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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정보 기반의 다중 레이어 블록 오버랩 히스토그램 평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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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의 밝기가 집중되어 콘트라스트가 낮은 영상의 경우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이용하면 영상내의 정보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기
존의 기법에서는 콘트라스트 향상이 초점이었기 때문에 과한 콘트라스트 향상은 인지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영상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

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CLAHE[2] 방법은 일정크기로 콘트라스트 향상을 제한하는 기법으로 부자연스러움을 해결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영상 내 디테일 정보가 은닉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콘트라스트의 제한으로 인한 디테일 정보의 손실을 피하

기 위해서 다중 레이어 블록 오버랩 히스토그램 평활화 기법을 기반으로 원 영상의 디테일에 대한 판별을 통해 각 레이어의 마스크를

이용한 디테일 맵을 구성한다. 각 레이어별로 디테일 맵을 이용한 제한된 콘트라스트 향상으로 생성된 영상들을 병합하여 영상 내 정

보의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Abstract

For low contrast images, a histogram equalization is possible to easily identify information when the intensity is concentrated in 
an image. Over contrast enhancement is the problem of generating an unnatural image cognitively because the focus of existing 
techniques was the contrast enhancemen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CLAHE[2] method solves unnatural problems by limiting 
contrast using a maximum threshold. However, this method has an extra problem that concealed detail information in an image. 
This paper proposes a detail-map based on the multiple layers block overlapped histogram equalization in order to avoid loss of 
detail information. Loss of detail information has been made to minimize as combining images with limited contrast enhancement 
using a detail-map in each layers.

Keyword : Detail, Contrast, Histogram Eq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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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기존 방법의 블록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exiting method

Ⅰ. 서 론

영상의 밝기가 집중되어 콘트라스트가 낮을 경우 영상내

의 정보를 판별하기 어렵다. 이 때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이

용하면 영상의 정보를 판별하기가 용이해진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영상의 밝기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레벨을 고루

펴주어 콘트라스트를 높여주는 방법이다
[1]. 그러나 영상의

평균 밝기보다 훨씬 밝거나 어두운 영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면 해당 영역의 콘트라스트가 충

분히 향상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변 영역

의 누적분포함수(CDF)를 고려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

행하는 AHE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기법이 있

다. 그러나 AHE 기법은 노이즈를 증폭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의 CDF의 경사를

제한하는 대비제한 적응 히스토그램 평활화(Contrast lim-
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 : CLAHE) 기법

[2]
은 노

이즈 증폭을 방지하며 콘트라스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CLAHE 기법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연구되었다. 목적

및 평활화 수행방법에 따라 히스토그램 동적범위를 분리

하여 강도를 재조정하는 DRSHE(Dynamic Range Separate 
Histogram Equalization)[3], 확률밀도함수(PDF)에 따라 두

서브이미지로 분할하여 수행하는 DSIHE(Dualistic Sub- 
Image Histogram Equalization)[4], 중첩되는 서브블럭을 이

용하여 지역 히스토그램의 재분배를 수행하는 POSHE 
(Partially Overlapped Sub-block Histogram Equaliza- 
tion)[5], 여러 개의 레이어로 분할하여 원본영상과 병합하는

MLBOHE(Multiple Layers Block Overlapped Histogram 
Equalization)[6], 그 외 GC-CHE(Gain-Controllable Clipped 
Histogram Equalization)[7], BPDHE(Brightness Preserving 
Dynamic Histogram Equalization)[8] 등과 같은 여러 히스토

그램 평활화 알고리즘들이 있다. 이 중 POSHE 알고리즘은

윈도우를 설정하여 지역적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영상전체

에 수행한다. 이렇게 평활화된 영상과 원본 영상의 병합으

로 부자연스러움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이때 정해진 윈도

우의 크기에 따라 세부 오브젝트의 대비 향상이 달라진다. 
이를 해결한 N. S. P. Kong이 제안한 MLBOHE 기법은 3개
의 레이어로 분할하여 각기 다른 윈도우를 설정하고 레이

어별로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킨다. 이때 각 레이어에 사용

되는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 메디안 필터를 수행하고 각 레

이어 별로 생성된 영상을 병합한다. 최종적으로 평균 밝기

값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원본 영상과 병합한다.

