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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명암대비 향상을 위한 차별적 압축 방법 기반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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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사용하여 영상의 명암대비를 증가시킬 경우 과도한 밝기 변화로 인한 과포화 현상(over- 
enhancement), 계조현상(false contouring) 및 영상의 세부 정보가 없어지는 등의 왜곡이 발생한다. 특히 밝기 분포가 특정한 밝기 레

벨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왜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계치를 이용한 히스토그램 클리

핑을 통해 입력 히스토그램을 변형하는 개선된 평활화 방법들이 제시되었지만,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히

스토그램에 대해 동일한 임계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명암대비 향상효과가 감소하고, 입력 영상의 특성을 유지하지 못해 부자연스러운

영상이 얻어지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의 빈도수에 따른 차

별적 압축방법을 적용하여 과도한 밝기 변화가 발생하는 문제를 억제하면서도 입력영상의 특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평활화 방식을 제

안한다. 또한 입력영상의 특성에 따라 압축률의 강도를 제어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명암대비 향상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Abstract

In case of contrast of the image enhancement by using the conventional histogram equalization, over-enhancement, false 
contouring and distortion such as the details disappearance of the image occurs due to the excessive brightness change. Especially, 
these distortion appears when the brightness distribution is concentrated in a particular brightness leve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mproved histogram equalization methods to transform the input histogram by clipping using threshold have been 
proposed, but contrast enhancement effect is reduced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put image’s histogram 
to apply the same threshold for the entire histogram, and unnatural image is obtained because it does not ret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In this paper, to solve the problems of existing methods, we propose new equalization method that suppress 
excessive brightness changes by applying to the differential compression according to the histogram frequency, and maint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put image. In addition, we propose a more effectively method to improve contrast by controlling the 
strength of the compression ratio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pu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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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의 명암대비 개선은 디지털 영상처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영상의 명암대비는 입력 영상의

화소를 더 좋아보이게 하는 화소로 바꿈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명암대비 개선 기술은 가전제품, 의료 영상

처리 등 다양한 영상처리 응용분야에서 사용된다. 영상의

명암대비를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히스토그램 평

활화(Histogram Equalization)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

인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은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이 특

정 밝기값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과포화 현상과 계

조현상이 발생하고, 발생 빈도수가 적은 히스토그램에 해

당하는 밝기값은 명암대비 향상처리가 수행되지 않거나 해

당 밝기값이 없어지게 되어 작은 영상영역의 세부정보가

손실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의 변형된 방법에 대해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포화 현상에 의한 영상의 과도한 밝기 변화를 방지하

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을 클리

핑(clipping)하여 특정 밝기값에 집중되어 있는 히스토그램

을 분산하여 과도한 밝기변화를 제한하는 방법들
[1]-[8]

이 제

안되었다. CLAHE(Contrast-Limited Adaptive Histo- gram 
Equalization)[1]

는 분할된 영상영역에 대해 히스토그램을

클리핑하여 특정 밝기값에 집중되어 있는 히스토그램을 분

산하여 과도한 밝기변화를 막는 평활화 방법을 수행하였다. 
SAPHE(Self-Adaptive Plateau Histogram Equalization)[2]

과 MSAPHE(Modified SAPHE)[3]
는 클리핑 임계치(clipp- 

ing threshold)를 입력 히스토그램의 국소 최대값(local 
maxima)들의 median으로 선택하고 임계치를 넘는 히스토

그램을 클리핑 처리하여 히스토그램을 변형하고, 변형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평활화를 수행하였다. BUBOHE 
(Histogram Equalization with Bin Underflow and Bin 
Overflow)[4]

의 경우는 사용자 제어변수에 의해 상한과 하

한에 대한 임계치를 정의하고 임계치를 벗어난 히스토그램

을 제거한 후 변형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하였다. WTHE(Weighted and Thresholded 
Histogram Equalization)[5]

의 경우는 BUBOHE와 같이 상

한과 하한에 대한 임계치를 벗어난 히스토그램을 제거하고, 
임계치 사이에 있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는 정규화된 지수

법칙 함수(normalized power law function)을 사용하여 히

스토그램을 변형한 후 평활화를 수행하였다. GC-CHE 
(Gain-Controllable Clipped Histogram Equalization)[6]

