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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선명 영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좀 더 선명하고 큰 영상을 보고 촬영하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선명 동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화질 향상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선명 동영상의 색상과 명암 대비

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고선명 동영상에서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 효과적으로 화질 향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고선명 동

영상을 축소시킨 동영상에서 화질 향상 방법에 필요한 변수를 추출해낸다. 고선명 동영상의 색상을 향상시키기 위해 색채 항상성 방법

을 사용하였는데 장면별로 동일한 변환값이 적용되도록 동영상을 컷 탐지 방법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장면마다 동일한 변환값을 계산

하여 적용한다. 고선명 동영상의 명암대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원본 영상과 히스토그램 평활화 영상의 조합을 사용하였고 가중치를 결

정하기 위해 히스토그램 순위 기반 방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선명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한

실험 영상으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Abstract

As high-definition video is broadly used in various system such as broadcast system and digital camcorder the proper metho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high-definition video is need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method to improve color 
and contrast of high-definition video. In order to apply the image enhancement method to high-definition video, scale-down video 
of high-definition video is used and the parameter for image enhancement method is computed from small size video. To enhance 
the color of high-definition video, we apply color constancy method. First, we separate the video into several scenes by cut 
detection method. Then, we apply color constancy to each scene with same parameter. To improve the contrast of high-definition 
video, we use union of original image and histogram equalized image, and weight is calculated based on sorting of histogram bins. 
Finally, the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is demonstrated in experiment section.

Keyword : Histogram equalization, Color constancy, High-Definition video

Ⅰ. 서 론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영상 장비가 처

음 개발되었던 시기부터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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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영상 촬영 장비 자체를 발전시켜 좀 더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하드웨어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영상 장

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영상의 명암 대비

를 향상시키고 색상을 보정하고 선예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들이 개발되어 왔다.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순

히 사람들이 보고 느끼기에 더 화사하고 선명한 영상을 만

드는 과정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로봇비전 분야와 같은 영

상처리의 고급 분야에서는 본 작업 이전에 전처리 과정으

로 영상 화질을 향상시켜 성능향상을 꽤하기도 한다.
영상의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색상과 명암 대비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이는 색상과 명암 대비 관점에서 같은

장면을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영

상 장비로 촬영하는 것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색상의 관점에서 보면 물체의 색은 물체에 비치는 조명 파

장 중에 물체가 반사하는 파장 성분이 사람의 눈이나 카메

라의 센서에 들어오면서 물체의 색으로 인식되고 촬영된다. 
이 때 반사되는 파장 성분은 조명을 구성하는 파장 성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조명이 붉은 색일 경우 전반적으로 붉

게 촬영되고 조명이 푸른색일 경우 전반적으로 푸르게 촬

영된다. 일반적인 카메라의 경우 이러한 조명의 영향을 여

과 없이 그대로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된 사진이 붉거나 푸

르게 나타난다. 반면 사람의 경우 색순응이라는 기능이 있

어서 조명이 붉거나 푸르더라도 어느 정도 물체 본연의 색

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조명

이 과도하게 한 파장으로 몰린 경우에 촬영된 영상을 사람

이 볼 경우 화질이 나쁘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색상 항상성(color constancy) 연구가 오

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디지

털 카메라에 색상 항상성을 구현한 것이 자동 화이트밸런

스(auto white balance)기능이다. 영상의 명암 대비는 색상

과 더불어 영상의 화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이다. 영상이 낮은 명암 대비를 가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낮은 성능의 영상 촬영 장비를 이용하거나

촬영 당시 주변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

으로 명암 대비가 낮은 영상의 경우 전체적으로 영상에 흐

릿한 안개가 끼어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고 보기에 선명하고 색상이 더 잘 살아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명암 대비 향상의 목적이다.
색채 항상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Gray-world방법

과 max-RGB방법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1][2]. Gray- 

world방법은 영상에서 R, G, B채널 각각의 밝기 평균이 무

채색을 이룬다는 가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콘텐츠가 복잡

한 영상에서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단일 물체가 영

상 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경우 해당 물체의 색상에 영향

을 많이 받게 되어 올바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max- 
RGB방법은 R, G, B채널 각각에서 가장 밝은 값이 조명

그 자체이거나 조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밝은 R, G, B값의 비율을 이용하

여 영상을 보정한다. 이 방법의 경우 실제로 영상 내에 조명

이 존재하는 경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은

영상의 경우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R, G, B채
널 모두에 밝기 값이 포화 상태인 픽셀이 존재할 경우

max-RGB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색채 항상성 방법에는 색역 사상(gamut 
mapping) 방법이 있다