Ⅱ. 기존 MLBOHE 콘트라스트 향상 방법

MLBOHE 알고리즘에서는 세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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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Canny edge detection

(c) Edge by threshold (d) Detail image

   그림 2. 디테일 연산을 위한 에지 검출 방법
   Fig. 2. Edge detection method for detail operations

체적인 블록다이어그램은 그림 1과 같으며, 처음 단계는 이

미지의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키고 영상 전체의 밝기를 재분

배한다. 이를 위해서 입력 영상을 세 개의 레이어로 나눈다. 
그리고 각 레이어에 크기가 (M/2)☓(N/2), (M/4)☓(N/4), 
(M/8)☓(N/8)의 윈도우를 이동시키며 영상의 밝기를 재분

배한다. 이때 입력 영상은 (M/8)☓(N/8)이 256보다 훨씬 클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한다. 다음 단계는 이전 단계의 콘트

라스트 향상으로 인해 생기는 노이즈를 제거하도록 필터링

단계를 수행한다. 간단하고 랜덤 노이즈의 제거에 효과적

인 메디안 필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각 필터의 크기는 각각

3☓3, 5☓5, 7☓7로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세 개의 레이어로

각각 콘트라스트가 향상된 영상을 엔트로피의 비율로 병합

한다. 

 (1)

  (2)

f(X)는 각 레이어별 히스토그램 평활화 출력영상을 의미

하며 ω의 연산은 영상의 정보량이 높은 비율에 따라 비율을

높게 설정한다. 병합된 이미지 Y를 원본 이미지와 결과 이

미지의 평균 밝기 값이 큰 차이를 가지게 되면 원본 이미지

와의 인지적 차이가 커지므로 입력영상과 병합 영상 Y를

실험을 통해 결정된 가중치를 두어 병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입력 이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레이어별로 CLAHE 기법을

이용하여 영상의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영상 내

디테일 정보가 은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방법은 입력이미지를 레이어별로 분할하여 마스크를

이용한 지역적 디테일 판별을 수행한다. 생성된 디테일 맵

을 기반으로 영역별로 콘트라스트 향상을 제한한다. 이 결

과로 입력 영상의 디테일 맵 생성을 통해 은닉되어 있는

영역의 디테일한 정보를 향상시킬 수 있다.

Ⅲ. 제안한 디테일 기반의 콘트라스트 향상
방법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디테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

명도를 향상시키는 기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선명도 향상

기법은 전체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의 화소만을 고

려하므로 콘트라스트 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

므로 전체 이미지의 대비와 세부적인 오브젝트의 디테일

향상을 함께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세부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전체의 디테일을 판단하기 위해서 화소의 변화를

검출하고 경계선을 제거함으로써 디테일 정보를 계산한다. 
영상의 디테일을 수치화하기 위해 임계값을 설정하여 각

화소별 변화가 임계값 이상의 변화를 가질 때를 최대값으

로 하여 다음 수식과 같이 그레이 맵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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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image (b) (M/2)☓(M/2) layer detail-map   

(c) (M/4)☓(M/4) layer detail-map   (d) (M/8)☓(M/8) layer detail-map   

 그림 3. 각 레이어 별 생성된 디테일 맵
 Fig. 3. Generated detail-map for each layer

      ≤ 
   

(3)

여기서 X는 입력 영상을 나타내고, σ는 설정한 임계값을, 
E는 결과 영상을 나타낸다. 각 축의 결과 영상을 합성하면

임계값에 의한 에지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한 에지는 실제 윤곽선을 포함한 세부적인 화소 값 변화

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실제윤곽선을캐니(Canny) 에
지검출을 통해 구해내고 임계값으로 구한 에지에서 제거하

