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영상의 화질 개선과 높은 대비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HDR(High Dynamic Range)영상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매핑시

키기 위한 톤매핑 기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일프레

임이 아닌 다중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디오에 이러한 톤매

핑기술을 적용할 경우, 프레임 간 명암도 차이로 인하여 시각적

으로 깜빡이는 현상인 플리커(Flicker)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사용자의 눈에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영상의 품질이 감

소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플리커 판별을 위해 영상의 명암도 

측정법을 제안하여, 프레임별 명암값을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특징벡터를 정의한다. 학습된 SVM(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를 이용하여 플리커 발생 프레임을 선별하고 플리커 제거

를 위한 톤 안정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

해 86.7%의 플리커를 검출하였으며, 프레임 간 톤 안정화 알고

리즘의 최적화를 통해 플리커 발생빈도를 69.8% 감소시켰다.

Ⅰ. 서 론 

제한된 동적 범위를 갖는 카메라 센서의 한계로 인하여 영상 

취득 시 광량의 차가 매우 큰 실외는 너무 밝거나 어두운 영역

에 대한 실제 광량 측정치가 한정된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밖

에 없고, 카메라 렌즈가 빛을 마주보고 있는 경우 역광 현상이 

발생하여 실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장면의 색감이

나 밝기를 재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여러 노출범위에

서 취득 이미지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생성하는 HDR카메라 기

술이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HDR영상을 LDR(Low Dynamic 

Range)의 범위를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매핑 시키기 위한 톤

매핑 기법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초기연구로 Tumblin 과 

Rushmeier가 영상의 전역적 명암 조절기법[1],[2]을 제안하였

으며, 이후 영상에서의 히스토그램 데이터 분포를 통해 명암 값

들의 대비를 늘림으로써, 높은 대비의 영상을 생성하는 적응적 

히스토그램기법[3]이 제안되었다. 또한 대비 향상 및 컬러 재

현성이 매우 효과적인 Retinex알고리즘[3]과 적응적 로그 매핑 

방법[4] 등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톤매핑 알고리즘들은 

단일영상에서는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연속된 프레임으로 

구성된 비디오에 적용 시 프레임 별 픽셀들의 구성, 조도 차, 영

상 보정과정에서의 명암 차로 인해 연속된 영상간에 플리커가 

발생한다.

근래에는 항공촬영영상, CCTV, 블랙박스영상과 같은 미디

어매체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전달과 사용자가 느끼는 시각

적인 만족도 측면에서 고품질 영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플리커를 검출하고 제거하기 위한 연구

[5],[6],[7]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영상 간 상관관계를 충분

히 고려하지 않거나 히스토그램을 조정하여 명암을 조정하므

로, 체감가능한 인지적 플리커에 대한 검출과 제거 성능이 저하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플리커 현상을 해결한 톤매핑된 HDR영상을 

추출하기 위해 조도가 다르게 촬영된 HDR영상과 유사한 효과

를 갖는 로그 매핑과 감마보정을 이용해 영상의 톤안정화기법

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프로세스를 나

타내고 있다. 하나의 이미지로부터 로그매핑, 감바보정 기반

의 2단계 톤매핑기법을 이용하여 노출정도가 다른 영상을 생

성하고, 이를 하나의 HDR 영상으로 합성한다. 이렇게 합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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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플리커에 강건한 HDR 영상 합성을 위한 제안한 톤 안정화 알고리즘의 흐름도

24 | 정보와 통신

인텔리전트신호처리 편집위원 : 장준혁(한양대)



HDR 영상으로부터 플리커 판별을 위한 영상 명암도 측정법을 

제안하며, 측정치에 대한 다양한 특징벡터를 정의한다. 검출된 

플리커 프레임의 톤 안정화를 위한 다항곡선접합(polynomial 

curve fitting) 기반의 파라미터 최적화된 2단계 톤매핑을 통해 

톤안정화된 HDR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

 

Ⅱ. 학습기반의 톤 안정화 기법 

본 논문에서는 톤안정화된 HDR 영상 추출을 위한 전처리과

정으로 적응적 로그 매핑 기법[4]을 수행하고, 제안한 명암 측

정법에서 추출한 값을 이용하여 9단계의 특징벡터를 구성하고, 

SVM분류기에 학습하여 플리커 검출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이후 단계에서 플리커로 검출된 프레임에 대하여 다항 곡

선 접합을 통한 톤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고, 플리커 검출 및 제

거에 대한 톤 안정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톤매핑 기법 

톤매핑 과정을 위해,  체계의 영상을 명도, 색상, 채

도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인  색체계로 표색계변환하

여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0~255

의 표현범위를 갖는 영상을 0~1사이의 소수점 데이터로 변

환하여, 더 정밀한 연산이 가능하다.  색체계로 표색계 

변환된 영상의 대비를 증가시키는 기법으로 로그매핑식인  

 을 이용한다. 

 는 명암 증감 스케일을 정의하는 파라미터,  는 입력 영상

이다. <그림 2>는  값이 각각 2,5,10 일 때의 영상의 밝기 차

이를 나타낸다. 다음 수식 (1)은 바이어스 값  를 이용하여 영

상의 명암 톤을 완만하게 증감하기 위하여 로그매핑 식으로부

터 유도된 Perlin과 Hoffert[8] 의 Bias함수의 기법이다.

                 (1)

 는 영상  의 전체 명암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로   식을 

통해 값을 구한다.  가  값이 1이상으로 증가함에 따

라, 명암도가 감소하고, 1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명암도는 증가

한다.  는 바이어스값으로, 영상의 밝기에 반비례한 관계를 갖는

다. 위의 수식들을 이용한 최종 톤매핑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

하며 식(2)를 이용하여 영상의 톤을 완만하게 증감시킬 수 있다. 