[3]. 이 방법은 기준이 되는흰색 조명

에서 나타날 수 있는 RGB값의 영역을 convex hull형태로

정의한 후 특정 조명에서 나타나는 RGB값의 convex hull 
영역을 기준 조명의 convex hull로 변환하는 변환식을 계산

해내는 방법이다.
명암 대비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은 오랜기간 동안 연구

되어 왔다. 가장 오래 전부터 폭 넓게 사용되는 명암 대비

방법은 감마보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본 밝기 값을 감

마 곡선을 이용하여 특정 밝기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산이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영상마다 최적의

감마 변환 곡선을 찾아야하는 단점이 있다. 히스토그램 평

활화 방법은 영상 히스토그램이 전체 밝기값 영역에서 골

고루 분포하도록 변환하는 방법으로 간단하면서 영상마다

서로 다른 변환 곡선을 찾아내어 적응적으로 영상을 변환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하지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극명하게 나눠지는 영상에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

을 적용할 경우 어두운 영역의 값들이 과도하게 밝아지면

서 영상 잡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영상을 여러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 히스토그램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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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화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5]. Retinex기반의 방법들은

이웃하는 픽셀간의 밝기 값의 비율을 이용하여 조명의 영

향을 제거하고 물체 본연의 색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색채

항상성과 명암 대비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연산이 복잡하고 평탄한 영역이 넓은 경우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
[6].

 

Ⅱ. 기존 연구

1. 색채 항상성

Lambertian 표면에서 카메라와 같은 영상 장비를 이용하

여 촬영한 영상 f는 조명의 색상 e(λ), 물체 표면의 반사율

s(x, λ), 그리고 카메라의 R, G, B채널별 민감도 함수 c(λ)
로 구성되어 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7].

fx 


cx (1)

이 때 λ는빛의 파장을 의미하고 x는 영상에서 각픽셀의

좌표를 의미한다. 색채 항상성 방법의최종 목표는 조명의

색상 e(λ)를 알아내거나 조명의 색상을 R, G, B채널별민감

도를 이용하여 표현한 e를 알아내는 것이다.

e



















c (2)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촬영된 영상 정보 f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명의 색상 e(λ)이나 물체표면의 반사율

s(x, λ)를직접적으로 알아낼수 없다. Gray-world방법은 영

상에서 물체표면의 반사율 s(x, λ)의 평균이 동일하다고 가

정하여 물체표면의 반사율 s(x, λ)를 상수로 고정하고 영상

전체에서 R, G, B채널별 밝기 값의 평균이 조명의 색상 e(λ)
의 비율과 동일하도록 만들어 조명의 색상을 알아낸다

[1].

x
xx

 (3)

x
 fxx

x
 



xcx




c  e
(4)

weijer는 Gray-world방법과는 다른 가정을 제안하였는데

물체 표면 반사율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정 대신에 반사

율의 도함수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사용하였다
[8]. 이

방법을 Gray-Edge방법이라고 한다.

x
 x xx

 (5)

이 때 변수 s의 첨자 x는 반사율의 도함수를 의미한다. 
이 방법은 실험적으로 Gray-world방법에 비하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weijer는또한 이전의 방법을 좀 더 확

장하여 색채 항상성을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

다.[9]

 x
 fx 



x


e (6)

이 방법은 영상 밝기의 n차 미분값을 이용하여 조명의

색상을 알아내고미분을 적용하기 전에표준편차가 σ인 가

우시안커널을 적용하여 노이즈의 영향을줄여주었다. p번
째 Minkowski norm을 이용하는 것은 검증된 방법으로 이

역시 색채 항상성의 성능을 높여준다
[10].

2. 명암 대비 향상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은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이

용하여 변환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영상의 밝기 값이

어두운 영역부터 밝은 영역까지 골고루 퍼지도록 만든다. 
하지만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 너

무 과도하게 명암 대비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1 (b)를 보면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적용한 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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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하는 화질 향상 알고리즘
Fig. 2.  proposed method for image enhancement

(a) (b)

    그림 1. 히스토그램 평활화 결과
    Fig. 1.  the result of histogram equalization

늘 영역에 계단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정된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최근 Arici는 원본 영상과 히

스토그램 평활화 결과를 조합하여새로운히스토그램을 생

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상의 명암대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1]. 이 방법에서는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과

균등분포 히스토그램의 조합을 이용하여 특정 히스토그램

을 생성하고 이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

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한다.

h argmin ∥hh i∥

∥hu∥
 (7)

이 때 h , h, hi, u∊R256x1이고 hi는입력 영상의 히스토

그램을 의미하고 u는 균등분포 히스토그램을 의미하고 h
는 수정된 히스토그램을 의미한다. 위 식의 수정된 히스토

그램 h는 변수 λ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λ값이 0일 경우입

력 영상의 히스토그램 hi을 그대로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평

활화를 원본 영상에 적용하게 되고 λ값이클경우 균등분포

히스토그램 u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원본 영상

에 적용하게 되어 원본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 결과로 나오

게 된다.