면 각 영상 내 디테일 정보를 판별할 수 있다. 그림 2는 각

과정을 수행한 결과이미지를표시한 결과이며 (c)의 검출한

에지 및 디테일 화소에서 (b)의 경계선을 제거하면 (d)와
같이 디테일 정보만이 남는다.
디테일 이미지에서 다음 단계에 사용할 3개의 지역적 디

테일 맵을 생성하기 위해 기존방법의 레이어 크기와 동일

하게 (M/2)☓(N/2), (M/4)☓(N/4), (M/8)☓(N/8) 크기의 마

스크를 생성한다. 생성된 마스크 내의 디테일 화소의 비율

을 연산하여 행렬로 저장하고 이를 전체 화소에 수행한다. 

  
  




  

 



≤ ≤ ≤ ≤

(4)

sx, sy는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의 마스크 크기를 나타내고

W는 디테일 맵을 나타낸다. 식 (2)의 연산을 각 레이어별로

수행하여 총 3개의 디테일 맵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한

디테일 맵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낸다.
영상의 콘트라스트 향상 단계에서 하나의 윈도우를 이용

하여 수행할 경우 블록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MLBOHE와유사한 3단계의 과정을걸쳐콘트라스트를 향

상시킨다. 우선 윈도우의 크기는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마

스크를 생성할 때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 h1, h2, h3로 나타낸

다. 윈도우의 크기는 다양화함으로써 h1은 전체 영상의 밝

기 재분배, h2는 오브젝트의 경계선 디테일 향상, h3은물체

의 질감표현 향상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각 윈도우를 적용

하고 히스토그램 평활화 수행 화소에 해당하는 디테일 맵

의 저장된 값에 반비례하게 밝기 레벨의 한계점을 설정하

여 디테일 정보의 집중도에 따라 대비를 향상시킨다.
각각 생성된 콘트라스트 향상 이미지를 기존 방법과 동

일하게 ω1, ω2, ω3의 비(ω1+ω2+ω3=1)로 병합하여 각 영상의

블록현상과 밝기 포화를감소시킨다. 이 때 ω1, ω2, ω3는 각

출력영상의 엔트로피 비율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병합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가중치 α, β를 두어 통합한다. 
그림 4는 기존 알고리즘과 위 단계를 수행한 제안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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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림 5. 실험에 사용한 테스트 영상
 Fig. 5. The test images used in the experiments

(a)

(d)

(b)

(e)

(c)

(f)

 그림 4. 제안한 알고리즘 수행 영상 (a) 입력 영상 (b) N. S. P. Kong's MLBOHE 방법의 결과 영상 (c) 제안 알고리즘의 결과 영상 (d) (a)의 확대 영상
(e) (b)의 확대 영상 (f) (c)의 확대 영상
 Fig. 4. The proposed algorithm performs image (a) Input image (b) N. S. P. Kong's MLBOHE algorithm (c) Proposed algorithm (d) Magnified 
image of (a) (e) Magnified image of (b) (f) Magnified image of (c) 

리즘 수행결과이다. N. S. P. Kong의 방법인 (b)의 확대영

상에서의바닥타일의 디테일 정보에 비해 제안한 (c)의 확

대영상의 디테일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입력 영상에 대해 실험하기 위해

서 밝기의 분포에 따라 3가지로 그룹을 지어 영상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그룹 1은 전체적으로 밝으나 영상의 일부분

이 콘트라스트가 낮은 영상이다. 그룹 2는 전체적으로 평균

적인 밝기를 가지나 밝기가 치우쳐 있는 영상이며, 그룹 3
은 영상의 대부분이 어두워 식별이 힘든영상이다. 영상을

통합하기 위한 가중치 α, β는 기존 방법에서 0.7, 0.3이 가

장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같은 실험을 해본 결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므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디테

일 검출을 위한 임계값은 입력영상을 변동시키며 실험을

해보았으며 0.02의 설정에서 최적의 결과영상을 출력하였

다. 그림 5는 세 그룹에 대한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각
그룹별 수행 결과를 엔트로피 측정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6과 그림 7은 MLBOHE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

