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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인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화질향상을 위한 명암대비 향상 효과가 뛰어나다. 하지만 과도한 밝기 값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상의 평균밝기가 프레임 단위로 변화하는 TV와 같은 동영상 응용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의 변형된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들은 과포화현상(over-enhancement), 계조

현상(false-contouring)과 같은 화질 열화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차별적 히스토그램 압축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목표 평균 밝기값을

이용한 분할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통해서 개선된 명암대비 향상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평균 밝기값을 기준으로 히스토그램

을 분할하고, 각 영역에 대해 히스토그램을 빈도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압축한다. 그리고 변형된 히스토그램을 목표 평균 밝기값 기준

으로 평활화한다. 이를 통하여 화질 열화를 억제하고, 동영상의 각 프레임의 평균밝기 변화를 유지하면서 명암대비를 개선시킨다. 실험

결과 제안방법은 기존 방법에 비해 동영상에서 각 프레임의 평균밝기를 잘 유지하고, 화질 열화 없이 좋은 명암대비 향상 효과를 보였

다.

Abstract

A typical histogram equalization contrast enhancement effect for improving the image quality is excellent. However, because it 
appears that excessive changes of the brightness values, The average brightness of the image is changing in units of frames of 
applications such as a TV video is unsuitable. In order to solve these drawbacks, a modified method of histogram equalization on 
various studies have been made. But the result images of existing methods sometimes shown visual degradations such as 
over-enhancement and false contouring. In this paper, we propose improved contrast enhancement method through bi-histogram 
equalization using target mean brightness based on differential compression method.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the average 
brightness value by dividing the histogram, the histogram for each zone, according to the frequency differential of compression. 
And equalize the modified histogram based on target mean brightness. This allows to suppress deterioration of picture quality, and 
changes in the average brightness of each frame of video, while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contrast.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the average brightness of each frame from a movie well 
maintained, and no degradation of the image quality showed a good effect to improve the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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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디지털 영상처리 응용분야 중에서 영상의 명암대비 향상

분야는 사람의 시각적 특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 중

의 하나이다. 그로인해 명암대비 향상을 위하여 기존에 많

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 영상의 명암대비를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많이 알려진 히스토그램 평

활화(histogram equalization)[1] 방법은 영상의 누적 히스토

그램 분포를 변환함수로 이용하여 밝기값을 재분배하는 방

법으로, 빠르고 쉽게 구현이 가능하여 많이 활용되는 방법

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변환함수를 구하고 명암대비를 향

상시키는 과정에서 밝기값의 수가 매우 많은 영역의 과도

한 확장으로 인해 영상의 배경에 보이지 않았던 잡음, 계조

현상(false contouring)이 나타나거나 특정 밝기 영역에서의

과포화 현상(over-enhancement)이 나타나는 단점이 나타난

다. 또한 빈도수가 적은 밝기 값들이 하나의 밝기 값으로

뭉치면서 영상의 세부정보가 사라지는 등의 단점이 나타난

다. 특히 밝기 변환 후 영상의 평균 밝기가 과도하게 변화

(mean shift)하기 때문에 TV, 스마트폰과 같은 프레임 단위

의 동영상을 사용하는 응용분야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균 밝기를 유지하면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하는 다양한 변형된 방법이 연구

되었다. 
제안된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은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

을 둘 혹은 여러 영역으로 분할하고 각 영역마다 각각의 변

환함수를 통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하여 영상의 평균

밝기값이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명암대비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들에는 평균(mean) 밝기값을 기준

으로 2분할하는 BBHE(Brightness preseving Bi-Histogram 

Equalization)[2], 중간(median) 밝기값을 기준으로 2분할하

는 DSIHE(Dualistic Sub-Image Histogram Equalization)[3], 
평균 밝기값을 기준으로 반복적 분할을 수행하는 RMSHE 
(Recursive Mean-Separate Histogram Equalization)[4], 중간