Ⅲ. 제안 방식

본 논문에서는 고선명 동영상에서 화질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색채 항상성과 명암대비 향상을 수행하는 통합 화질

향상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의 과정은 그림2와 같이표

현할 수 있다.
하나의 동영상에는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촬영된 영상

만이담겨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

에 촬영된 동영상들이 합쳐져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동영상을 분석할 때는 동영상에 담긴 영상들이 연속되는

영상인지 아닌지를판별하여 영상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동

영상을 나눠줄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컷검출(cut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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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집합 평균 에러 영상 집합 평균 에러

실내

건물 입구 0.0217

실외

골목길 야경 0.1917

붉은 조명1 0.0818 건물앞 야경 0.0751

붉은 조명2 0.2064 맑은 날 0.0179

지하철1 0.0189 버스 안 0.0425

지하철2 0.0095 산 0.0077

푸른 조명 0.1333 운동장 0.0393

표 1.  고해상도 영상과 저해상도 영상에서 측정한 조명 색상의 차이 에러
Table 1.  the angular difference of the expected color of the light between the high-definition image and the resized image

(a) 프레임 1 (b) 프레임 98 (c) 프레임 220 (d) 프레임 480

(e) 프레임 1 (f) 프레임 98 (g) 프레임 220 (h) 프레임 480

(i) 프레임 1 (j) 프레임 98 (k) 프레임 220 (l) 프레임 480

  그림 3. 각 프레임별 영상
  Fig. 3.  each frame of video

tection)이라고 한다
[12][13]. 이러한 컷검출은 일반적으로 동

영상 색인과 같은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컷 검출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동영상을 여러 장면으로

분리하였을 때 하나의 장면은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되었다

고 가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다양

한 컷 검출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동영상을 여러 장면으

로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실제 실험에서

는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촬영된 동영상만을 사용하였다. 

고선명 영상의 경우 기존의 영상처리 방법들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실험 영상들에 비하여 해상도가 크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경우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고선명 영상과 이 영상을 일정크기로

줄인 저해상도 영상 간에 영상의 정보 차원에서 큰 차이점

을 찾기는 힘들다. 오히려 고선명 영상에는 저해상도 영상

에 비하여 정보가 중복되는 영역이 더넓게 분포하게 된다. 
표 1은 1920x1080크기의 고선명 영상과 이 영상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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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로 줄인 480x270영상에서 Gray-world방법을 이용하

여 조명의 색상을 각각 구한 후 RGB 색공간에서 색상간의

각도 에러의 평균을 구한 것이다. 표 1에 나열한 영상집합

전체의 각도 에러의 평균은 0.0442이다. 일반적으로 성능

이좋은 색채 항상성 방법들의 각도 에러가 2-3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영상 크기를 조정하면서 발생하는 각도 에러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앞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영상처

리에 적용되는 변수를 알아내기 위하여 고선명 영상을 그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도를줄인 축소 영상을 사

용하였다.  

1. 색채 항상성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색채 항상성은 영상의 R, G, B채
널별 밝기 평균이나 n차미분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이는 영상에 존재하는 물체의특성에 따라 계산

한 R, G, B채널의 밝기 평균이나 n차미분의 평균이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컷검출을 이용하여 동영상

을 여러 장면으로 분할하였는데 각 장면마다 동일한 조명

아래에서 촬영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앞서언급한 가정

에 따르면 하나의 장면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 프레임들을

모두추출한 후 각 프레임마다 R, G, B채널별 밝기 평균이

나 n차 미분의 평균을 구하였을 때 동일한 장면 내에서는

계산된 조명의 색상이모두동일하여야 한다. 그림 3 (a)-(d)
는 동일하게 형광등조명하에서 연속적으로 촬영된 동영상

에서 몇몇 프레임을 추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동영상의

모든프레임을 추출한 후 각 프레임마다 Gray-Edge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계산된 조명의 색상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

이 그림 4에 나타나 있고 그림 3 (e)-(h)는 Gray-Edge를 적

용한 각 영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동일한 조명하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더라고

영상 내에 존재하는 사물의 색상에 따라서 계산된 조명의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프레임

220과 480에서 계산된 조명의 색상을 비교해보면 R과 B의
비율이뒤바뀐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그림 3의
(h)가 그림 3의 (g)에 비하여 붉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영상 프레임마다 계산된 조명의 색상이달

라지면 색채 항상성 방법을 적용한 후 동영상을 봤을 때

영상의 전체적인 색상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

게 된다.

