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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히스토그램은 이미지 또는 이미지 품질의 향상을 위한

특성 분석의 기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히스토그.

램에 관련된 기술은 크게 히스토그램 균등화(histogram

와 히스토그램 명세화 로equalization) (histogram specification)

나눌 수 있다 히스토그램 균등화는 이미지의 품질을 향상.

시키기위해 전체적으로 균등한 분포가 되도록 자동적으로

변환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변환을 결정하는.

것이 유용한 기술이기는 하나 워터 마킹 객체 인식 및 의, ,

료 영상 처리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는 전체적인 향상보

다는 원하는 부분을 향상 시키는 것이 유용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히스토그램 향상 기법들은 디지털 이미지의

양자화 오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이미.

지를 다중해상도로 분해할 경우 정밀한 움직임과 데이터의,

빠른 계산을 위한 특성들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며 다중해상도 이미지의[1-4],

히스토그램들을 이용하여 공간 정보가 히스토그램들에 통,

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양자화 오. ,

류에 의한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다중해상도 분해 기술을

응용하여 다중 해상도를 이용한 개선된 히스토그램 명세화,

방법을 제안한다.

연구배경II.

기존의 히스토그램 명세화 방법1.

연속적인 명암도를 가진 두 영상의 확률 밀도 함수

  ,  를 각각 원래 및 명세화된 연속적인 확률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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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수로 정의한다 히스토그램 명세화의 목적은 입력 영.

상의 밝기값 가 지정된 영상의 밝기값 로 변화되게 하

는 화소 밝기 단조 변환 함수    를 찾는 것이다.

먼저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 균등화를 다음과 같이 수행

한다.

     




   (1)

마찬가지 방법으로 명세화된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 균

등화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2)

이것에 대한 역변환   
 는 균등한 명암도 분

포 영상을 지정된 명암도 분포 영상으로 변환시킬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여기서. , 는 모두 균등한 밀도 함수를 가지

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다음 식,

이 성립한다.

  
   

    (3)

위 식은 원래의 밝기값 를 지정된 밝기값 로 변환시

키는 관계를 나타낸다 히스토그램 명세화 기법을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4,5].

① 먼저 처리하고자하는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균

등화한다.

② 원하는 특정 명세화 히스토그램을 정의하고 균등화

한다.

③ 입력영상의 균등화된 명암도 값에 가장 가까운 명세

화 히스토그램의 균등화 명암도 값을 찾는다.

④ 에서 찾은 명암도 값에 대응하는 명세화 히스토그③

램 명암도 값을 원 입력영상 명암도에 대응하는 출

력 영상 명암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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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히스토그램 명세화 방법의 문제점2.

히스토그램 명세화는 목적 히스토그램에 따라 전체적인

영상 개선의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목적 히스토그램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목적 히스토그램을 설정하는 것은 입력영상의 상태

나 개선하고자하는 영역 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아 정

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목적 히스토그램을 선정. ,

하여 히스토그램 명세화를 수행할 때 목적하는 히스토그램,

의 명암도 누적합과 입력되어지는 영상의 누적합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로인한 목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변환도 이,

루어지게 되어 그로인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간. ,

영역에서 다중해상도를 사용하여 히스토그램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두 개의 히스토그램 사이의 정확한 매핑에 대한 방

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밝은 픽셀의 수가 증가하여

히스토그램 합계에서 왜곡이 발생하게되어 정확한 히스토

그램 명세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1-3,8,9].

제안하는 다중해상도 히스토그램 명세화 방법III.

다중해상도 이미지에 있어서 이미지 피라미드와 히스토1.

그램 명세화

히스토그램의 왜곡된 모양은 저해상도 이미지에 최소화

할 수 있다 원 해상도의 입력 이미지와 목적 이미지를 식.

를 이용하여 저해상도 이미지로 만든다(4) , .





  




  





  

 







 (4)

   ⋯

    ⋯


 

물론 이 과정에서 레벨의 원 이미지를 레벨의 저해N N+1

상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나 유사한 명

암도 값을 가지는 값들만 고려한다면 이미지 해상도는 중,

요하지 않게 된다 레벨과 레벨의 영상에서 각 명암의. N N+1

상대 빈도수를 식 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5) .

 ≡



(5)

식 에서(5) 는 번째 명암도이며k , 는 영상에서 명암

도가 인 화소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를 식 을 이용하. (6)

여 누접합을 구하게 되면 누적합의 곡선이 보다 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히스토그램 명세화.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누적합 또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6)

여기서 은 입력 영상의 명암값에 대한 양자화 레벨을 나L

타낸다 따라서 고해상도 영상의 평균값을 사용해서 저해상.

