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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을 cluster로 나눈 후 각 cluster에 대하여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을 적

용하여 만든 밝기 변환 함수로 영상의 동적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과 히스토그램 변형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전역적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의 한계점인 지역적 밝기 개선이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밝기 변환함수의 파라미터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수동 조절 없이 고성능의 화질 개선이 가능하다. 제안하는 방법

이 기존 방법에 비해 성능이 우수함은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tone mapping method that implements histogram modification framework on two local regions 
that are classified using K-means clustering algorithm. In addition, we propose automatic parameter tuning method for histogram 
modification. The proposed method enhances local details better than the global histogram method. Moreover, the proposed method 
is fully automatic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require intervention from human to tune parameters that are involved for computing 
tone mapping functions. In simulations and experimental studies, the proposed method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existing 
histogram modification method.

Keyword : High dynamic range, histogram modification, K-means clustering

Ⅰ. 서 론

디지털 영상장치로부터 획득한 정지영상이나 동영상으

로부터 가시세계를 보다 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

간이 장면을 인지하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가

요구되지만 디지털 영상장치는 실제 인간의 시각 인지 시

스템(Human Visual System, HVS)보다 동적범위 (DR: 
Dynamic Range)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사실적인 장면을

표현하기에 한계점이 있다. 동적 범위란 어두운 영역과 밝

은 영역간의 비(ratio)를 나타내며, 일반적인 사람의 눈의

동적 범위가 0~10000cd/㎡ (cd/㎡: 단위 면적당 광도)라면

카메라 센서는 약 0~100cd/㎡를 가진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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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치의 동적 범위의 한계점에 의해 영상의 밝기가

어느 특정한 범위에 집중되는 경우 영상에 포함된 정보, 예
를 들면 경계선이나 특징 등을 구분해 내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감도 영상 표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집중

되어 있는 밝기의 범위를 확장시켜 인간의 시각 인지 시스

템과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HDR 
(High Dynamic Range) 기술이라 한다

[2].
HDR 영상을 얻기 위한 연구 동향은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여러 장의 입력 영상으로 동적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은 노출시간을 다르게 하여 여러 장의 영상

을 획득한 후 픽셀 단위 또는 영역 단위로 정합 (fusion) 하
는 방법을 수행한다

[3-5]. 이 방법의 경우는 여러 장의 입력

영상을 획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기에 어

려움이 따른다. 한 장의 입력영상으로 동적범위를 확장하

는 방법 중에는 공간 도메인에서 처리하는 retinex 알고리

즘
[1], 히스토그램 도메인에서 수행하는 tone mapping 알고

리즘 등이 있다
[18]. Retinex 알고리즘은 동적범위가 감소한

원인을 영상의 조명성분에 의한 것이라 가정하고 획득한

영상을 반사성분 (reflectance)과 조명성분 (illuminant)의
곱으로 모델링하여 조명성분을 보상하여 반사성분만으로

영상을 표현 하도록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retinex 이론을

기반으로 하되 반사성분을 다양하게 설계하여 성능을 개선

하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다
[6-11]. 한편, 히스토그램 도메

인에서 밝기 변환 함수 (tone mapping function)를 구하는

방법은 감마 보정, 히스토그램 평활화 등이 있다. 또한 기존

의 히스토그램 평활화의 문제점인 과도한 밝기 변화

(over-enhancing)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bi-HE (bi Histo- 
gram Equalization)[12], DSHE (dualistic sub-image histo-
gram equalization)[13], MMBEBHE (Minimum Mean 
Brightness Error Bi-Histogram Equalization)[14] 그리고 히

스토그램 변형기법 (HM: histogram modification)[15] 등이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알고리즘들을 전영역 (global)에
서 수행하면 전체적인 contrast 또는 밝기는 증가시킬 수 있

으나 지역적으로 밝기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다른 밝기 변

환 함수를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16]. 하지만 지역

적으로 밝기 변환을 수행할 때에는 지역적 밝기 개선은 가

능하지만 영상의 블록화 현상 (blocking effect) 등이 발생

하고 계산량이 증가하는 단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

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17]. 한편, HDR 영상을 얻기 위하

여 기존에 제안된 알고리즘에는 다양한 튜닝 파라미터가

존재하고 이 튜닝 파라미터에 따라 결과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하다. 자동적으로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