그림 4. 계산된 조명값의 변화
Fig. 4.  variation of calculated light color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동일한 조

명하에서 촬영된 동영상의 모든 프레임에 걸쳐서 R, G, B
채널별 밝기 평균이나 n차미분의 평균이 동일하다고 가정

한다.


∈

x
xx

  ′   (8)

이 때 M은 하나의 장면 내에 있는모든프레임들의집합

을 의미하고 N은총프레임의 개수를 의미한다. 동영상 전

체에 반영할 조명의 색상은 식(9)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xn

 fx 


x


′e   (9)

이렇게 계산된 조명의 색상을 해당 장면 내의모든프레

임에 적용하여 하나의 장면 내에서 동일한 조명 값이 반영

되도록 하였다. 그림 3 (i)-(l)에는 이렇게 처리한 결과 영상

이 나타나 있다. 이 결과들을 보면 영상의 전반적인 색상이

별다른틀어짐없이 균등하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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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5. 영상에따른히스토그램평활화결과와원본영상의히스토그램: (a)(d) 원본영상, (b)(e) 히스토그램평활화결과영상, (c)(f) 원본영상의히스토그램
Fig. 5.  the results of histogram equalization and the histogram of the original images: (a)(d) original image (b)(e) histogram equalization (c)(f) 
histogram of the original image

2. 명암 대비 향상

명암 대비 향상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히스토

그램 평활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

이 몇몇 영상에서 과도하게 명암 대비가 강조되면서 계단

현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본 영상과 히스

토그램 평활화 된 영상 간에 조합을 통하여 이러한 부작용

을줄이는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Arici가 제안한 방법 역

시 원본 영상과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이 적용된 영상 간

의 조합 비율 λ를 결정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11]. 본

논문에서는 원본 영상의 히스토그램 hi와 균등분포히스토

그램 u간의 조합을 영상에 따라 적응적으로 조절하고 두

히스토그램간의 조합 비율 λ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동영상에서 이웃하는 영상 간에

급격한 명암 대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전 프레임에

서 생성된 히스토그램을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원본 영상과 히스토그램 평활화 영상간의 조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한다.

      (10)

이 때 λ값이 1에 가까울경우 원본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결과 히스토그램에 그대로 반영되어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

법을 이 결과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영상에 적용하

였을 경우 히스토그램 평활화가 적용된 영상이 결과로 나

온다. 반면, λ값이 0에 가까울 경우 균등 분포 히스토그램

이 결과 히스토그램에 반영되어 원본 영상과 비슷한 영상

이 결과로 나오게 된다. 이 때 영상에 따라 적절한 λ값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영상마다 히스토그

램을 분석하여 해당 영상에 적합한 λ값을찾는 방법을 제안

한다. 
그림 5에 있는 영상을 살펴보면 그림 5 (a) 영상의 경우

그림 5 (c)에 있는 히스토그램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영

상에서 어두운 영역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한 영상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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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5 (b)를 살펴보았을 때 어두운 부분이 과도하게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의 경우 수식 (10)에서

λ값을 0에 가깝게 설정하여 균등분포 히스토그램이 결과

히스토그램에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반면 그림 5 (d)영상

의 경우 그림 5(f)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살펴보면 그림 5(a)
에 비하여 고르게 히스토그램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적용한 그림

5(e)를 보면 효과적으로 영상의 명암 대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5 (d)에 있는 영상의 경우

수식 (10)에서 λ값을 1에 가깝게 설정하여 원본 영상의 히

스토그램이 결과 히스토그램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λ값을 효과적으로 구하기 위해먼저 원본 영상의 히스토

그램을 큰 순서대로 정렬한새로운백터 hs를 구한다. 그리

고 이 벡터 hs의 누적합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11)

이렇게 구한 누적합 ha(k)중 영상 전체 화소수의 50%가

되는 k값을 구한다. 이 k값은 그림 5(a)의 경우 0에 가깝게

나오고 그림 5(d)의 경우 127에 가깝게 나올 것이다. 실제

로 위 방법을 이용하여 그림 5(a)와 (d)영상의 k값을 구해보

면 각각 15, 41이 나온다. 그림 5(d)의 경우 기대했던 127보
다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자연 영상의 경우 하늘이

나 조명에 의해특정 밝기값을 가지는 영역이 넓게 분포하

는 경향이 있어서 k값이 127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자연 영상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λ값을 결정하였다.