도 영상을 만들었다 영상 피라미드란 영상의 해상도를 일.

정한 비율에 의해 저해상도 영상들로 만드는 것이다 영상, .

피라미드를 구성한 후의 히스토그램 처리는 단일 해상도

영상의 히스토그램 처리와 비교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위 식 를 이용하여 목적 이미지와 소스 이미지의. (4)

저해상도 영상을 만들어 간다면 영상 피라미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든 후 우리는 히스토그램 명세화,

방법을 소스 이미지와 목적 이미지의 각 레벨에 적용한다.

그림 은 다중해상도 히스토그램 명세화의 예를 나타내고1

있다.

일반적으로 영상 처리 영역에서 이미지의 크기가 클수록

처리 결과는 정확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미지의 해상도가.

커질수록 유사한 명도값을 갖는 픽셀을 더 많이 가지게 되

어 영상처리의 결과에 그로인한 정량화 오차, (quantization

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제시된 알고리즘의 저해상error) .

도 이미지와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용한 영상처리의 강점은

정량화 오차에 의해 영향을 적게 받는 저해상도 이미지 히

스토그램과 정량화 오차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고해상도의

이미지 히스토그램의 차이점을 보상하는 것이다 저해상도.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명세화한 뒤 본래 해상도로 이미지

를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다중해상도의 편차뿐 아

니라 이미지의 각 레벨의 히스토그램과 제시된 방법에 의

한 목적 이미지의 각 레벨의 불일치성을 보상함으로써 발

생하는 이미지 품질 문제를 해결한다.

제안하는 다중해상도 히스토그램 명세화 방법2.

우리는 의 해상도를 가지는 히스토그램을 재설정level(1)

하기 위해 식 을 이용하여 으로 만들어진 저해상(7) level(N)

도 이미지 히스토그램의 한 픽셀을 개의 픽셀로 확장했다4 .

이때 의 범위는 에서 까지이다N 4 2 .



  


 

 
 

 
 

 


 

(7)

HSN 과(m,n) EHSN 의 편차를 식 을 이용하여 구하(m,n) (8)

게 된다 이때 의 범위는 부터 까지이다. N 3 1 .



  


  


 (8)

   ⋯

    ⋯


 

이렇게 구해진 대상편차 DDN 을 소스 이미지인(m,n) SN

의 각 레벨에 더함으로써 각 레벨에서의 픽셀 편차를 보상

하게 되는 것이다 보정된 히스토그램 명세화 이미지인.

CHSN 은 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의 범위는(m,n) (9) , N

에서 까지이다3 1 .

(a)DN (m,n). (b) SN (m,n). (c)HSN (m,n).

그림 1. 다중해상도히스토그램명세화의예.

Fig. 1. Examples of multiresolution histogram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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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다음으로 목적하는 이미지인 DN 을 식 을 이용하(m,n) (10)

여 으로 만들어진 목적 이미지의 한 픽셀을 개의level(N) 4

픽셀로 확장했다 이때 의 범위는 에서 까지이다. N 4 2 .



  

 

 


 




 


(10)

다중해상도 히스토그램 명세화 이미지 MHSN 는(m,n)

CHSN 에(m,n) EDN 과(m,n) DN 의 편차를 더함으로써 최(m,n) ,

종적인 결과 이미지는 식 에 나타낼 수 있으며 의 범(11) , N

위는 에서 까지이다3 1 .



   




 
  


 

(11)

   ⋯

    ⋯


 

위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각 단계에서 편차를 보정하면

서 이미지를 보정해 가는 것이다.

실험성능 측정을 위한3. HDMC

제시된 다중해상도 히스토그램 알고리즘적용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을 이용하여 히, Euclidean distance [10]

스토그램 차이 측정계수 를 정의하였다 히스토그램(HDMC) .

명세화와 다중해상도 히스토그램 방법을 수행할 경우의 목

적이미지와 소스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의 차는 식 에 의(12)

해 나타낸다.

  



  



   
 (12)

식 의 와 는 목적 이미지와 결과 이미지의(12) d(gi) r(gi)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고 의 범위는 부터 까지이다i 0 255 .

와 의 그레이 레벨의 차이가 적다면 값은d(gi) s(gi) HDMC

작을 것이다.