안된 연구는 감마 보정을 하기 위하여 감마 커브의 파라미

터를 영상의 평균값으로 조절하는 방법
[18], 그리고 비디오

HDR 을 얻기 위하여 프레임 간의 시간 및 밝기 환경을 고

려한 시간적 보정 (temporal adaption)[19] 등의 연구가 수행

되었으나 히스토그램 변형 등의 최신 기법의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전역적 히스토그램으로 tone map-

ping을 하는 알고리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존 히스토

그램 평활화 방법의 문제점인 파라미터 조절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K- 
means clustering 알고리즘 [21]을 이용하여 영상을 두 개

의 cluster로 나눈 후, 각 cluster에 대하여 히스토그램 변형

기법을 적용하여 만든 밝기 변환 함수로 영상의 동적 범

위를 증가시킨다. 또한 각 히스토그램에 대한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의 파라미터를 cluster 내의 영상의 평균 값, 분
산,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조절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같다. 2장에서 기존의 알고리즘

인 전역적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에 대해 설명한 후, 3장에서

제안하는 tone mapping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그 후, 
4장의 실험 결과 및 분석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히스토그램 평활화 (HE: histogram equalization)는 획득

한 영상의 히스토그램 누적분포 함수로 픽셀의 값을 매핑

하여 영상의 동적 범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기법이다
[20]. 히스토그램 평활화 기법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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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a) 획득한 영상의 히스토그램 (b) uniform 히스토그램 (c) l  값에 따른 히스토그램 매핑 함수
Fig. 1. (a) Observed histogram. (b) Uniform histogram. (c) Histogram mapping function with different l  value

큰문제점 중 하나는 밝기 분포가 한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영상에 적용했을 때, 과도한 밝기 변화를줄수 있어바래어

보이는 (gray-out) 결과 영상을 얻게 되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매핑함수를 구하기

전에 히스토그램을 변형하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제안되

었다
[15]. 이 방법은 획득한 영상의 히스토그램만으로 누적

분포함수를 만들어 매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1과 같이

획득한 영상의 히스토그램 (a)와 uniform한 히스토그램과

(b)의 결합 (combination)으로 만든 변형된 히스토그램으로

누적분포함수 (CMF: Cumulative Mass Function) (c)를 설

계하는 방법이다. 
이때, uniform한 히스토그램의누적분포함수는 입출력에

대한 매핑함수의 기울기가 1인 선형 (linear) 그래프이므로

밝기를 변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획득한 영상

의 히스토그램과 결합하는 비율을 조절함으로 영상 개선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획득한 영상이 어느 일정 범위

의 밝기만 가지고 있어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어느 구간에

서 피크 (peak)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uniform한 히스토그

램의 적용 정도를 증가시켜도 과잉 개선을 방지하는데 한

계점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을 스무딩

(smoothing)하여 히스토그램의 분포를 넓힌 후 누적분포

함수를 만들면 피크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에 기반하여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은식 (1), (2), (3) 과같이

목적함수를 최소화 하는 히스토그램 ĥ 을 구하여 매핑함수

를 설계한다
[15].

ˆ arg min ( )= F
h

h h
, (1)

    
여기서

2 2 2|( ) || || | || || ||l gF = - + - +hh u Dhh h% , (2)

1 1 0 0 0 0
0 1 1 0 0 0

0 0 0 1 1 0
0 0 0 0 1 1

-é ù
ê ú-ê ú
ê ú=
ê ú

-ê ú
ê ú-ë û

D M M M M M M

,

(3)