은 클

리핑 처리에 의해 제거된 히스토그램을 global gain에 따라

전체 밝기 영역에 재분배하고, local gain에 따라 밝은 영역

과 어두운 영역에 추가적으로 재분배하여 변형된 히스토

그램을 만드는 방식을 제시했다. BHEPL(Bi-Histogram 
Equalization with a Plateau Limit)[7]

은 입력영상의 평균 밝

기값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력 영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2
개의 밝기영역으로 히스토그램을 분할 한 후 각각의 영역

에 대해 독립적으로 클리핑처리에 의한 히스토그램 평활화

를 수행한다. QDHE (Quadrants Dynamic Histogram Eq- 
ualization)[8]

은 입력영상의 밝기에 대한 빈도수를 기준으로

입력 히스토그램을 4등분하고, 각각의 히스토그램 영역에

포함된 화소수를 기준으로 각 영역의 출력 밝기값 범위를

결정한 후 각각의 영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클리핑 처리된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평활화를 수행한다. 또한 HE 처리

에 따른 over-enhancement 현상을 억제하고 지역적 명암대

비(local contrast) 향상을 위해 입력 밝기레벨(gray-level)마
다 sub-bin을 설정하고, 입력 화소와 주변화소에 특정한

matric을 사용하여 빈도수가 많은 밝기레벨의 히스토그램

성분을 sub-bin에 할당하는 Neighborhood Metric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9]-[11]. HENM (Histogram Equalization with 

Neighborhood Metric)[9]
은 voting metric을 사용하고, 

EHENM (Enhancement of Histogram Equalization with 
Neighborhood Metric)[9]

는 contrast difference metric을 사

용한다. BHENM (Bi-Histogram Equalization with Ne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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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hood Metric)[11]
은 히스토그램을 입력영상의 평균 밝기

값 (mean brightness)을 기준으로 2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밝기레벨 당 2040개의 sub-bin
을 할당하고 distinction metric을 사용하여 평활화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추가적인 메모리와 주변 화소에 대한

metric 연산을 요구한다.
기존의 클리핑 기반의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식들은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과포화 현상과 계조현상의 발생을 억

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히스토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히스토그램에 대해 동일한 임계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명암대비 향상효과가 감소하고, 입력 영상의 특성을 유지하

지 못해 자연스럽지 못한 영상이 얻어지기도 한다. 또한 과

포화 현상을 막기 위해 빈도수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명암대비 효과가 좋지 못하거나 연산량이 적

지 않아 실시간 연산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히스토그램의 빈도수에 따라 히스토

그램을 차등 압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과도한 명암대비 증

가로 인한 과포화 현상을 억제하면서도 입력영상의 특성을

유지하는 차별적 압축 방법 기반의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이

용한 영상의 명암대비 향상 기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히스토그

램 평활화 알고리즘에 대해 언급을 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

는 차별적 압축 방법 기반의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적

용한 새로운 명암대비 개선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그
리고 4장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한 실험 및 결과분석을 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의 히스토그램 평활화 알고리즘

1. 히스토그램 평활화

히스토그램은 영상의 가장 어두운 영역부터 가장 밝은

영역의 범위를 나타내며 범위가 넓어지면 영상의 명암비가

증가하며 영상을 더욱 상세히 볼 수 있게 된다. 히스토그램

평활화(Histogram Equalization)는 영상의 누적 히스토그램

분포를 변환함수로 이용하여 밝기값을 재분배하는 방법으

로, 빠르고 쉽게 구현이 가능하여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입력 영상을 전체 영역으로 매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원영상의 휘도값에 대한 매핑함수를 이용

하여 새로운 출력 휘도값으로 매핑한다. 히스토그램 평활

화 방법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 번째,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구한다. 두 번째, 구해진

히스토그램을 영상의 전체 픽셀수로 나누어 정규화된 히스

토그램인 확률밀도함수 PDF(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을 구한다. 화소수가 N이고 밝기값의 범위가 [X0, 
XL-1]인 입력영상 X의 확률밀도함수는 식 (1)과 같다.

  


           (1)

여기서 nk는 입력영상에서 gray level이 Xk인 전체 화소

수로 Xk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구해진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누적

분포함수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구한

다. 입력영상 X의 누적분포함수는 식 (2)와 같다.