실험 및 고찰IV.

우리는 실험에서 레나 이미지를 사용하였, Elaine, X-ray

다 우리가 사용한 레나 이미지의 목적 이미. , Elaine, X-ray

지는 그림 와 같다2 .

소스 이미지는 각 이미지에 일정한 입력 변환함수를 적

표 1. 결과HDMC .

Table 1. HDMCResult.

값HDMC

레나( )

입력 변환 함수 HS POHS MHS

y=x
0.5
+20 195.51 189.55 129.86

y=x
0.5
+30 204.44 195.67 127.25

y=x
0.5
+40 211.83 201.18 130.55

y=x
2
-20 146.99 146.54 72.13

y=x
2
-30 164.32 162.02 70.82

y=x
2
-40 179.37 178.7 75.26

값HDMC

엘레나( )

입력 변환 함수 HS POHS MHS

y=x
0.5
+20 204.84 195.83 127.51

y=x
0.5
+30 211.23 200.43 130.54

y=x
0.5
+40 224.08 205.72 119.92

y=x
2
-20 139.58 139.51 68.85

y=x
2
-30 162.69 156 67.73

y=x
2
-40 181.4 179.59 65.74

값HDMC

(X-ray)

입력 변환 함수 HS POHS MHS

y=x
0.5
+20 203.29 197.35 132.18

y=x
0.5
+30 230.04 214.67 140.27

y=x
0.5
+40 245.59 225.29 143.07

y=x
2
-20 143.77 138.98 82.38

y=x
2
-30 156.96 147.36 78.59

y=x
2
-40 177.52 166.06 79.28

용하여 만든 후 원 이미지를 목적 이미지로 설정하여 HS

히스토그램 명세화 부 블록( ), POHS (Partially Overlapped

히스토그램 명세화와 제안된 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MHS .

나서 가지 방법의 결과로 나타난 이미지의 값을, 3 HDMC

이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분석 하였다 위의.

표 과 아래 그림 은 각 이미지에서의 결과값을1 3 HDMC

나타내고 있다.

실험 결과 레나 이미지를 목적으로 할 때의 각각의 평,

균 는 가 가 제안한HDMC HS “183.74”, POHS “178.94”, MHS

는 를 나타내었으며 엘레나 이미지를 목적으로 할“99.34” ,

때는 가 가 제안한 는HS “186.53”, POHS “179.32”, MHS

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미지를 목적으로 할 때“97.12” . X-ray

의 평균 는 가 가 제안한HDMC HS “192.86”, POHS “181.61”,

가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의MHS “98.63” .

가 다른 방법들보다 적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MDMC .

이는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명세화를 수행

하였을 때 목적하는 이미지에 가장 가깝게 변환이 수행되,

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목적 이미지와 결과 이미지의 차이,

가 적게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히스토그램 명.

세화가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처리되면 그래프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입력영상의 변동에 따른 변화의 폭이 기존

의 방법들보다 적게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이미지의 정확

도가 항상 비슷한 정도의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X-Ray,

등과 같이 영상 판독을 통하여 진단을 하는 의료분야CT

나 영상의 전체적인 균등함을 주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분야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제안한 히스토그램 명세화 과정은 기존의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a) Lena. (b) Elaine. (c) X-ray.

그림 2. 목적이미지.

Fig. 2. Destin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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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na image.

(b) Elaine image.

(c) X-ray image.

그림 3. 결과그래프HDMC .

Fig. 3. HDMC result graph.

결론V.

본 논문에서 우리는 더 정확한 히스토그램 명세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종래 히스토그램 명세화가 디지털 영상에.

적용될 때 양자화된 디지털 영상의 특성 때문에 정확한 히,

스토그램 명세화를 성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중해상도를.

이용하는 제안된 히스토그램 명세화 방법은 원래의 해상도

로 이미지를 개선하여 일루미네이션 변화와 같은 이미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따른 회색 화소값의 왜곡을 보정하여

변형이 거의 없는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히스토그램 명세화 방법을 적용한 영상은

나 와 같이 정상적인 이미지와 새로 입력되는 영상X-ray CT

과의 차이점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항상 원본,

이미지와 비슷한 명암도를 가지게 만들 수 있음으로써 두

이미지의 차이점을 보다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차이점에 의한.

판단을 해야 하는 분야나 이미지가 항상 일정한 명암도를

가지고 있어야하는 분야에서 제안한 방법이 상당히 유용하,

게 응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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