰 가 치를 두면서, 심화소와 주변화소와

의 밝기의 차이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가 치를 두는 방식의 

필터이다
[4]. 입력 상을 I 라고 했을 때, 화소 p에 용하는 

이  가우스 필터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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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잡음을 제거하기 한 가우스 필터링 함수이며, 
()는 경계선을 고려해주기 한 함수이다. 주변 화소는 

심화소와의 밝기의 차이가 클수록 화소 값을 결정하기 

한 가우스 필터링에 거의 향을 주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잡음의 향은 이면서 에지도 보존할 수 있다. 두 가우스 

함수의 표 편차  를 바꾸어 주변화소의 범 와 가

치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 래쉬 상에 심한 

잡음이 있는 경우에는   를 조정하여 필터링을 심하게 

하면 에지가 심하게 무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피하기 해서 밝기의 차이에 가 치를 크게 용하면 잡

음이 잘 제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1]. 즉 이 알고리듬

은 큰 가산 잡음이 포함된 비- 래쉬 상에는 용하기 곤

란하다. 
일종의 진퇴양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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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쉬 상 신에 잡음이 고 에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는 래쉬 상을 사용하여 이  가우스 필터의 정의 역

(support region)을 결정하고 그 필터를 사용하여 비- 래쉬 

상을 필터링하는 결합 이  가우스 필터(joint bilateral 
filter) 기법이 개발되었다

[1]. 래쉬 상을 F라고 할 때, 결
합 이  가우스 필터링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1]. 여기서 

는 식(2)와 같은 방법으로 용된다.

 
 

∈
′   ′            (3)

 
결합 이  가우스 필터를 사용하면 비- 래쉬 상에서 

에지를 보다 선명하게 해주면서도 잡음을 더욱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다[1]. 그러나 이 알고리듬도 기본 으로 비-
래쉬 상을 기반으로 신호처리를 용하기 때문에 래쉬 

상만큼의 선명성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5].
반면에 래쉬 상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은, 일반

으로 래쉬 상에 포함된 잡음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래쉬 상만큼 섬세한 에지를 포함하는 상을 구성해내는 

것이 가능하다[5]. 이 알고리듬에서는, 비- 래쉬 상을 기

반으로 한 알고리듬과는 달리, 매우 밝은 래쉬 원에 의

한 래쉬 상의 회백색의 색상과 면 물체가 부자연스

럽게 돌출되어 보이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효과 으로 해

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재구성 상의 화질을 결정하는 

건이 된다[5]. 자연스러운 비- 래쉬 상의 색상정보를 

가져와서 래쉬 상의 색상을 변경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알고리듬이 최근 제시되었다[5]. 이 알고리

듬에서는 색상 달 과정에서 비- 래쉬 상에 포함된 잡

음을 제거하기 하여 처리 화소를 심으로 하는 일정한 

크기의 블록에 해서 평균 화소 값보다 표  편차 이상 

차이가 나는 화소 값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비- 래쉬 블록의 나머지 화소들과 래쉬 

상에서의 해당 블록내의 화소 값들을 크기순으로 정렬한 

다음, 래쉬 상의 심 화소 의 순 와 순 가 일치하는 

비- 래쉬 상의 화소 값을 달받는다. 이 알고리듬은 비-
래쉬 상의 잡음이 심한 경우 비- 래쉬 상에 한 이

 가우스 필터링에 비해서 우수한 화질의 상을 구성해

낼 수 있다.
한편, 래쉬 상 기반 알고리듬에서는 비- 래쉬 상

의 색상을 달하는 과정에서 블록 평균값과의 차이가 크

다는 이유로 일부 화소들이 달 상에서 미리 제거됨에 

따라 색상이 단순화된다는 단 이 있다. 한 블록에서 화소

를 많이 제거할수록 선택될 수 있는 화소들이 더욱 심하게 

제한되며, 이는 상의 정 한 역을 더욱 심하게 왜곡시

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블록내의 색상의 분포가 

체 으로 매우 작거나 높은 쪽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 이

러한 문제 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래쉬 상을 기반으로 할 때의 이러한 문제 을 최소화

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에서는 기존의 색

상 달 알고리즘을 개선한 효과 인 색상 달 방법을 제

시하고, III 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실제 상에 용

하여 기존의 화질개선 알고리즘과 그 성능을 비교,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IV 에서 그 결과를 정리한다. 