밝기값을 기준으로 반복적 분할을 수행하는 RSIHE (Re- 
cursive Sub-Image Histogram Equalization)[5] 등이 있다. 
BHEPL (Bi-Histogram Equalization with a Plateau Limit)
은 입력영상의 평균 밝기값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력 영상

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2개의 밝기영역으로 히스토그램을

분할 한 후 각각의 영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클리핑처리에

의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한다
[6]. BHENM(Bi- His- 

togram Equalization with Neighborhood Metric)은 히스토

그램을 평균 밝기값으로 2등분하고 각 영역에 대해 독립적

으로 밝기레벨 당 2040개의 sub-bin을 할당하고 distriction 
metric을 사용하여 평활화를 수행한다

[7]. 이러한 히스토그

램 분할 방식 기법들은 영상의 평균밝기 값은 유지되나 영

상이 너무 어둡거나 밝은 영상에 적용 시에 분할된 영역의

범위가 좁은 영역에서는 명암대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범위가 넓은 영역에서는 단일 영역을 사용하는 방법

에서 나타나는 과포화 현상이 나타나거나 영상의 세부정보

가 사라지는 단점이 나타난다. 또한 반복적 분할을 하는 방

법의 경우 최적의 분할 횟수를 자동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분할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과 영상의 평균 밝기

는 유지되지만 영상 개선 효과는 점점 줄어드는 단점이 있

다. DHE(Dynamic Histogram Equalzation)는 히스토그램

을 지역적 최소값을 기준으로 동적 분할하여 서브 히스토

그램(sub-histograms) 단위로 평활화를 수행한다
[8]. 이 방법

은 분할 과정에서 연산량이 많고, 지역적 최소값을 잘 못찾

는 경우가 많다. BPDHE(Brightness Preserving Dynamic 
Histogram Equalzation)는 히스토그램을 지역적 최대값으

로 분할하고 서브히스토그램 단위로 평활화를 수행한 후

출력영상의 평균 밝기가 입력 영상의 평균 밝기와 유사하

도록 밝기에 대한 정규화를 수행한다
[9]. BPDHE는 DHE의

영역 분할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평균 밝기값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평균 밝기를 유지를

위한 후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명암대비 개선 결과가 나타

난다. QDHE (Quadrants Dynamic Histogram Eq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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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력영상의 밝기에 대한 빈도수를 기준으로 입력 히스

토그램을 4등분하고, 각각의 히스토그램 영역에 포함된 화

소수를 기준으로 각 영역의 출력 밝기값 범위를 결정한 후

각각의 영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클리핑 처리된 히스토그램

을 사용하여 평활화를 수행한다
[10]. 기존 방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상의 평균 밝기를 유지할 수는 있으나 영상의

밝기값이 한 쪽으로 치우친 경우에 영상의 트렌드를 유지

하지 못하고 결과영상이 원 영상의 특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명암대비가 개선되는 점이다. 방송과 같은 동영상 관련

응용분야에서는 영상의 트렌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한데, 기존 방식들은 트렌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

용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에 대해 빈도수가 많은

히스토그램 성분에는 압축을 많이 하고, 빈도수가 상대적

으로 작은 히스토그램 성분에 대해서는 압축을 적게 하는

방법과 추가적으로 목표 밝기값을 이용하여 평활화를 수행

하는 방법을 혼합 적용하는 차별적 압축 기반 분할 히스토

그램 평활화(BHEDC) 방식을 제안한다. 여기서 압축이란

입력 히스토그램의 분포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CLAHE나 QDHE 방법과 같이 히스토그램을 특정 값에 의

해서 클리핑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히스토그램의 각 명암

도 레벨에 대해 평균 빈도수를 이용하여 차별적으로 다르

게 클리핑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수행함으

로써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의 클리핑을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입력영상의 특성을 더욱 잘 유지하면서도 더 좋은 명

암대비 효과를 제공 가능하고, 과도한 밝기 변화에 의한 과

포화 현상이나 잡음, 계조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분할 방법에서 사용하는 평균 기준 히스

