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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상을 분할하고, 분할된 상의 로컬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조도 환경의 블랙박스 

상 향상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 블랙박스 상은 조도 환경에서 촬 되기 때문에 향상 기법을 용 시 과도한 

향상 효과가 발생하는 단 이 있다. 제안 알고리즘은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된다. 1단계는 입력 상을 (N × M)개 

조각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부분 상과 인 한 부분 상을 그룹 상으로 묶어 구분한다. 2단계는 구분된 그룹 

상을 각각의 로컬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명암 향상 처리를 수행한다. 3단계는 명암 향상 처리된 각각의 그룹 

상의 특성을 반 한 달 함수를 이용하여 체 상을 재구성한다. 알고리즘 검증을 하여 지하 주차장과 야간 

운행 상을 조도 환경 상으로 사용하 다. 제안 알고리즘은 다양한 조도 환경의 블랙박스 상을 향상시켜 

차량 운행 환경 정보 획득에 유리한 상을 제공할 수 있다.

• 주제어 : 상 향상, 명암 비 향상, 로컬 히스토그램, 상 재구성, 상 향상과 블랙박스 융합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mage enhancement method for vehicle recorder by dividing the 

images into sub-images and finding local histograms of the sub-images. The proposed method includes 

the following steps. Firstly, the input image is divided into (N × M) pieces. And the sub-images are used 

to make groups using the adjacent piece-images (eg. piece-imagei,j, piece-imagei,j+1, piece-imagei+1,j and 

piece-imagei+1,j+1). Secondly, the contrast enhancement processes are executed using the local histogram 

of the sub-images. Finally, overall image is reconstructed by using a transfer func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image. The proposed method might achieve more enhanced images for vehicle 

recorder by suppressing excessive image contrast.

• Key Words : Image enhancement, Contrast enhancement, Local histogram, Image reconstruct, Convergence 

of image enhancement and vehicle re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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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차량 블랙박스 상 품질은 외부 조명과 환경 등과 같

은 차량 주행 상황에 따른 향을 받는다. 그  어둡거

나 조도 환경의 블랙박스 상은 명암비가 낮기 때문

에 차량 주행 정보와 외부 환경 정보를 악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히스토그램 스트 칭과 같은 기존의 상 화

질 향상 기법은 과도한 명암비 향상과 상 왜곡, 부자연

스러운 결과를 제공하여 조도 환경의 블랙박스 상을 

향상하는데 부 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블랙박스 상을 (N × M)개의 조각으

로 분할하고 부분 상의 히스토그램(로컬 히스토그램) 

특성을 이용한 블랙박스 상 향상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기존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3장에

서 제안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과 5장은 실험 결과와 

결론으로 구성된다.

2. 기존 알고리즘
2.1 기존 명암비 향상 기법

상의 명암비 차이가 작아 정보의 정확한 인식이 어

려울 경우 명암비 향상 기법은 디지털 상 처리의 요

한 방법  하나이다[1,2,3,4,5]. 일반 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 (Histogram Equalization, HE) 기법이 명암비 향

상에 많이 사용된다[1,2,3].

상의 명암비는 상의 가장 밝은 역 픽셀과 가장 

어두운 역 픽셀의 비율로 정의되는 동  역에 의해 

결정된다. 히스토그램은 상의 밝기 분포와 명암 정보

를 제공하고, 상의 명암 벨을 [0, L-1]의 범 를 가지

는 분포 함수로 정의한다[1,2,3].

   (1)

식(1)의 xk 는 입력 상에서 k 번째 (k = 0, 1, 2,…, 

L–1) 명암 벨을 나타내고 nk 는 xk. 의 픽셀 수를 의미

한다. 

식(2)의 P(xk) 는 확률 도 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이며, n 은 상의 체 픽셀 수이다.

  

 (2)

식(2)의 PDF를 기반으로  도 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 CDF)는 식(3)과 같이 정의되고, 

CDF(xL-1) = 1 이 된다. 

 




 






 (3)

HE는 입력 상을 달 함수(Transfer Function, TF) 

T(xk) 을 이용하여 체 동  역 [x0,…,xL-1] 으로 맵핑

하는 방식이다. T(xk) 은 입력 상 픽셀의 달 함수이

고 식(4)와 같이 정의된다. xk 는 입력 상의 k 번째 명

암 벨이고 xL-1 은 최  명암 벨이다.

   × (4)

HE는 상의 분포를 균등화 후 히스토그램의 동  

역을 스트 칭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HE는 과도한 

밝기 변화로 인하여 색바램, 윤곽선 생성과 같은 화질 열

화 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많은 알고리즘

[6,7,8,9,10,11]이 제안되었고, Dynamic Range Separate 

Histogram Equalization (DRSHE) 기법[12]은 동  역

조정과 과도한 명암 향상 억제를 통해 보다 나은 성능을 

제공한다.

3. 제안 알고리즘
일반 으로 블랙박스 상은 조도 환경에서 촬 된 

상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블랙박스 상의 향상을 하여 다음

과 같은 단계를 수행한다. 1단계는 입력 상을 (N × M)

개의 조각 상으로 분할[13,14,15]하고 인 한 조각 상

을 묶어 부분 상으로 만든다. 2단계는 부분 상의 히

스토그램(로컬 히스토그램)을 DRSHE 기법을 이용하여 

명암비를 향상한다. 3단계는 명암비가 향상된 부분 상

을 달 함수(TF)를 이용하여 재구성한다. 마지막 단계

는 부분 상의 특성을 반 한 달 함수를 이용하여 

체 상을 재구성한다.