Ⅱ. 비- 래쉬 상을 이용한 래쉬 상의 
응  색상 개선

제안하는 화질 개선 알고리즘의 체 신호처리 과정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상처리 알고리즘의 핵심

은 응  색상 달(그림 2의 “Adaptive Color transf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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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 알고리즘. (a) 응  색상 달, (b) 결합 이  가우스 필터, 
(c) 이  가우스 필터

Fig.  2. Proposed algorithm. (a) Adaptive Color Transfer, (b) Joint 
Bilateral Filter, (c) Bilateral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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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통하여 래쉬 상의 색상 개선을 한 기존의 

색상 달 알고리즘의 문제 을 개선하여 에지를 잘 살리

면서도 잡음을 효과 으로 제거해낸다. 그밖에 기존의 색

상 달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이  가우스 필터링(그림 

2의 Bilateral Filterb)과 디테일 보정 등을 후처리 과정은 부

가 으로 수행한다.
제안하는 응  색상 달 과정은 기존의 방법과 다음

과 같은 두 가지 면이 다르다. 첫 번째 차이는 기존의 알고

리즘이 고정된 크기의 블록을 사용하여 색상 달 과정을 

처리하던 것과는 달리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처리하고자 하

는 화소 부근의 상의 국지 인 화소 값 분산에 따라 처리 

블록의 크기를 다르게 용시킨다는 이다. 상 내에서 

평탄한 역은 잡음이 있을 경우 크게 에 잘 띄는 반면, 
에지와 같이 분산이 큰 역은 부분의 잡음이 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처리 블록의 크기를 키울수록 블

록 내에서 잡음으로 단되어 제거되는 화소의 수가 많아

진다. 따라서 분산이 은 평탄한 역은 블록의 크기를 크

게 하여, 색상 달을 한 순  결정에 사용되는 화소의 

수를 일정 수  이상으로 유지하여 주고, 반 로 분산이 큰 

역은 블록의 크기를 작게 하여, 잡음으로 단하여 제거

하는 화소의 수를 최소화 해 으로써 잡음 제거로 인한 색

상 는 화소 값의 정세성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게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더 나은 화질을 제공하게 된다. 
한 같은 역의 블록에서 R, G, B 신호들은 각각 서로 

다른 분산 값을 갖기 때문에 잡음의 향을 받는 정도도 

다르게 된다. 따라서 블록의 크기는 R, G, B 각각에 하여 

독립 으로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안하는 응  색상 달 과정이 기존의 방법과 다른 

두 번째 차이 은 기존의 방법에서는 각 블록의 화소 값의 

표 편차를 사용하여 잡음에 노출된 화소를 구분했던 것에 

반해, 제안 방법에서는 체 상에서 잡음의 분산을 추정

하여 그 제곱근에 해당하는 표 편차를 모든 블록에 동일

하게 용하여 잡음 화소를 구분하 다는 이다. 상에 

포함된 잡음의 정도를 추정하기 해 기본 으로 상과 

잡음의 상 성은 없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래쉬 상은 

래쉬로 인한 색상의 왜곡이 발생하 지만, 잡음의 향

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비- 래쉬 상의 경우는 ISO

값  노출시간의 향으로 래쉬 상에 비해 일반 으

로 많은 잡음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비- 래쉬 상의 분

산은 래쉬 상의 분산과 비- 래쉬 상내의 잡음의 분

산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안방법에서는 각 화소를 

심으로 한 블록 단 의 분산을 구할 때, 같은 역 내의 

비- 래쉬 상과 래쉬 상의 분산의 차이가 가장 큰 값

을 잡음의 분산으로 추정하 다. 이에 따라 비- 래쉬 상 

블록에 해서 블록 내의 화소들이 블록의 평균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경우 즉 차이가 앞에서 추정된 잡음 표 편차

보다 큰 경우에는 에 띄는 잡음에 노출된 것으로 단하

여 색상 달 후보 화소에서 제외하 다. 