토그램 분할 방법은 히스토그램이 한 쪽으로 치우친 경우

에 치우친 쪽의 밝기 값들은 좁은 범위에서 평활화 되고

넓은 쪽으로 치우친 쪽의 밝기값들은 넓은 범위에서 평활

화 되면서 평활화 정도가 달라 전체적인 영상이 분할되어

보여지는 단점이 나타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평균 밝

기값과 표현 가능한 최대 밝기의 중간값의 가중평균값인

새롭게 제안하는 목표평균값을 사용하는 분할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영상의 밝기값이 한 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도 기존 방법에 비해 더욱 자연스럽게 영상

을 개선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분할

차별적 압축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에 대해서 차별적 압

축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분할 히스토그램 평활화하는 방

법을설명한다. 이어서 3장에서 실험결과및평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하는 분할 히스토그램 압축 평활화
기법(BHEDC)

제안하는 분할 히스토그램 압축 평활화 방법은 두 가지

과정을 포함한다. 하나는 히스토그램 압축 변형 과정이고, 
다른하나는 압축된 히스토그램을 평균 밝기값을 구분으로

나눠서 목표 평균 밝기값에 맞춰서 평활화하는 과정이다. 

1. 히스토그램 압축 변형

첫 번째 과정인 히스토그램 압축 변형은 히스토그램의

분포를 기준으로 각각 다른 압축 비율에 맞춰서 히스토그

램을 변형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히스토그램 분할 평활화

방법인두 번째 과정에 포함되어 진행되는 과정이다. 기존

의 CLAHE나 QDHE에서는 전체 히스토그램에서 빈도수

가 너무 큰 밝기값들이 평활화 수행시에 너무 많은 평활화

범위를 차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빈도수가 작은 밝기값들

이 통합되게 되면서 영상의 전체적인 세부정보가 사라지게

되고, 빈도수가 높은 밝기값들이 너무 과도하게 평활화 되

는 단점이 나타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상의 평균 밝

기값인 단일 값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클리핑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단일값으로 히스토그램을 클리핑하

는 방법은 영상의 전체적인 히스토그램 분포특성을 고려하

지 않고 히스토그램을 제한하기 때문에 평활화된 영상이

원영상의 특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평활화 되는 단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한 압축 변

형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제안

한다. 기존 단일값으로 클리핑하는 방법은 빈도수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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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 (b) 입력영상의 명암도 레벨에 대한 평균 빈도수

(c) 평균 빈도수에 대한 각 구간별 히스토그램 압축 (d) 압축으로 소실된 히스토그램 보상

그림 1. 차별적 압축 히스토그램 변환 과정
Fig. 1. Procedure of differential compression histogram transformation

히스토그램들에 대하여 원래의 빈도수에 상관없이 단일값

으로 히스토그램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빈도수높

은 값들이 과도하게 평활화되지 않아 영상을 자연스럽게

평활화가 가능하지만, 동일한 값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각 밝기값들의 평활화된 정도가 원영상의 특성에 따라 수

행되지 못하고 동일한 비율로 개선되게 된다. 반면 제안하

는 방법은 빈도수가 높은 히스토그램들에 대해 각각의 비

율을 고려하여 제한하기 때문에 기존 방법의 영상의 세부

정보 유지나 과도한 평활화 방지를 할 수 있으면서도 원영

상의 특성까지도 고려하여 평활화가 가능하다. 
히스토그램 압축 변형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그

림 1의 (b)와 같이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인 그림 1의 (a)
에 대해서 평균 빈도수 T를 구한다. 그리고 그림 1의 (c)와
같이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 을 각 레벨에 대한 평균

빈도수 T를 이용하여 차별적으로 압축을 수행하여얻을 수

있고 압축된 히스토그램 ′는 식 (1)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 


 






×


×    

(1)