3.1 로컬 히스토그램 향상
DRSHE 기법은 히스토그램을 분할하고 분할된 서  



영역 분할과 로컬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저조도 환경의 영상 향상 방법과 차량 블랙박스 융합 3

히스토그램의 면 비를 이용하여 동  역을 조정한다. 

동  역은 최  명암 벨 (FM) 과 최소 명암 벨 

(FN) 의 차이에 의해 정의된다.

 (5)

분할된 로컬 히스토그램에 의해 분할된 동  역

(Range of Local-Histogram, RLH)이 결정되며, k (k = 

0, 1, 2, 3) 는 분할 계수이다.

 

 (6)

로컬 히스토그램의 명암 벨 범  조정(Adjusted 

Resized Grayscale Range, ARGR)은 식(7)과 같이 정의

된다. 그리고 동  역의 조정과 과도한 명암비 향상을 

방지하기 하여 스 일 인자를 사용한다. 스 일 인자

는 입력 상의 특성을 반 하여 확장 가능한 동  역

을 조정한다. 스 일 인자 α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다. L 은 최  명암 벨이고 k 는 로컬 히스토그램 분할 

계수이다. 

 × (7)

 


(8)

3.2 전달 함수
달 함수는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첫째, 히스토

그램의 동  역은 k 개의 벨로 구분한다. 둘째, 구분

된 히스토그램의 CDF를 이용하여 입력 상 비 식(9)

와 식(10)을 구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값들은 단순화

하여 최종 달 함수를 계산한다.

 

  (9)

 

×  (10)

식(9)와 식(10)에서, xk 는 xk = FN + (k × RLHk), (k 

= 0, 1, 2, 3) 이고 xk+1 는 xk+1 = FN + ((k + 1) × RLHk), 

(k = 0, 1, 2, 3)이다. yk 는 yk = CDF(xk) 이고 yk+1 는 

yk+1 = CDF(xk+1)이다. 

3.3 영상 재구성
명암비가 향상된 부분 상들은 합쳐 하나의 상으

로 만들면 상이 균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부분 상들

의 향상된 정도가 서로 달라 합되는 부분이 차이가 나

기 때문이다. 결합되는 상을 균일하게 재구성하기 

하여 이  선형 보간법을 응용하여 사용한다. 이  선형 

보간법에 사용되는 가 치는 부분 상의 달 함수를 

사용한다. 

  


 (11)

  


 (12)

식(11)과 식(12)의 WPI 는 조각 상 (piece-image) 의 

비 (WSI : 부분 상(sub-image)의 비) 이고 HPI는 

조각 상 (piece-image) 의 높이(HSI : 부분 상

(sub-image)의 높이)이다. 각각의 달 함수값이 가 치

에 용된다.

본 논문에서 상 재구성은 2회 실행하 다.  

1) 조각 상의 달 함수를 사용하여 부분 상 재구성

2) 부분 상의 달 함수를 사용하여 체 상 재구성

상 재구성을 통해 과도한 명암비 향상을 방지하고 

상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기존의 HE

와 DRHSE를 비교하 다. 테스트 상은 조도 환경에 

합한 지하 주차장 상과 야간 주행 상을 사용하

다. 

 

(a) Original image and its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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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E image and its histogram

 

(c) DRSHE image and its histogram

 

(d) Proposed algorithm image and its histogram

[Fig. 1] Experimental results of Underground Parking 1

HE 기법 (Fig. 1(b), Fig. 2(b), and Fig. 3(b))은 조

도 상을 향상시킬 때 발생하는 과도한 명암비 향상에 

의해 색바램 상과 앨리어싱 효과가 나타났다.

DRSHE 기법 (Fig. 1(c), Fig. 2(c), and Fig. 3(c))은 동

 역을 조정하여 명암비를 향상하 기 때문에 색바램 

상과 앨리어싱 효과를 방지하 지만 입력 상의 히스

토그램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제안 알고리즘 (Fig. 1(d), Fig. 2(d), and Fig. 3(d))은 

입력 상 히스토그램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 차량 

조등과 가로등, 외부 조명  반사된 빛의 밝기를 억제하

여 DRSHE 보다 체 인 밝기는 어둡지만 결과 상이 

자연스럽다. 

 

(a) Original image and its histogram

 

(b) HE image and its histogram

 

(c) DRSHE image and its histogram

 

(d) Proposed algorithm image and its histogram

[Fig. 2] Experimental results of Underground Parking 2

제안 알고리즘은 입력 상을 분할하고, 분할된 상

의 로컬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명암비 향상과 분할된 

상의 특성을 반 한 상 재구성을 통해 입력 상의 특

성을 유지하고, 조도 환경의 블랙박스 상을 개선하

다. 

 

(a) Original image and its histogram

 

(b) HE image and its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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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RSHE image and its histogram

 

(d) Proposed algorithm image and its histogram

[Fig. 3] Experimental results of Night driving image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입력 상을 분할하고, 부분 상의 명

암비 향상과 상 재구성을 통한 조도 환경의 블랙박

스 상 향상 방법을 제안하 다. 상 분할을 이용한 명

암비 향상을 통해 과도한 명암비 향상을 방지하 고, 

상 재구성을 통해 분할된 부분 상의 특성을 유지하면

서도 체 으로 자연스러운 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제안 알고리즘은 조도 환경의 블랙박스 상을 향상하

는데 효과 이며, 차량 주행 정보와 외부 환경 정보를 획

득하고 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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