 
  



          (2)

식(2)에서 구한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평

활화에 사용되는 mapping 함수를 식(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3)

이와 같이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특정 밝기 영역에 집중

되어 있는 픽셀들의 밝기 값을 재조정하여 보다 넓게 분포

하도록함으로써 명암 대비를 향상시켜화질을 개선시킨다. 
하지만 히스토그램 평활화 적용 시에 밝기 분포가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밝기 변화로 인하여 over- 
enhancement 현상이나 false contouring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빈도수가 적은 밝기값은 이웃한 밝기값과 합

쳐져서 작은 영상 영역의 정보가 손실되는 level-saturation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

음 절에서 차등 압축을 통한 히스토그램 변형방법에 기반

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재원 외 1인 : 영상의 명암대비 향상을 위한 차별적 압축 방법 기반의 히스토그램 평활화 99
(Jae-Won Lee et al. : Histogram Equalization based on Differential Compression for Image Contrast Enhancement)

(a)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 (b) 입력영상의 명암도 레벨에 대한 평균 빈도수

(c) 평균빈도수에대한각구간별히스토그램압축 (d) 압축으로 소실된 히스토그램 보상

그림 1. 제안 알고리즘의 과정
Fig. 1. Procedure of proposed Algorithm

Ⅲ. 제안하는 차별적 압축 방법 기반의
히스토그램 평활화 기법(DCHE)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차별적 압축방법 기반의 히스토

그램 평활화 기법은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의 각 명암도 레

벨에 대한 평균 빈도수를 이용한 차별적 압축 방법을 수행하

고 압축에 의해 손실된 화소에 대한 보상과정을 통해 히스토

그램을 변형하고, 변형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mapping 
function을 구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히스토그램 변형

방법을 보여준다. (a)는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  이

고, (b)는 평균빈도수 T 단위로 구간을 나눈것을 보여준다. 
(c)는 구간별로 히스토그램에 대한 압축 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 각 구간별로 1/2, 1/3, 1/4, …로 압축을 수행하여 구한

히스토그램의 예를 보여준다. (d)는 압축과정에 의해 소실

된 히스토그램의 총합을 모든 레벨에 대해 일정하게 재분

배하여 얻어진 최종적으로 변형된 히스토그램을 보여준다.
입력영상의 각 명암도 레벨에 대한 평균 빈도수 T는 식

(4)과 같이 구한다. 

  
 




 (4)

여기서 L은 입력영상이 표현 가능한 최대 밝기값으로

8bit 디지털영상은 L = 256이고  는 명암도 레벨 

에 대응하는 히스토그램 값이다.
히스토그램 압축 방법은 그림 1의 (c)와 같이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  을 각 레벨에 대한 평균 빈도수 T를 이

용하여 각 구간별로 차등 압축을 수행할 경우 압축된 히스

토그램 ′  는 식 (5)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


×   ×   ≥ 

(5)

여기서 ⌊ ⌋으로  를 평균빈도수

T로 나눈몫을 의미하고, λ는 압축강도를 조정하는 압축률

변수이다.
이러한 압축과정 수행 후 식(6)을 이용하여 손실된 히스

토그램(입력 히스토그램에서 압축된 히스토그램을뺀빈도

수)을 그림 1의 (d)와 같이 모든밝기 레벨에 대해 동일하게

재분배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빈도수가 매우 적은 히스토

그램에 해당하는 밝기값이 평활화에 의해 제거되는 lev-
el-saturation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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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pdf (b) λ = 0 (c) λ = 1

(d) λ = 2 (e) λ = 3 (f) λ = 4
그림 3. 그림 2의 영상에 대한 변형된 확률밀도함수
Fig. 3. Modified pdf of images in Fig. 2

(a) original image (b) λ = 0 (HE) (c) λ = 1

(d) λ = 2 (e) λ = 3 (f) λ = 4
그림 2. 압축율 변수 λ에 따른 제안방법 시뮬레이션결과

Fig. 2. Example of histogram compression

 

  



   (6)

다음 단계로 변형된 확률분포함수에 대한 누적분포함수

와 매핑함수를 식(7)과 식(8)을 이용하여 구하고, 매핑함수

를 이용하여 최종 출력 영상을 구한다.