여기서 는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이고,  

⌊⌋으로  를 평균빈도수 T로 나눈몫을 의

미한다. T는 입력영상의 전체히스토그램 수의 합을 밝기값

의 개수로 나눈 히스토그램의 평균빈도수 값이다. 이러한

압축과정 수행 후손실된 히스토그램(입력 히스토그램에서

압축된 히스토그램을뺀빈도수)을 그림 1의 (d)와 같이모

든 밝기 레벨에 대해 동일하게 재분배하여 변형된 히스토

그램을 구할 수 있다. 손실된 히스토그램을모든밝기 레벨

에 대해 동일하게 재분배하는 과정은 기존 클리핑 방법인

CLAHE방법에서 사용되는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

로, 낮은 빈도수의 히스토그램을 가진 밝기값에 대해 히스

토그램을 추가함으로써 빈도수가 적은 밝기 값들이 평활화

시에 빈도수가 적어 다른 밝기값들과 합쳐지고 그로인해

영상의 세부정보가 사라지는 단점을 해결해준다. 이와 같

은 히스토그램 압축 변형을 통해서 평균 빈도수보다 매우

높은 빈도수의 히스토그램은 압축되어 기존의 히스토그램

평활화 수행 시에 나타나는 과포화 현상과 영상이 억제되

고, 낮은 빈도수의 히스토그램의 수는 증가됨으로써 영상

의 세부정보는 더욱 명확히 나타나게 된다. 그림 1은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히스토그램 변형 방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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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균 밝기를 기준으로 분할된 영역별 히스토그램 분포와 평균 빈도수 (b) 분할된 영역별 히스토그램 압축

(c) 압축으로 소실된 영역별 히스토그램에 대한 영역별 보상
(c) 목표 평균 밝기를 기준으로 평균 밝기를 기준으로 분할된 영역별

히스토그램 평활화

그림 2. 제안하는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 과정
Fig. 2. Procedure of proposal histogram equalization method

(a)는 입력영상의 히스토그램  이고, (b)는 평균빈도

수 T 단위로 구간을 나눈 것을 보여준다. (c)는 구간별로

히스토그램에 대한 압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각 구간별

로 1/2, 1/3, 1/4, …로 압축을 수행하여 구한 히스토그램의

예를 보여준다. (d)는 압축과정에 의해 소실된 히스토그램

의 총합을 모든 레벨에 대해 일정하게 재분배하여 얻어진

최종적으로 변형된 히스토그램을 보여준다.

2. 히스토그램 분할 및 평활화

제안하는 방법의두번째과정은 히스토그램 분할및평

활화 과정으로 평균 밝기값을 기준으로 분할된 영역에 대

해 첫 번째 과정을 통해 압축 변형된 히스토그램을 얻고

각 영역의 변형된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밝기값과

표현 가능한 최대 밝기의 중간값의 가중평균값인 목표 평

균밝기값을 기준으로 평활화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1절

에서 구해진 압축 변형된 히스토그램 분포 ′ 를 이용

하여 분할된 영역별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한다. 기존

의 BBHE, BHEPL, BHENM과 같은 분할 히스토그램 평활

화 방법은 평균 밝기값을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을 이분할

하고 각 영역에 대해서 각자의 방법을 이용하여 히스토그

램 평활화를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영상에 대해

서는 평균밝기값을 잘 유지하면서도 영상을 개선 가능하지

만, 밝기값이 어둡거나 밝은쪽으로 크게 치우친 영상에 대

해서는 분할된 지점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좁은 공

간과 넓은 공간의 히스토그램 평활화 정도가 크게 차이나

고 이로 인해 영상이끊어진듯한느낌의 매우 부자연스러

운 결과를얻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대한 영상의 평균 밝기값을 유지하되 영상을 자연스럽게

평활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기

존의 방법과 달리 평균밝기값과 영상의 최대 밝기값의 중

간값의 가중평균값인 목표 평균밝기값을 기준으로 히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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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이분할하고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한다. 이 때