즘의 수행 결과영상 및 히스토그램을 나타내었다. (b)는 (a)
를 원본 영상으로 수행하여 MLBOHE 알고리즘 수행에도

낮은 콘트라스트로 인해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제안된 기법을 수행한 6(c)의 구름과 건물, 7(c)의
왼쪽벽의얼룩에서 볼수 있듯이 기존 알고리즘 수행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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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영상 및 히스토그램 (a) 원본 (b) MLBOHE 알고리즘 (c) 제안한 알고리즘
 Fig. 6. Images and histograms  (a) Original (b) MLBOHE algorithm (c) Proposed algorithm

(a) (b) (c)

 그림 7. 영상 및 히스토그램 (a) 원본 (b) MLBOHE 알고리즘 (c) 제안한 알고리즘
 Fig. 7. Images and histograms  (a) Original (b) MLBOHE algorithm (c)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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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8. 임계값을 변경한 디테일 향상 영상 (a) 입력 영상 (b) 디테일 향상 영상(σ = 0.02) (c) 디테일 향상 영상(σ = 0.01)
Fig. 8. Improved images of the detail that changed the threshold value (a) Input image (b) Improved image of detail(σ = 0.02) (c) Improved 
image of detail(σ = 0.01)

확인하기 어려운 디테일 정보를 향상시키면서도 블록현상

이나 포화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각 히스토그램의

분포를 보면 영상 전체의 대비가 증가하며 디테일 정보도

향상되었다. 모든 영상의 히스토그램의 형태는 크게 바뀌

지 않아 원본 영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디테일 정보의

향상으로 인한 해당 물체의 대비 향상이 일어난다.

 
 



log (5)

 ×


(6)

영상의 정보량은데이터가 가진 정보량을 수치적으로 연

산한 엔트로피로 판단할 수 있다. 엔트로피는 식 (5)과 (6)
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으며

[6] h(x)는 히스토그램의 크기를

나타낸다. 
디테일 맵 연산을 위한 임계값을 변경한다면 디테일을

더욱 향상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림 8은 임계값을

변경한 결과 영상을 나타내었다. 8(c)에서 임계값을 0.01로
변화시킨 결과 영상을볼수 있으며 디테일은 크게 향상되

었으나 인지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결과 영상이 나타나는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영상에 대한 결과는표 1에서 디테일한 정보의 향상

으로 인해모든영상 그룹의 엔트로피가 향상된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LAHE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가 엔트로피는

가장 크나 인지적으로도 원본 이미지와의 차이가 크게 느

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룹 1의 경우 디테일 향상이 일부분

Target 
Image

Average 
intensity

Entropy

Original
image CLAHE

N. S. P. 
Kong‘s
method

Proposed
method

Group 1 114.6714 7.5389 7.8422 7.7542 7.7547

Group 2 57.9953 7.0626 7.7511 7.3616 7.3677

Group 3 33.4845 5.9518 6.8992 6.4115 6.5096

표 1. 테스트 영상 실험 결과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test set images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에 비해 제안된 방법의 엔트로

피가 조금증가했으나 그룹 2, 그룹 3의 영상은 향상시켜야

할 디테일 정보가 다량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보

다 엔트로피 증가가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의 디테일에 대한 정보를 이용

하여 영상에 콘트라스트 및 디테일 향상을 위한 기법을 제

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기법들이 콘트라스트를 향

상시킴으로서 일부 디테일이 향상되긴 하지만 영상전체의

대비 향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잃게 되는 디테일 정보의

손실을줄일 수 있다. 또한 마스크의 크기를 다양화하여 디

테일 맵을 구성함으로서 영상의 전체적인 대비향상과 함께

세부적인 디테일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멀티레이어 기

법을 사용함으로써 블록화 및 포화 현상을 방지한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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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상에 대한 실험을 통해 기존방법에 비해 제안한 방법

은 영상의 콘트라스트와 디테일 정보가 동시에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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