 
  



           (7)

 ×           (8)

그림 2는 압축률 변수 λ에 따른 제안된 차등 압축 히스토

그램 평활화 방법의 처리 결과를 보여준다. λ가 0인 경우

처리결과는 일반적인 히스토그램 평활화 처리결과와 같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밝기 변화로 인한 over-en-
hancement 현상과 false-contouring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인 λ에 따른 압축방법을 보



이재원 외 1인 : 영상의 명암대비 향상을 위한 차별적 압축 방법 기반의 히스토그램 평활화 101
(Jae-Won Lee et al. : Histogram Equalization based on Differential Compression for Image Contrast Enhancement)

(a) original output histogram (b) λ = 0 (c) λ = 1

(d) λ = 2 (e) λ = 3 (f) λ = 4

그림 4. 그림 2의 영상에 대한 출력 확률밀도함수
Fig. 4. Output histogram of images in Fig. 2

면 λ가 증가할수록 over-enhancement 현상과 false-con-
touring 현상은줄어들지만, contrast 향상이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대로 λ가 매우 크면 CLAHE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clipping 방법과 유사하게 된다. 그림 3과 그림 4
는 λ에 따른 변형된 확률밀도함수와 출력영상의 히스토그

램을 보여준다. 그림 3을 보면 λ가 증가함에 따라 clipping 
처리된 확률밀도함수가 점점 비슷한 모양을갖는데, λ가 4
보다 크면 λ가 증가하더라도 변형된 확률밀도함수의 변화

가 거의 없다. 
히스토그램 압축에 의한 히스토그램 변형에 있어 압축률

결정 파라미터 λ의 선정은 제안방법에서 처리 결과영상의

화질에 중요한 영향을미친다.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특정 히

스토그램이 매우 많은 빈도수를갖는 경우 과도한 밝기 변화

가 생겨서 over-enhancement 현상과 false-contouring 현상

이 나타날가능성이높다. 따라서 입력 영상의 확률밀도함수

의 표준편차가 클 경우 히스토그램 평활화에 의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높으므로 압축률 변수 λ를큰값으로 설정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제안된 차별적 압축 방법 기반의 히

스토그램 평활화 기법에서 사용되는 압축률 변수 λ는 사용

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하거나 영상의 특성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하도록할 수도 있다. 자동으로 압축률을 선택하도록하

는 방법은 영상의 확률밀도함수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구

현할 수 있다. HE 처리된 영상의 밝기 변화는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에 비례한다. 만일 특정 히스토그램이 매우 많은

빈도수를 갖는 경우 과도한 밝기변화가 생겨서 over-en-
hancement 현상과 false contouring 현상 등 왜곡이 생길가

능성이높다. 따라서 식 (9)의 입력 pdf의 표준편차가큰경

우는 HE에 의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압축률

파라미터 λ를 큰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식 (9)의 의 최소값은 히스토그램이 uniform 분포일

때 0이고, 최대값은 impulse일 때 0.0625이다. 한편 그림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압축률 파라미터 λ가 0일 때 압축을

하지 않고, λ > 5인 경우는 λ가 커지더라도 변형된 pdf의
변화가 거의 없다. 따라서 압축률파라미터의 추정값 

는 식 (11)과 같이 결정한다.

 × (10)

또한 실험을 통한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영상에 적절한

λ의 범위는 0.5 ~ 2.0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단한 구현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식 (11)에 따라 최종적

으로 히스토그램 압축에 적용하는 λ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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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SHE (c) CLAHE

(d) WTHE (e) BHEPL (f) QDHE

(g) BHENM (h) MSAPHE (i) Proposed DCHE (λ = 1.0)
그림 5. 다양한 HE 방법의 명암대비 향상 결과 영상
Fig 5.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of various HE methods















for  ≤ 

for    ≤




for    ≤

for   

(11)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입력 영상의 확률밀도함수의 표

준편차를 기준으로 압축률 변수 λ를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연산량을줄이기 위해서는 압

축 과정에 대해 압축률 변수 λ를 특정 값들에 대해서만 적

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값을 Look Up Table(LUT)을 사

용하여 구현하면 연산을 줄일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제안하는 차별적 압축 방법 기반의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이용한 명암대비 향상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의 SHE, CLAHE, WTHE, BHEPL, QDHE, BHENM, 
MSAPHE의 8가지 방법과 비교 평가한다. 평가 방법은 명