영상의 평균밝기값 유지 정도는 가중치에 따라 조절 가능

하고 가중치가 1이면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평균밝기값을

기준으로 평활화를 수행한다. 이 방법은 입력 영상의 평균

밝기값을 정확하게 유지하지는 못하여도좀더 자연스러운

영상이 제공 가능하고 히스토그램이 치우친 영상에 대해

안정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게다가 평균 밝기값을 정확

하게 유지하려면 가중치를 조절하면 되고, 또한 입력영상

의 히스토그램 쏠림정도와 연동하여 입력영상에 적응적인

분할 히스토그램 평활화도 가능하다.
제안하는 히스토그램 분할 및 평활화 방법은 다음과 같

이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번째단계는 평균 밝기값과 목표

평균 밝기값을 구하는 단계로 평균 밝기값은 입력 영상의

평균 밝기값을 의미한다. 목표 평균 밝기값은 표현 가능한

최대밝기의 중간값이 L/2(8bit 디지털영상은 L/2 = 128)로
식(2)에 의하여 구해진다.

 ×× (2)

여기서 가중치 α = 1이면 목표 평균 밝기값은 입력영상

의 평균밝기와 같고, 사용자의 제어에 의해 조절가능하며, 
α가 클수록 입력영상의 평균 밝기값을 유지하면서 명암대

비를 향상 시키지만 명암대비 개선 효과가 작고, α가 작을

수록 영상의 명암대비가높아지지만 과도한 밝기변화로 인

해 과포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α는 0.5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는 평균 밝기값을 기준으로 히스토그램 영역을

분할한 후 각 영역에 대해 독립적으로 히스토그램 압축과

재분배 과정을 수행하여 변형된 히스토그램을 얻는다. 첫
번째 과정인 히스토그램 압축 변형 방법을 이용하여 평균

밝기값을 기준으로 나눠진 각각의 영역에 대해 압축 및재

분배를 통해 변형된 히스토그램 구한다.
마지막으로 각 영역별로 변형된 히스토그램을 기준으로

목표 평균 밝기값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하

여새로운 결과 영상을얻는다. 제안하는 목표 평균값을 기

준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분할된 히스토그램 영역에 대해 식(3)과 같이 각 영

역의 화소수를 계산한다.

 




′ 
  





′ 
(3)

여기서 ′ 는 압축 변형된 히스토그램이고 mean은

평균 밝기값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각 영역에 대해 식 (4)와
같이 정규화된 히스토그램(normalized histogram)과 식 (5)
과 같이 정규화된 히스토그램의 누적분포함수(CDF :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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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균 밝기값 을 기준으로 분할 변형된 각 영역의

구해진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목표 평균

밝기값 에 맞춰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한다.



 



  ≤




  

(6)

여기서  는 입력 밝기값이 일 때 출력 밝기값

을 의미한다.
그림 3은 기존 방법들의 문제점과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된 결과영상과 히스토그램을 보여준다. 그림 3을 통해

영상의 밝기값이 한쪽으로 치우친 영상의 경우 기존의 분

할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의 단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의 방법은 어두운 영역의 밝기값들이 평균 밝기값을 넘지

못하여 영상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분할되어 보이는 평활화

된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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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b) BHEDC 1.0 (c) BHEDC 0.5 (d) BHEDC 0.2

(i) BBHE (j) BHEPL (k) BHENM (l) DSIHE

그림 3. 분할 히스토그램 평활화의 결과 비교
Fig. 3. Comparison of result of Bi-histogram equalization

반면, 평균 밝기값을 기준으로 영역을 분할하고 목표 평균

밝기값에 맞춰 평활화를 수행한 경우 몰려있던 밝기값 들

이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보다 자연스럽게 평

활화된 결과를 얻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차별적 압축 기반의 분할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압축과정을 통하여 영상의 세부적인

정보를 유지하면서, 과포화나 계조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

고, 목표 평균 밝기값을 사용하는 분할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통하여 분할 영역의 범위가 좁아 명암대비와 함께

영상의 분할되어 보이는 단점을 해결한다. 