1. 상의 local activity를 고려한 블록 크기의 결정

블록크기는 알고리즘의 성능에 향을 주므로 세심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블록의 크기가 무 커지면 

화면 흐려짐이 에 띄게 늘어나고 무 작아지면, 평탄부

에서 잡음이 잘 제거되지 않는다. 기존의 고정 블록 알고리

즘[5]에서는 여러 차례의 실험결과 11x11 블록이 가장 효율

인 색상 달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졌다. 제안 방

법에서는 상의 지역 인 특성에 따라 가변크기의 블록을 

사용한다. 에지와 같이 화소 값의 변화가 심한 activity가 

높은 역에서는 잡음은 조  남아있어도 에 띄지 않지

만 화면 흐려짐이 에 띄게 되어 주  화질을 심하게 

떨어뜨린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블록의 크기를 여야 한

다. 블록의 크기를 결정하기 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화소

에 한 local activity로서 그 화소를 심으로 하는 블록의 

화소 값의 분산을 계산한다. 이 local activity를 그 크기 순

서에 따라서 세 구간으로 나 어 고 분산 역, 간 역, 
 분산 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크기의 블록을 용

한다. 실험에서는 최  블록 크기를 11x11 로 하 으며, 고 

분산 역에서는 블록의 크기를 3x3으로, 간 역에서는 

7x7로 각각 조정하 다. 
그림 3은 그림 1(b)에 보인 실험 래쉬 상의 Red 성분

에 한 local activity를 0.0614와 0.114를 경계로 하여 3개

의 역으로 나  결과이다. 반 으로 고 분산 역, 간 

분산 역과  분산 역은 각각 강한 에지 역, 에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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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래쉬 상의 local activity(분산)의 분포. (a) 고 분산 역(분산 0.1114 이상), (b) 간 역 (분산 0.0614부터 0.1114까지), (c)  분산 역(분산 

0.0614 이하)
Fig.  3.  Local activity distribution in the flash image. (a) high activity area (variance is above 0.1114), (b) midium activity area (variance is from 
0.0614 to 0.1114), (c) low activity area (variance is below 0.0614)

(a) (b)

그림 4. 상의 local activity(해당 화소를 심으로 하는 11x11 블록의 화소값 분산) 히스토그램. (a) 래쉬 상, (b) 비- 래쉬 상

Fig. 4. Histogram of local activities in the images. (a) flash image, (b) no-flash image

평탄부로 환하는 환 역, 그리고 평탄 역에 해당됨

을 알 수 있다. Green과 Blue 성분에 해서도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처리하여 색상 달을 한 블록의 크기를 결정

하면 된다. 
 
2. 잡음 분산의 추정

비- 래쉬 상 체에 포함되어 있는 랜덤한 가산 잡

음의 분산을 추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래쉬 

상과 비- 래쉬 상의 local activity를 비교하여 보자. 
두 상의 Red 성분에 한 local activity의 히스토그램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두 상이 동일 장면을 촬 한 것이

므로, 그림 4(a)는 상 본연의 activity를 반 하는 것이고, 
그림 4(b)는 여기에 잡음의 분산이 더해진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잡음의 분산에 해당되는 두 local activ-
ity의 차는 각 상의 local activity의 평균값의 차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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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화질 개선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상. (a) 제안 알고리즘, (b) 기존의 색상 변환 알고리즘, (c) 비- 래쉬 상 기반의 결합 이  가우스 필터링 기법

Fig.  5. Resulting image from the quality enhancement algorithm. (a) proposed algorithm, (b) the previous color transfer algorithm, (c) the joint bilateral
filtering based on no-flash image

(a) (b) (c)

그림 6. 부분 1 확  결과 상. (a) 제안 알고리즘, (b) 기존의 색상 변환 알고리즘, (c) 비- 래쉬 상 기반의 결합 이  가우스 필터링 기법

Fig.  6. Part 1 enlargement of the resulting image. (a) proposed algorithm, (b) the previous color transfer algorithm, (c) the joint bilateral filtering
based on no-flash image

표될 수 있다. 는 노 래쉬의 잡음이 심한 경우, 래

쉬 상에서 분산이 0에 가까운 평탄한 역은 비- 래쉬

에서 상 체에 분포 된 잡음에 해당하는 만큼의 분산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이 값을 local activity로 추정할 수도 있

다. 모든 신호처리는 Red(R), Green(G), Blue(B) 성분별로 

따로따로 용한다.