식 (2)에서 h% 는 [0 255] 범위를 가지는 밝기 영상 또는

RGB 채널 각각의 영상의 확률분포함수 (pmf: probability 

mass function)를, u 는 256개의 bin을 가지는 uniform한

확률분포함수를, l는 uniform한 히스토그램과의 결합 정

도를 나타내는 밝기를 조절하는 파라미터를 나타내고, g

는 히스토그램의 스무딩 정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를, 식

(3)에서 D는 히스토그램의 차분을 연산하는 ×  
크기의 차분행렬 (difference matrix)을 나타낸다. 식 (1)의

목적함수를 최소화 하는 변형된 히스토그램 ĥ를 구하기

위하여 목적함수를 미분하여 0이 되는 해를 찾으면 식 (4)
와 같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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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ˆ (1 Tl g l

-
+ += +h I uD hD %

,
(4)

변형된 히스토그램 ĥ 은 l  값을 조절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의 과도한 밝기 변화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g  값
을 조절하여 히스토그램 분포가 특정 구간에몰려 있을 경

우에도 동적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히스토그램 변

형기법은 전역적인 영상의 히스토그램 정보를 이용하여 매

핑 함수를 구하기 때문에 획득한 영상 내에 동적 범위가

서로 다른 영역이 존재할 경우에 지역적으로 밝기 개선에

한계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l  값과 g  값의 설정에 따라서

성능이달라지게 되므로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

법이 요구된다. 

Ⅲ. 제안하는 방법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

문에서는 그림 2의 블록 다이어그램과같이 표현되는 tone 
mapping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동적 범위

가 좁은 RGB 입력 채널의 영상을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좌표로 변환하여 밝기 (luminance) 
영상과색차 (chrominance) 영상을 얻고, 밝기 영상에 lumi-
nance 프로세싱알고리즘을 적용하고색차 영상에 chromi-
nance 프로세싱을 한 후 역 PCA 변환을 함으로써 동적 범

LDR 입력

영상

HDR 출력

영상

PCA 변환

Clustering

Tone mapping

chrominance  
프로세싱

역PCA 
변환

: luminance 프로세싱

그림 2. 제안하는 tone mapping 알고리즘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2. Block diagram of proposed tone mapping algorithm

위가 확장된 영상을 얻는다.

1. PCA 변환

RGB 영상은 각각의 상호상관성이 높아 서로 중복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one mapping 알고리즘을 3개
의 채널에 각각 수행했을 때 color shift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RGB 채널의 영상을 밝기, 

색차 영상의 좌표계로 변환 후, 밝기 영상에 대하여 매핑함

수를 만들어 픽셀의 값을 매핑하여 동적 범위를 증가시킨

다. 이때, 밝기 영상과 색차 영상으로 나누는 다양한 변환

중 채널간의 중복되는 정보를 없애 상관성을 0에 가까이

만드는 PCA 변환을 사용하였다. YCbCr, YUV 등의 변환

은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independent) 변환 행

렬을 가지는 반면 PCA변환은 영상의 고유벡터 (eigenvec- 
tor)가 변환 행렬이 되기 때문에 영상에 따라 의존적인 변

환 행렬을 가지는 특징을 갖는다
[1].

2. Luminance 프로세싱

전역적 히스토그램 평활화 기법의 단점인 지역적으로 밝

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luminance 프로세싱 알고리즘은 K-means clus-
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밝기 영상을 두 cluster로 나눈

후 두 cluster의 히스토그램에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을 적용

하여 만든 밝기 변환 함수로 영상의 동적 범위를 증가시킨

다. 그러므로 전 영역의 동적 범위가 비슷한 경우뿐만 아니

라 획득한 영상에서 동적 범위가 서로 다른 영역이 존재할

경우, 보다 고성능의 동적 범위 개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는 기존 전역적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한다.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은 획득한 입력 밝기

(luminance) 영상의 픽셀을 cluster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각

cluster에 속한 영상의 밝기 값의 분산이 최소가 되도록

clustering을 수행한다
[21]. 즉, 입력 영상에 대하여 K-mean 

cluster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는 비슷한 밝기 값을 가

지는 픽셀들이 동일 cluster를 구성하게 된다. 그림 3의 (b)
영상은 그림 3 (a)의 획득영상에 K-means clustering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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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a) 획득한 영상 (b) K-means 알고리즘의 map (K=2), (c) (b)를 스무딩 시킨 영상
Fig. 3. (a) Observed image. (b) Map of K-means algorithm. (c) Smoothed image of (b)

즘을 적용하여 2개의 영역으로 나눈 clustering 레이블 map 
을 나타낸 것으로, clustering 레이블 map  M 은 식 (5)와
같이 정의하였다. 