Ⅲ. 실험 결과 및 분석

제안하는 분할 압축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이용한 명암대

비 향상 방법의 성능을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명암대

비 향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히스토그램과 결과영상을 비

교한다. 실험결과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하여 SHE(Standard 
Histogram Equalization), BBHE, RMSHE, BHEPL, QDHE, 
BHENM, DHE, BPDHE, DSIHE의 방법들과 제안방법(α
=1), 제안방법(α=0.5)의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 분석을 위한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입력 영상과 결과 영상의 목표 평균 밝기값의 차이를 보여주

는 ATMBE(Absolute Target Mean Brightness Error)와 영

상의 명암대비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GSD(Global 
Standard Deviation), 영상의 세부정보 포함 정도를 나타내

는 AE(Average Entropy), 그리고 연산량 비교를 위한 수행

시간 결과를 사용한다. ATMBE는 기존의 평가 방법인

AMBE에서 조금 변형된 제안하는 평가방법으로 식(7)과
같이 입력영상에 대한 목표 평균 밝기값과 출력 영상의 평

균 밝기값의 절대값을 나타낸다. 이 때 Meantarget은 목표

평균 밝기값으로 기존방법은 목표 평균 밝기값은 입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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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SHE (c) BBHE (d) RMSHE

    
(e) BHEPL (f) QDHE (g) BHENM (h) DHE

    

(i) BPDHE (j) DSIHE (k) BHEDC(alpah = 1) (l) BHEDC(alpha = 0.5)

그림 4. ‘White House’ 영상에 대한 명암대비 개선 결과
Fig. 4.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for the image ‘White House’.

의 평균 밝기값을 의미하게 되고 제안하는 방법은 α값에

따라 결정된 목표 평균 밝기값을 의미하게 된다.

   (7)

GSD는 출력영상의 표준 편차값이다. 이는 전체적인 명

암대비 개선 정도를 나타내며 이 값이 높을수록 명암대비

개선이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
 (8)

AE는 영상의 세부 정보의 포함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AE가높다는 것은 영상의 세부 정보가 잘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AE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log (9)

여기서 pout(Xk)는 밝기값 k에 대한 명암대비 향상 결과

영상의 pdf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방법의 연산량을 측

정하기 위하여 평균 수행시간을 이용하여 비교 평가한다. 
표 1은 각 알고리즘의 그림 4, 6, 8, 10, 12에 대한 결과를

평균한 객관적 성능 분석 결과이다. ATMBE는 BPDHE, 
QDHE, RMSHE에 이어 낮은 수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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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SHE (c) BBHE (d) RMSHE

(e) BHEPL (f) QDHE (g) BHENM (h) DHE

(i) BPDHE (j) DSIHE (k) BHEDC(alpah = 1) (l) BHEDC(alpha = 0.5)

그림 5. ‘White House’ 영상에 대한 명암대비 개선 결과의 히스토그램
Fig. 5. Histogram of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for the imag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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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ATMBE GSD AE 수행시간(fps)

SHE 79.29 74.90 5.16 0.032797

BBHE 26.16 71.52 5.72 0.125269

RMSHE 4.40 50.90 5.74 0.119862

BHEPL 18.91 68.83 5.12 0.123407

QDHE 6.41 59.85 5.84 0.946514

BHENM 19.24 69.94 6.50 0.946889

DHE 13.85 49.51 5.66 0.161638

BPDHE 0 31.83 5.46 0.157311

DSIHE 37.50 78.30 5.73 0.125029

BHEDC(1.0) 8.48 50.78 5.82 0.135194

BHEDC(0.5) 7.42 52.27 5.81 0.135194

전체적인 수치 비교 시에 타 방법들과 비교하였을 때 제안

하는 방법은 평균밝기를 잘 유지함을 보여준다. GSD는 기

존의 방법들과 비교 했을 때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영상의

극단적인 평활화 결과를 제한하기 때문에 낮게 나온 것으

로 판단된다. AE는 local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인

BHENM의 방법 다음으로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높게 나왔

다. AE가높게 나올수록 영상의 디테일이 잘 나타나고, lo-
cal enhancement가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BHENM
은 local enhancement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높은 결과가

나온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수행 시간이 다른

방법에 비해 상당히느림을파악할 수 있다. 수행시간 결과

를 보면 제안하는 방법의 연산량이 성능에 비해 많지 않음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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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SHE (c) BBHE (d) RMSHE

(e) BHEPL (f) QDHE (g) BHENM (h) DHE

(i) BPDHE (j) DSIHE (k) BHEDC(alpah = 1) (l) BHEDC(alpha = 0.5)

그림 7. ‘Korean Actress’ 영상에 대한 명암대비 개선 결과의 히스토그램
Fig. 7. Histogram of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for the image ‘Korean Actress’.