Ⅲ. 실험 결과  분석

두 의 래쉬/비- 래쉬 상 조합에 하여 실험하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화질 개선 성능을 알아보기 해 

비교 상으로 정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래쉬 상 색상 

변환 알고리즘과 비- 래쉬 상 기반의 결합 이  가우스 

필터링 기법이다. 
그림 5는 그림 1의 실험 상에 화질 개선 알고리즘을 

용하여 새롭게 구성한 결과 상들이다.  블록 크기는 최

 11 x 11이며, 실험 상의 크기는 706 x 774 이다. 그림에

서 (a)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이고 (b)는 기존의 

색상 변환 알고리즘
[5]

을 용한 상이며, (c)는 비- 래쉬 

기반의 결합 이  가우스 필터링
[1]

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 

상이다. 그리고 부분 으로 화질의 개선 정도를 더욱 분

명하게 비교하기 하여 그림 5 실험결과 상의 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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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7. 부분 2 확  결과 상. (a) 제안 알고리즘, (b) 기존의 색상 변환 알고리즘, (c) 비- 래쉬 상 기반의 결합 이  가우스 필터링 기법

Fig. 7. Part 2 enlargement of the resulting image. (a) proposed algorithm, (b) the previous color transfer algorithm, (c) the joint bilateral filtering
based on no-flash image

(a) (b) (c)

그림 8. 부분 3 확  결과 상. (a) 제안 알고리즘, (b) 기존의 색상 변환 알고리즘, (c) 비- 래쉬 상 기반의 결합 이  가우스 필터링 기법

Fig. 8. Part 3 enlargement of the resulting image. (a) proposed algorithm, (b) the previous color transfer algorithm, (c) the joint bilateral filtering
based on no-flash image

(그림에서 녹색으로 표시한 역)을 확 하여 각각 6, 7, 8
에 보 다. 

쇼 의 주름 선을 확 한 것이 그림 6이다. 비- 래쉬 

상의 잡음을 결합 이  가우스 필터링으로 제거하는 기존

의 방법은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이 반 으로 

흐려져서 주름 선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사라졌으나, 래쉬 

상 기반의 색상 달 알고리즘은 주름 선을 체로 잘 

보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안하는 알고리즘

을 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색상 변환 알고리즘에 비해

서 주름선이 더욱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다. 
그림 7은 항아리의 손잡이와 항아리 뒤의 배경 그리고 

항아리의 문양의 일부분을 확 한 그림이다. 제안하는 알

고리즘을 용한 상에 있는 문양이 다른 상에 비해서 

형태가 뚜렷하고 항아리 뒤의 동굴 벽의 굴곡이 잘 드러나

며, 특히 손잡이가 선명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이로부

터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에지를 더욱 잘 표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항아리의 질감을 비교하기 한 확  상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 래쉬 상 기반의 결

합 이  가우스 필터링은 잡음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화면 

흐려짐으로 인하여 항아리의 미묘한 질감을 섬세하게 표

하지 못하며, 이에 비해서 래쉬 상 기반의 색상 변환 

알고리즘들이 상 으로 섬세한 표 을 유지한다. 한 

그 에서도 색상 변환 과정에서 더 많은 화소를 손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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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 비해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용한 상에서 표

된 색상이 더욱 풍부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제안하는 알고리

즘이 섬세한 디테일을 상 으로 가장 잘 보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그림 1의 경우에 비해서 비- 래쉬 상에 포함

된 잡음이 상 으로 고, 래쉬 상은 회색보다는 흰

색으로 포화되어 있는 실험 상이다. 블록 크기는 최  11 
x 11이며, 실험 상의 크기는 550 x 901 이다. 그림 10은 

이 실험 상에 화질 개선 알고리즘을 용하여 새롭게 구

성한 결과 상들이다. 그리고 부분 으로 화질의 개선 정

도를 더욱 분명하게 비교하기 하여 그림 10 실험결과 

상의 두 부분(그림에서 녹색으로 표시한 역)을 확 하여 

각각 11과 12에 보 다. 

(a)

(b) 

그림 9. 실험 상. (a) 비- 래쉬 상, (b) 래쉬 상

Fig.  9. Experimented images. (a) flash image, (b) no-flash image

(a)

(b)

(c)

그림 10. 화질 개선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 상. (a) 제안 알고리즘, (b) 기존의 

색상 변환 알고리즘, (c) 비- 래쉬 상 기반의 결합 이  가우스 필터링 기법

Fig. 10. Resulting image from the quality enhancement algorithm. (a) pro-
posed algorithm, (b) the previous color transfer algorithm, (c) the joint 
bilateral filtering based on no-flash image



768 장호석 외 : 동일 장면 비- 래쉬 상을 이용한 래쉬 상의 색상 개선

(a) (b) (c)