 








 ≥ 




 

(12)

α는 실험적으로 구한 변수로 변환곡선의 기울기를 결정

한다.
동영상에서 각 프레임에 대한 명암 대비 향상을 각각 실

행할 경우 영상에 따라 수식 (10)의 λ값이 다르게 결정되면

서 결과 동영상을 볼 때 프레임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프레임의 λ값을 결정할 때 이전 프레임의 λ값을 반영

하도록 하였다.

   (13)

t는 각 프레임번호를 의미하고 변수 β에 의해 이전 프레

임에서 구한 λ값과 현재 프레임에서 구한 λ값간의 조합을

최종 λ값으로 결정한다.

Ⅳ. 실 험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의 결과를검증하기 위하여

Sanyo Xacti HD2000으로 촬영된 1920x1080(1080p) 해상

도의 동영상을 사용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컷 탐지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동영상 파일을 촬영

할 때 동일한 조명하에서 촬영하였다. 그림 6과 그림 7을
살펴보면 원본 영상에 색채 항상성 방법을 적용하여 조명

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명암

대비 향상 방법에 의해 영상의 밝기및명암 대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명암 대비 향상 방법의 결과를검증

하기 위하여 Histogram Equalization(HE), Bright preserv-
ing Bi-Histogram Equalization(BBHE)[14], Weighted Thres- 
holded Histogram Equalization(WTHE)[15], DRSHE[16], 
Multiscale Retinex with Color Restoration(MSRCR)[17], 
Global Contrast Enhancement(GCE)[11] 방법들과 비교한 결

과가 그림 8에 나와 있다. 이 결과들을 보면 다른 명암 대비

향상 방법에 비하여 제안하는 명암대비 향상 방법이 효과

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b)의 히스토그램 평

활화 방법의 경우 어두운 영역을 과도하게 밝게 만들면서

잡음이 증가하고 영상 전체에 회색톤이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WTHE, DRSHE방법의 경우너무 과도하

게 명암 대비가 강조되어 영상이흑백영상에 가깝게 외곡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SRCR방법의 경우 [17]에 나와

있는 변수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그림 8 (f)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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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프레임 1 프레임 98 프레임 220 프레임 480

그림 6. 각 프레임별 영상: (a)-(d) 원본 영상 (e)-(h) 색채 항상성 적용 영상 (i)-(l) 명암 대비 향상 영상
Fig. 6.  each frame of video: (a)-(d) original image (e)-(h) image applied color constancy (i)-(l) image applied contrast enhancement

(a) (b) (c) (d)

(e) (f) (g) (h)

(i) (j) (k) (l)

프레임 1 프레임 259 프레임 626 프레임 1085

그림 7. 각 프레임별 영상: (a)-(d) 원본 영상 (e)-(h) 색채 항상성 적용 영상 (i)-(l) 명암 대비 향상 영상
Fig. 7.  each frame of video: (a)-(d) original image (e)-(h) image applied color constancy (i)-(l) image applied contrast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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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그림 8. 다른 명암 대비 향상 방법과의 비교: (a) 원본 영상 (b) HE (c) BBHE (d) WTHE (e) DRSHE (f) MSRCR (g) GCE (h) 제안하는 방법
Fig. 8.  comparison of contrast enhancement methods: (a) original image (b) HE (c) BBHE (d) WTHE (e) DRSHE (f) MSRCR (g) GCE (h) proposed method

보는 것과 같이검정색 영역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발

생하였다. 이는 MSRCR방법에서 사용하는 가우시안 필터

의 분산값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고해상도 영

상에 적합하도록 가우시안 필터 분산값을 키울 경우 처리

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그림

8(h)에 있는 제안한 명암대비 방법의 결과를 보면 영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응적으로 변수 λ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명암대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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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선명 동영상을 위한 효과적인 색상, 명
암대비 개선 방법을 제안하였다.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선명 영상을 축소시킨 영상에서 색상과 명암대비

방법에서 필요로 하는 변수들을 계산하였다. 색상을 개선

하기 위해 색채 항상성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측정된 조명

색이 프레임별로 급격히 변하는 현상에 의한 부작용을 제

거하기 위해 컷 탐지를 통하여 영상을 컷 단위로 분리하고

컷으로 분리한 하나의 장면내에서 조명의 색상을측정하여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색채 항상성

을 적용하였을 때 색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명암 대비를 향상 과정에서는 원본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분석하여 적응적으로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실험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동영상에서 효

과적으로 영상의 화질을 개선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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