    
(a) original image (b) SHE (c) BBHE (d) RMSHE

    
(e) BHEPL (f) QDHE (g) BHENM (h) DHE

    

(i) BPDHE (j) DSIHE (k) BHEDC(alpah = 1) (l) BHEDC(alpha = 0.5)
그림 6. ‘Korean Actress’ 영상에 대한 명암대비 개선 결과
Fig. 6.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for the image ‘Korean Ac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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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SHE (c) BBHE (d) RMSHE

(e) BHEPL (f) QDHE (g) BHENM (h) DHE

(i) BPDHE (j) DSIHE (k) BHEDC(alpah = 1) (l) BHEDC(alpha = 0.5)

그림 9. ‘School’ 영상에 대한 명암대비 개선 결과의 히스토그램
Fig. 9. Histogram of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for the image ‘School

    

(a) original image (b) SHE (c) BBHE (d) RMSHE

    

(e) BHEPL (f) QDHE (g) BHENM (h) DHE

    

(i) BPDHE (j) DSIHE (k) BHEDC(alpah = 1) (l) BHEDC(alpha = 0.5)

그림 8. ‘School’ 영상에 대한 명암대비 개선 결과
Fig. 8.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for the imag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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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SHE (c) BBHE (d) RMSHE

(e) BHEPL (f) QDHE (g) BHENM (h) DHE

(i) BPDHE (j) DSIHE (k) BHEDC(alpah = 1) (l) BHEDC(alpha = 0.5)

그림 11. ‘Apartment’ 영상에 대한 명암대비 개선 결과의 히스토그램
Fig. 11. Histogram of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for the image ‘Apartment’ 

    
(a) original image (b) SHE (c) BBHE (d) RMSHE

    
(e) BHEPL (f) QDHE (g) BHENM (h) DHE

    

(i) BPDHE (j) DSIHE (k) BHEDC(alpah = 1) (l) BHEDC(alpha = 0.5)

그림 10. ‘Apartment’ 영상에 대한 명암대비 개선 결과
Fig. 10. Contrast enhancement results for the image ‘A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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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MD 결과 비교(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중)
Fig. 12. Comparion for result of TMD(in movie ‘minority report’) 

그림 4에서의 SHE는 명암대비 개선과 함께 건물의 흰

부분이나 하늘에서 과포화 현상이 나타났다. BBHE, 
RMSHE, BHEPL은 영상의 세부정보가 잘 나타나지 못한

결과와 우측상단 하늘에서의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QDHE, DHE, BPDHE는 영상의 세부정보가 잘나타나지

않고, 명암대비 개선정도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BHENM은 하늘에서의 부자연스러운 결과와 영상의 세부

정보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DSIHE는 SHE와
같이 건물의 흰색부분에서 과포화 현상이 나타났다. 제안

하는 방법은 영상의 세부정보를 잘 나타내고 전체적인 명

암대비 개선이 잘 이루어졌으며 하늘에서의 부자연스러움

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6에서 SHE는 확실히 명암대비를

개선하였지만 얼굴이나 손에서 과포화 현상이 나타났다. 
BBHE, RMSHE, BHEPL의 기존 분할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들은 영상이 부자연스럽게 분할되어 명암대비 개선이

일어났고, QDHE, BHENM는 명암대비는 개선되었으나 영

상의 세부정보가 많이살아나지 못했으며부자연스러운 결

과 영상을 보였다. DHE와 BPDHE 방법은 명암대비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영상의 세부정보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DSIHE는 명암대비 개선효과는 좋으나