1

00,      ( , )
( , )

1,      ( , )
i j C

M i j
i j C

Îì
= í Îî ,

(5)

여기서 0C 는 cluster 0에, 1C 은 cluster 1에속하는 픽셀

들의 좌표의 집합을 나타내고 M 은 cluster 0C 에 속하는

픽셀의 위치에 0의 레이블을, 1C 에속하는 픽셀의 위치에

1을 레이블링 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map M 에 대하여

식 (6)과 같이 가우시안 스무딩을 한 영상 M̂ 은 그림 3의
(c)와 같고 이는 추후 두 개의 cluster에 대한 매핑함수를

정합 (blending) 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2 2

2
( ) ( )

(

2

, )

ˆ ( , ) ( , )
i x j y

x y S
M i j M i j e s

+ --
-

Î

= å
,

(6)

여기서 M̂ 은 clustering map인 M 을 의 크기를 가지

는 가우시안 필터로 스무딩 한 것이다.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으로 clustering을 수행한 후

각각의 cluster에 대하여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을 적용하면

식 (7)과 같다.

( ) ( )1ˆ (1 ,          0,) 1T
k k k k k kl g l

-
= + + =+h D hI D u%

, (7)

여기서 kh% 는 k번째 cluster에 대한 밝기 영상의 히스토

그램을 (pmf), kl 와 kg 는 k번째 cluster에 적용할 밝기

조절, 스무딩 조절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 (7)에
의해 특정 cluster에 대하여 변형된 히스토그램의 분포함수

ˆ
kh 를 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 (7)의 동적

범위 개선 기법의 성능은 파라미터 kl 와 g k 에 따라 매우

달라지게 되므로 파라미터들의 자동 조절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cluster에 대한 평균 밝기 (mean), 분산

(variance), 엔트로피 (entropy)를 이용하여 밝기 조절 파라

미터 kl 와 kg 를 자동적으로 조절 할 수 있도록 식 (8)과
같은 조절 기법을 제안한다.

5( 0.5) 0.5)

(

(

4

5

)

8 5(1 )
1 1
300

1

k k

k

k 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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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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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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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km 는 k번째 cluster에 대한 평균 밝기를, kv 는

분산을, ke 는 엔트로피를 의미하고 km 와 kv 는 영상 밝기

값들이 각각 [0 1]의 범위를 가지도록 정규화

(normalization) 한 후에 구하였다. 그림 3의 (a)를 보면 밝

은 영역의 동적 범위가 어두운 영역의 동적 범위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 밝기 값이 클수록 kl  값을크게 설정하고 어

두운 영역은 kl  값을 작게 하여, 어두운 영역의 동적 범위

를 확장시키고 밝은 영역은 동적 범위를 유지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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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 (a) 평균값에 따른 kl  그래프 ( kv =0.5)  (b)  엔트로피에 따른 kg  그래프

Fig. 4. (a)  kl  graph versus mean value ( kv =0.5)  (b)  kg  graph  versus entropy value

다. 이때, 평균 밝기에 대하여 선형적인 비례 관계로 kl  
값을 정하지 않고 중간 밝기인 0.5 값에 대하여 대칭 형태

를 가지는 sigmoid 함수를 이용하였다. 이는 그림 4의 (a)와
같이 sigmoid 함수 값이 [0 0.5] 범위에서 선형 비례의 경우

보다 kl 의 값이 더작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의 동적 범위

의 개선 정도가 더 높고 [0.5 1]의 평균 밝기 값에 대하여

kl 의 값이 선형 비례의 경우보다 더크기 때문에 동적 범

위를 더 잘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kl  값을 구할 때, cluster의 평균 밝기뿐만 아니라