그림 11. 부분 1 확  결과 상. (a) 제안 알고리즘, (b) 기존의 색상 변환 알고리즘, (c) 비- 래쉬 상 기반의 결합 이  가우스 필터링 기법

Fig. 11. Part 1 enlargement of the resulting image. (a) proposed algorithm, (b) the previous color transfer algorithm, (c) the joint bilateral filtering
based on no-flash image

(a) (b) (c)

그림 12. 부분 2 확  결과 상. (a) 제안 알고리즘, (b) 기존의 색상 변환 알고리즘, (c) 비- 래쉬 상 기반의 결합 이  가우스 필터링 기법

Fig. 12. Part 2 enlargement of the resulting image. (a) proposed algorithm, (b) the previous color transfer algorithm, (c) the joint bilateral filtering
based on no-flash image

그림 11은 그림 10에서 텍스트 역과 작음 수직 홈들을 

갖는 병뚜껑 역을 확 한 그림이다. 기존의 래쉬 상 

색상 변환 알고리즘(그림 11(b))과 비- 래쉬 기반의 결합 

이  가우스 필터링 기법(그림 11(c))을 비교하면, 색상 변

환 알고리즘은 병뚜껑에 나있는 작은 수직 패턴을 잘 드러

내고 있으나 과도한 색상의 손실로 인하여 텍스트가 흐려

지고 얇아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반 로 결합 이  가우

스 필터링 기법은 텍스트의 가독성은 우수하나 병뚜껑의 

미세한 수직 패턴들을 모두 흐리게 만들어 패턴을 사라지

게 하는 단 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색상 변환 

알고리즘(그림 11(a))은 이 두 상의 장 만을 결합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색상 변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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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우수한 텍스트 가독성과 미세 표 을 보존한 상

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상에서는 블라인드의 삼각무늬의 선명함과 

책상의 질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나

머지 두 상에 비해 무늬가 가장 선명하고 책상 표면이 

가장 섬세하고 선명하게 표 하고 있다. 한 책상의 모

서리도 다른 두 상에 비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따라

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에지를 선명하게 표 함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부분 상에서 드러난 이러한 화질의 차이가 체 인 

상의 주  화질에도 그 로 용됨은 그림 5와 그림 

10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두 실험 상 모두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용한 상에서 색상이 가장 풍부하게 표 되

어 있고 섬세한 디테일도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한 에지 

역에서 명암이 가장 두드러지게 구분되어짐으로써 상

의 가독성이 가장 우수하다. 
 

Ⅳ. 결 론

래쉬 상을 기반으로 하되 각 화소마다 비- 래쉬 

상의 해당 화소 주 의 일정 블록의 색상 정보를 옮겨와서 

래쉬 상의 색상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기존의 색상 

변환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다 개선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의 가장 큰 차이

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색상 달 후보 화소들을 추

출하기 한 비- 래쉬 상 블록의 크기를 상의 local 
activity에 따라서 다르게 용한다는 이다. 그리고  다

른 차이 은 비- 래쉬 상 블록 내의 화소 에서 가산 

잡음에 의해서 훼손되었다고 단하여 후보 화소에서 제거

하는 화소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다. 기존의 방법은 블록 

평균으로부터 블록 표 편차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 화소들

을 제거하 으나,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블록 평균으로

부터 가산 잡음 표 편차를 얻어낸 뒤 이를 이용하여, 큰 

차이가 나는 화소들을 제거하 다. 이를 하여 비- 래쉬 

상에 포함된 가산 잡음의 분산을 추정하는 방법도 제시

하 다. 제안하는 방식을 용함으로써 시각 으로 뚜렷하

게 드러나는 잡음의 향은 최소화하되 색상 변화의 디테

일을 보다 온 히 보존할 수 있었다. 즉, 기존 알고리즘에 

비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체 인 색상의 표 이 

풍부해졌으며 잡음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색상의 단순화

를 최 한 억제함으로써 밝기 변화가 심한 텍스트를 포함

한 에지를 선명하게 유지하고 색상의 섬세한 변화가 있는 

디테일의 질감을 더욱 잘 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비- 래쉬 

상에는 없는데 래쉬의 강한 빛에 의해 생성된 래쉬 

상의 그림자의 경우 그 경계가 깨끗하게 표 되지 못한 

은 개선되어져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한 상의 특성

에 따라 색상 변환 후보 화소를 결정하는 최 의 문턱값이 

달라지는데, 그 최  문턱값을 찾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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