SHE와 같이 과포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제안하는 방법

은 영상의 명암대비 개선 결과가 매우 자연스러우며 영상

의 세부정보도 잘 표현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8에서

SHE는 과도한 명암대비 개선 결과가 나타났으며, BBHE, 
RMSHE, BHEPL의 기존 분할 방법은 평균밝기값에 의한

히스토그램 영역분할로 어두운 영역의 명암대비 개선이

잘 되지 못하고 영상의 세부정보 역시 잘 나타내지 못하였

다. QDHE, BHENM, DHE, BPDHE, DSIHE 방법 역시 어

두운 부분의 명암대비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QDHE, BHENM은 영상의 세부정보도 잘 나타내지 못하였

다. 제안하는 방법은 영상 전체영역에 대해골고루 명암대

비 개선이 일어났으며 영상의 세부정보 역시 잘 포함하였

다. 그림 10에서 SHE는 과도한 명암대비 개선으로 영상 전

역에 과포화 현상이 일어나 매우 부자연스러운 영상을 보

였다. BBHE, BHEPL, BHENM은 히스토그램 영역 분할로

인하여 영상이 부자연스럽게 분할되어 명암대비가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어두운 쪽으로 과포화 현상이 나타났다. 
RMSHE, QDHE, DHE, BPDHE는 명암대비 개선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영상의 세부정보 역시 잘 표현하지

못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영상의 부자연스러운 분할이나

영상의 세부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명암대비 개선 결과를

보였다. 



466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9권 제4호, 2014년 7월 (JBE Vol. 19, No. 4, July 2014)

제안하는 방법은 정지영상에 대하여 기존 방법들에 비해

서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동영상에서의 평균 밝기값 유지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림 14는 임의의 동영상(마
이너리티 리포트 中)에서 원본영상에 대한 각 프레임별 목

표 평균 밝기값과 평활화 결과 영상의 평균 밝기값의 차이

인 ATMBE를 보여준다. 목표 평균밝기(meamT)은 다른알

고리즘의 경우는 원본영상의 평균 밝기값이고, 제안 알고

리즘의 경우는 식(3)의 목표 평균값으로 이 때 α는 0.5로
수행하였다. α가 1.0일 때에의 목표 평균 밝기값은 입력 평

균 밝기값과 같다. 그림 14에서와 같이 제안방법(α가 0.5)
은 목표 평균 밝기값에 대해 차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존 방법과 달리 입력영상의 평균밝기값과똑

같이 출력영상의 평균값을 유지 되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

지만 영상의 전체적인 평균을 잘 유지함으로써 프레임간

밝기변화를 잘 유지하여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일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안방법(α가 1.0)은 다른 알고리즘과 동일

하게 입력 평균값에 대해 평균 밝기값을 잘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다른알고리즘들에 비해 DHE와 함께매우 좋

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입력영상과 매우 유사한 평균 밝기

값을 갖는 영상을 제공하므로 프레임 간 밝기변화가 자연

스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Ⅵ. 결 론
  
영상의 화질개선을 위해서는 명암도 대비를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 관련 연구

가 매우 많이 진행되어왔다. 기본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비

롯하여 다양한 변형된 방법들이 제안되었는데, 이들은 평

균 밝기의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부자연스러운 결과영상을

얻거나, 밝기 값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대비 향상 효과가

낮은 결과를얻는 단점이종종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화질향상을 위한 차별적

압축 방법 기반의 분할 히스토그램 평활화 기법을 이용한

명암대비 향상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원본 히스토그램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히스토그

램 클리핑 방법 대신 각 레벨에 대한 평균 빈도수에 따른

히스토그램 압축을 이용하여 명암도 대비를 향상시키고, 
동영상에서의 밝기값이 한쪽으로 치우친 영상에서 영역이

좁아 밝기값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 밝기값을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을 분할하고 평활

화하는 방법 대신 평균밝기값을 기준으로 분할하고 목표

평균값을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을 평활화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법에서 나타나는 평균 밝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결과나, 대비 향상 효과

가 낮은 단점을 해결하여 명암대비 향상 효과가 좋으며평

균 밝기의 급격한 변화가 적은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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