분산의 값이 작을수록 동적 범위가 좁은 것이라 가정하여, 
조절 인자 라는 파라미터에 의해 평균과 분산 중 중요하

게 생각하는 비율로 평균 밝기와 분산의 결합하여 kl  식을

설계함으로써 밝은 영역 중 대비 (contrast)가 낮은 경우의

영상에서도 동적 범위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kl 를 구하는 식의 분자 값인 8과 5는 여러 영상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결정하였고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평균과 분산

의 중요도가 같다고 여겨 0.5로 두고 실험하였다. 한편, 
cluster의 엔트로피가 작을수록 어느 특정 구간에 히스토그

램의 값이크다고판단 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무딩을 조절

하는 kg 는 엔트로피에 대하여 그림 4의 (b)와같이 엔트로

피의 중심 값인 4를 중심으로 반비례 경향을갖는 sigmoid 

형태의식으로 설계하였다. l와 마찬가지로 kg  식의 분자

값인 300은 여러 영상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결정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식 (7)과 (8)에 의해 k번째 cluster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구한 kl 와 kg 를 적용하여 변형된 히스

토그램을 만들고 이것을 누적하여식 (9)와 같이 매핑함수

kT 를 구한다.

0

ˆ( ) ( ), 0,1k

n

n t
t

k r r k
=

= =åT h            
,

(9)

여기서 tr 는 0에서 255 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특정 픽

셀 값 (intensity)을, ˆ
kh 는 k번째 cluster에 대한 변형된 히

스토그램 (pmf)을 나타내고 kT 는 특정 k번째 cluster에

대하여 변형된 히스토그램을 누적하여 구한 매핑함수를

의미한다. 영상을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인 2개의 clus-
ter로 나누고 이에 대한 매핑 함수로 식 (9)와 같이 픽셀

값을 매핑하게 될 경우, 레이블 M 의 값이 바뀌는 위치에

서 경계 효과 (boundary effect)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 (6)과 같이 M 을 가우시안 스무딩 하여 얻은 M̂ 으로

매핑 함수 0T 와 1T 에 가중치를 주어 정합 (blending)하여

레이블이 바뀌는 위치에서의 경계 효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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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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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교회 영상 (a) 획득한영상 (b) clustering 레이블 map을 스무딩한 영상 (c) 히스토그램변형기법으로개선된 영상 (l =1, g = 300) (d) 제안하는
방법으로 개선된 영상 (=0.5) (e) (a)확대 영상 (f) (c) 확대 영상 (g) (d) 확대영상
Fig. 5. Chapel image (a) Observed image. (b) Smoothed image of clustering label map.  (c) Enhanced image using histogram modification method. 

(l =0.5, g = 300) (d) Enhanced image using proposed method. (=0.5) (e) Zoomed image of (a). (f) Zoomed image of (c). (g) Zoomed image 
of (d)

( ) ( ) ( )0 1
ˆ ˆ ˆ( , ) 1 ( , ) ( , ) ( , ) ( , )Y i j M i j Y i j M i j Y i j= - +T T , (10)

   

여기서 M̂ 은 특정 위치의 입력 밝기 영상 ( , )Y i j 에 대

하여 0T 와 1T 에 주는 가중치를 결정하고, ˆ( , )Y i j 는 입력

밝기 영상 ( , )Y i j 을 0T 와 1T 을 사용하여 매핑하고 각각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영상을 의미한다.

3. Chrominance 프로세싱

RGB 영상은 색상 (hue), 무채색, 유채색을 나타내는 채

도 (saturation) 그리고 밝기를 나타내는 명도 (brightness, 
value)로 나타낼수 있다. 이때, luminance 파트와 chromi-
nance 파트는 서로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luminance 프로

세싱에 의해 명도의 값이 변하면 이와 더불어 색상 값을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chrominance 프로세싱이

라 한다[22]. 색상을 보존하면서 컬러를 보정하는 방법 중

[22]의 선행연구는 색상 에러를 최소화 하지만 Y 가 0 일
때, luminance의 gain값이 무한대에 가까워져 이에 따른

chrominance 보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22]의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고 Y 가 0 
일 때를 고려하여 식 (11)과같이 chrominance 프로세싱을

수행한다.