암대비 향상 결과에 대한객관적, 주관적 성능을 비교 평가

한다. 실험 결과는 각 알고리즘에 대한 Matlab 코드를 이용

한 프로그램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먼저 객관적 성능을 평

가로 출력영상의 표준편차 값인 GSD(Global Standard 
Deviation)를 이용한다. GSD가높다는것은 영상의 명암대

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객관적 성능평가를 위하여 AE(average entropy)를

이용한다. AE가높다는것은 영상의 디테일이잘나타난다

는 것을 의미한다. AE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lo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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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SHE (c) CLAHE

(d) WTHE (e) BHEPL (f) QDHE

(g) BHENM (h) MSAPHE (i) Proposed DCHE (λ = 1.0)
그림 6. 그림 5 영상의 히스토그램
Fig 6. Histograms of the images in Fig. 5

여기서 pout(Xk)는 밝기값 k에 대한 명암대비 향상 결과

영상의 pdf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방법의 연산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균 수행시간을 이용하여 비교 평가한다. 수행시간은

Matlab 프로그램에서 영상 크기가 1024*768인 영상 50장
에 대한 평균 수행시간이다. 표 1은 각 알고리즘의 그림 5, 
7, 9, 11에 대한 결과를 평균한객관적 성능 분석 결과이다. 
제안 방법은 영상의 디테일을 유지하고 과포화 현상을 억

제하면서 영상의 명암대비를 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 하는

데, GSD는 일반적인 Global 히스토그램 방법들보다 낮지

만 영상의 디테일을 유지하기 위한 Local 히스토그램 방법

인 CLAHE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AE를 보면

CLAHE, BHENM의 방법이높게 나오고 그 다음으로 제안

표 1. 객관적 성능 분석 결과
Table 1. Result of Objective performance analysis

Method
GSD(Global 

Standard 
Deviation)

AE(Average 
Entropy) 수행시간(fps)

Original -

SHE 74.70 4.90 0.014692

CLAHE 44.18 6.63 0.051706

WTHE 57.69 4.86 0.041839

BHEPL 70.10 4.90 0.031347

QDHE 60.84 5.41 0.241317

BHENM 71.92 6.20 0.269907

MSAPHE 45.64 5.31 0.024419

DCHE(Proposed) 48.59 5.48 0.022820



(a) original image (b) SHE (c) CLAHE

(d) WTHE (e) BHEPL (f) QDHE

(g) BHENM (h) MSAPHE (i) Proposed DCHE (λ = 1.0)
그림 7. 다양한 HE 방법의 명암대비 향상 결과 영상
Fig 7.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of various HE methods

(a) original image (b) SHE (c) CLAHE

(d) WTHE (e) BHEPL (f) QDHE

(g) BHENM (h) MSAPHE (i) Proposed DCHE (λ = 1.0)
그림 8. 그림 7 영상의 히스토그램
Fig 8. Histograms of the images in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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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SHE (c) CLAHE

(d) WTHE (e) BHEPL (f) QDHE

(g) BHENM (h) MSAPHE (i) Proposed DCHE (λ = 0.75)
그림 9. 다양한 HE 방법의 명암대비 향상 결과 영상
Fig 9.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of various HE methods

(a) original image (b) SHE (c) CLAHE

(d) WTHE (e) BHEPL (f) QDHE

(g) BHENM (h) MSAPHE (i) Proposed DCHE (λ = 0.75)
그림 10. 그림 9 영상의 히스토그램
Fig 10. Histograms of the images in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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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SHE (c) CLAHE

(d) WTHE (e) BHEPL (f) QDHE

(g) BHENM (h) MSAPHE (i) Proposed DCHE (λ = 1.5)
그림 11. 다양한 HE 방법의 명암대비 향상 결과 영상
Fig 11.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of various HE methods

(a) original image (b) SHE (c) CLAHE

(d) WTHE (e) BHEPL (f) QDHE

(g) BHENM (h) MSAPHE (i) Proposed DCHE (λ = 1.5)
그림 12. 그림 11 영상의 히스토그램
Fig 12. Histograms of the images in Fig. 11

106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9권 제1호, 2014년 1월 (JBE Vol. 19, No. 1, January 2014)



이재원 외 1인 : 영상의 명암대비 향상을 위한 차별적 압축 방법 기반의 히스토그램 평활화 107
(Jae-Won Lee et al. : Histogram Equalization based on Differential Compression for Image Contrast Enhancement)