여기서 특정 위치 ( , )i j 에서 입력 luminance ( , )Y i j 가 0

일 때를 고려한 ( , )Y i j%
와 출력 luminance ˆ( , )Y i j 에 대한

gain을 ( , )a i j 라 할 때, 입력 chrominance ( , )U i j , ( , )V i j  

와 출력 chrminance ˆ ( , )U i j , ˆ( , )V i j 에 대한 gain ( , )b i j 는

( , )a i j 에 실험적 결과에 의하여 얻은 수치인 q를 지수승

하여 얻을 수 있으며 이 값은 실험적으로 0.69로 정한다 [22].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영상에 대하여 기존의 히스토그램 변형기법과 제안

하는 방법을 적용한 실험결과는 그림 5에서 그림 8과같다. 
비교 알고리즘인 히스토그램 변형기법과 제안하는 방법 모

두 PCA로 변환하여 밝기 영상에 대한 매핑함수를 구하고



1054 방송공학회논문지 2011년 제16권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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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터널 영상 (a) 획득한 영상 (b) clustering 레이블 map을 스무딩 한 영상 (c)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으로 개선된 영상 (l =1, g = 300) (d) 제안하는
방법으로 개선된 영상 (=0.5)
Fig. 6. Tunnel image (a) Observed image. (b) Smoothed image of clustering label map. (c) Enhanced image using histogram modification method. 

(l =1, g = 300) (d) Enhanced image using proposed method.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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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호랑이 영상(a) 획득한영상 (b) clustering 레이블 map을 스무딩 한영상 (c) 히스토그램변형기법으로 개선된 영상 (l =1, g = 300) (d) 제안하는
방법으로 개선된 영상 (=0.5)
Fig. 7. Tiger image (a) Observed image. (b) Smoothed image of clustering label map. (c) Enhanced image using histogram modification method. 

(l =1, g = 100) (d) Enhanced image using proposed method.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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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하늘 영상(a) 획득한 영상 (b) clustering 레이블 map을 스무딩 한 영상 (c)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으로 개선된 영상 (l =1, g = 300) (d) 제안하는
방법으로 개선된 영상 (=0.5)
Fig. 8. Sky image (a) Observed image. (b) Smoothed image of clustering label map. (c) Enhanced image using histogram modification method. 

(l =1.5, g = 200) (d) Enhanced image using proposed method. (=0.5)

색차 영상에 대하여 chrominance 프로세싱을 하였다. 또한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에서 파라미터 튜닝은 주관적인 관점

에서 영상이 가장 잘 개선되도록 파라미터를 수동적으로

조절하였고, 제안하는 방법의 컨트롤 파라미터 는 0.5로

두어 l를 구할 때 평균과 분산의 중요도가같다고 여겼으

며 영상에 따라 자동적으로 구한 kl 와 g k 로 실험하였다.
그림 5의 실험결과를 보면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은 밝기

영상의 전역적인 히스토그램 정보를 이용하여 매핑함수를

만들기 때문에 천정 부분처럼밝은 영역의 동적 범위가 획

득한 영상에 비해줄어듦을 그림 5의 (c) 또는 이를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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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23] AMBE [14] EME [24]

획득한 영상
히스토그램

변형기법

제안하는

방법
획득한 영상

히스토그램

변형기법

제안하는

방법
획득한 영상

히스토그램

변형기법

제안하는

방법

교회 6.68 7.53 7.55 0 31.87 22.82 5.77 7.30 14.53

터널 7.11 7.68 7.69 0 26.16 25.67 4.67 5.95 10.44

호랑이 6.40 7.20 7.36 0 71.29 68.94 6.36 20.89 31.90

하늘 7.11 7.68 7.53 0 21.76 11.44 5.19 5.43 7.33

평균 6.83 7.52 7.53 0 37.77 32.22 5.50 9.90 16.05

표 1. 객관적인 성능 비교
Table 1. Objective performance comparison

영상인 (f)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안하는 방

법은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에 대하여 히스토그램을 변

형하는 파라미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의 동적범위를 확장시키면

서도 밝은 영역의 동적 범위가줄어드는 것을막을 수 있음

을 그림 5의 (d) 또는 (g)의 영상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제안

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실험 영상의 결과를 보면, 그림
6의 배경의 창틀 부분에서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의 결과는

동적 범위가 감소하여 바래어 보이는 결과를 보이며 제안

하는 방법은 원본의 배경 영역의 동적범위를 최대한 보존

할 수 있었다. 그림 7의 결과에서는 히스토그램 변형기법과

제안하는 방법 모두 배경의 동적 범위는 개선하지만 호랑

이의 무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히스토그램 변형기법보다

동적 범위의 개선의 정도가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8의 결과를 보면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은 나뭇잎의 밝

기를 조절 하지못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에 비해 제안하는

방법은 구름의 동적 범위를 보존하면서 나뭇잎 영역의 밝

기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밝기 개선이 가능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의 방법에 대한 성능을 주관적인

평가 외에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하기 위하여 결과 영상의

엔트로피(entropy), AMBE (Absolute Mean Brightness 
Error), EME (Measure of Enhancement) 값을 구하였다
[14][23-24]. 엔트로피는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uniform해 지는

정도는 나타내는 지표이고, AMBE는 입력 영상과 결과 영

상을 블록으로 나눈 후, 각각 블록에 대한 평균 밝기 차이의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결과 영상이 입력 영상의 평균 밝기

를 보존하는 정도에 대한 지표로, 동적 범위 개선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artifact 정도를측정하는 방법이다
[14]. EME는

영상을 블록으로 나눈 후, 특정 블록에 대한 최소 밝기와

최대 밝기의 비율의 평균을 구한 것으로 동적 범위가 증가

할수록 EME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24]. 위에서 언급한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에 대하여 히스토그

램 변형기법을 적용한 결과와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비

교한 결과는 표 1과같다. 표 1에서 AMBE와 EME를 계산

하기 위하여 사용한 블록의 크기는 10×10이다.
표 1을 보면 제안하는 방법과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의 엔

트로피의 수치는 평균적으로 획득한 영상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두 방법 모두 획득한 영상보다 uni-
form한 히스토그램을 가지는 결과 영상을 생성함을 알 수

있다. 동적 범위의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EME 결과

는 제안하는 방법이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에 비해 월등히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에 비

해 동적 범위 개선의 성능이 우수함을 증명한다. 또한

AMBE의 평균적인 수치 결과를 보면 히스토그램 변형기법

에 비해 획득한 영상의 AMBE 값이 현저히낮아 원 영상의

평균 밝기 값을 더 잘 보존함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로부터

제안하는 방법이 동적 범위를더효과적으로 개선시키면서

기존의 히스토그램 변형 기법에 비해 artifact를 적게 발생

시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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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영상 장치의 동적 범위의 한계점에 의해 영상의 밝기가

어느 특정한 범위에 집중되는 경우 집중되어 있는 밝기의

범위를 최대의 범위로 확장시켜 인간의 시각 인지 시스템

과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HDR 기술

이라 말한다. 기존의 방법인 전역적 히스토그램 변형기법

은 히스토그램 평활화의 한계점인 과도한 밝기 변화를 조

절할 수 있는 장점을갖지만 지역적으로 밝기 개선이 어렵

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K-means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

을 두 개의 cluster로 나눈 후, 각 cluster에 대한 히스토그램

에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을 적용하여 만든 밝기 변환 함수

로 영상의 동적 범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으며, 이
는 기존의 전역적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의 한계점을 보완함

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은 각 clus-
ter의 히스토그램에 대한 히스토그램 변형기법의 파라미터

를 지역 영상의 평균 값, 분산,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자동적

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K-means 기법으로 전체 영상을 2개의 cluster로 나누었지

만 한 영상 안에 동적 범위가 다양할 경우에 cluster 개수를

증가시키면 지역적 개선 효과를더욱증가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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