하는 방법이 높게 나왔다. AE가 높게 나올수록 영상의 디

테일이잘나타나고 local enhancement가잘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데, CLAHE, BHENM은 local enhancement를 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높은 결과가 나온것으로 분석된다. 하
지만 두 방법은 연산량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매우 많고, 
주관적 성능 분석 결과에서 두드러진 화질열화가 발견되었

다. 수행시간에 있어서는 기본 히스토그램을 제외하고 제

안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수행시간을 보였다. 
영상을 통하여 주관적 성능 분석을 한 결과 SHE는 히스

토그램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과도한 밝기 변화로 인하여

과포화 현상이 나타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를 보

면 하늘과 건물 지붕에서, 그림 7에서는 가로등 및 오른쪽

계단 등이 있는 곳에서, 그림 11에서는 오른쪽 하단 및 아

래 작은 건물 쪽에서 영상의 정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에서는 과도한 밝기 변화로 하늘에서 계조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CLAHE는 영상의 세부적

인 특성을잘살리지만 명암대비 향상 효과가 부족하게 나

타났다. BHEPL은 평균 밝기값으로 히스토그램을 분할하

여 평활화 하기 때문에 영상이 어둡거나 밝은 쪽으로몰려

있으면 몰려있는 영역의 밝기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다. 그림 5, 7, 11을 보면 밝은 영역은 명암대비 향상이 어느

정도잘이루어진데반해 어두운 밝기의 영역이크게 확장

되지 못하여 영상의 정보가 손실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9에서는 역시 계조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WTHE
의 경우에는 클리핑 방법을 이용하여 과도한 밝기 변화를

방지하면서도 영상의 특성을 유지한채명암대비를 향상시

키긴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집중된 영역에 대한 과포화 현

상이 나타났고, 전체적인 명암대비 향상이 제안된 방법에

비해 부족함을 보인다. QDHE는 WTHE와 마찬가지로 클

리핑 방법을 이용하되 영역을 4분할하여 적용하였는데, 이
방법 또한 클리핑을 통한 영상의 특성 유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상의 명암대비 향상 결과가

부족함을 보였다. 그리고 영역별로 확장이 다르게 적용되

어 전체적인 밝기값의뭉치는 현상도 발견된다. BHENM은

특성상 영상의 세부적인 부분의 보존 효과는 뛰어났으나, 
평균값 밝기에 대한 분할을 적용하여 BHEPL과 마찬가지

로 과포화와 계조현상이 나타났다. MSAPHE는 CLAHE와

같이 클리핑 방법을 적용하여 영상의 세부적인 특성은 잘

보존하지만 명암대비 향상 효과가 부족함을 보였다. 제안

하는 방법은 히스토그램의 빈도수에 따라 차별적 압축을

수행하므로 입력히스토그램의 형태를 유지하므로 영상의

세부적인 특성을잘보존하면서도 효과적인 명암대비 향상

효과를 보였고, 기존 방법들과 비교하여 과포화 및 계조 현

상 등 두드러진 화질열화 없이 매우 자연스러운 명암대비

향상 결과를 보인다. 

Ⅴ. 결 론
  
영상의 명암도 대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히스토그램 평

활화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표준 히스토

그램 평활화 방법을 사용하여 영상의 명암대비를 향상시킬

경우 과도한 밝기변화로 인한 과포화 현상, 계조 현상 및

영상의 세부정보가 없어지는 등의 화질열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수의 변형된 방법이 제안되

었지만 이 방법들도 영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부자연

스러운 영상이 얻어지는 단점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

존 방법들에서 나타나는 화질열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등

히스토그램 압축 평활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

은 입력 히스토그램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히스토그램

클리핑 방법 대신 각 레벨에 대한 평균 빈도수에 따른 차별

적 히스토그램 압축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변형하고, 
히스토그램 변형으로 인해 손실된 빈도수에 대한 보상을

수행한 후 구해진 매핑함수를 이용하여 평활화 한다. 실험

을 통한 기존방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안된 방법은 기

존의 방법들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밝기 변화로 인한 과포

화 현상이나 계조 현상 등의 화질열화를 억제하면서도 명

암대비가 향상된 자연스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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