 는 톤 변환 전 영상 내에서 최대 명암 값이며,  

는 생성할 영상의 최대 명암 값을 기준화 인수로 고정한 것으로, 

CRT 디스플레이장비의 표준 참조 값   에 

기반하여 사용한다. 

     (2)

2. SVM분류기를 통한 플리커 검출 

단일영상에 대한 명암측정법[9]으로부터 유도된프레임의 최

대 명암도  와 최소 명암도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4)

식(3),(4)로부터 연속된 번째 프레임과 번째 프레임에 

대한 명암도 차이 ,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5)

                      (6)

플리커 검출을 위한 학습을 총 9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수행

한다. 학습에 쓰이는 특징벡터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부

터   에 사용되는 특징들을 각각 체크하여 나타내었다.  

은  를 갖는 1차원의 명암도 특징벡터이고  는 식

(3),(4),(5),(6)을 모두 이용하여 정의한 6차원의 명암도 특징벡

터를 의미한다.

플리커 검출을 위한 학습모델인 SVM은 다항식, 방사 기저함

수, 다층 퍼셉트론 분류기의 대안적인 학습방법으로, 데이터들

의 패턴을 n차원의 특징공간으로 사상시킬 수 있고, 최적대역

의 식별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플리커 검출을 

위한 학습에 이용할 총 9가지의 특징벡터들을 제안한다.

3. 다항곡선적합 기반의 플리커 제거

톤매핑 파라미터 ,  에 대한 영상의 명암 관계 분석을 통하

그림 2. 에 따른 영상 밝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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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상의 픽셀구성이나 촬영환경에 따라, 명암도가 상이하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와 같이 명암조절 파라미터  는 최대 명암도와 최소 

명암도에 대해 반비례 특성을 보이며, Bias 파라미터는 명암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SVM 분류기를 통해 검출된 플

리커를 제거하기 위하여 플리커 프레임의 명암도와 이전프레임

의 명암도의 일치를 위하여 톤매핑 파라미터 ,  의 변화에 따

른 영상 명암도 관계에 대한 특성을 영상에 대한 평균 명암도로 

<그림 3>에 표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Drago[4]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파라미

터의 임계값을 인지적 시각에 가장 근접한 표현 효과를 낼 

수 있는 값인 0.85으로 설정하고, 명암조절 파라미터  의 

조절만으로 플리커 제거를 위한 명암도 조절을 수행한다. 

  <그림 4>와 같이 다항 곡선 적합 기법에 기반하여 임계치인 

파라미터  와 명암조절 파라미터  의 증감에 대한 영상의 명

암도를 추정한다.  에 대한 모델은 식 (7)과 같다.

              (7)

플리커 제거를 위한 최적의 파라미터 추출을 위하여  를 제

안한 톤매핑기법과 같이 명암조절식  에 대입하여 차항

만큼 연산하며, 파라미터  를 영상의 명암에 굉장히 근접한 곡

선 적합의 결과로 매핑시키므로, 영상 간 플리커가 제거된 톤안

정화된 영상 생성이 가능하다. 학습을 통해 분류된 플리커 검출 

결과를 통해 다항곡선적합기반의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추출하

여 영상 플리커 제거 과정을 Algorithm 1과 같이 수행한다.

Ⅲ. 실험결과 및 분석 

실험에 사용한 SVM모델은 RBF(Radial Basis Function)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였다. 실험 데이터는 주간블랙박스

영상 1400개 프레임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플리커가 발생

한 711개 프레임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플리커 발생 프레임의 

70%인 498개 프레임을 positive 학습데이터, 나머지 689개 중 

498개 프레임을 negative 학습데이터로 정의하고, 학습데이터

그림 3.파라미터 변화에 대한 명암도 그래프.   

(a, b) 100개의 영상에 대한 제안한 명암도 평균 그래프

(a) (b)

표 1. SVM분류기로 학습할 특징벡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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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명암도 조절 파라미터 와 명암 측정치에 관한 다항 곡선 적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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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으로 추출되지 않은 나머지 404개의 프레임에 대하여 10000

번의 반복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반복 수행될 때마다, 학습데

이터와 테스트데이터를 랜덤하게 추출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플리커 검출 성능을 <그림 5>에 나타내었으

며, 모델 학습 후 accuracy, precision, recall에 대하여 분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총 9개의 모델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

였고, 각각 10000번의 실험을 반복 수행 후, 모델에 대한 평균 

분류 결과를 <그림 7>에 표현하였다. 

<그림 6>은 제안한 플리커 검출 임계 값  에 대한 각각의 

검출 정확도를 평가한 그래프와 SVM학습을 통한 플리커검출 

결과와 임계값을 이용하여 플리커를 검출한 결과의 정확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왼쪽 그래프는 임계값이 증가할수록, acc 

uracy와 precision은 증가하지만, recall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recall은 높지만 accuracy와 

precision이 오른쪽 그래프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임계 값을 사용하여 플리커를 검출하는 성능이 SVM

을 이용하여 학습한 결과보다 확연히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SVM학습을 통해 고반복의 테스트를 수행하여도, 각 모델

의 accuracy, precision, recall이 일정한 것을 확인하였고, 

, , ,  의 특징을 사용한  와 

,  을 이용한 ,  을 제외한 나머지 5

개의 특징을 사용한 , 그리고 모든 특징을 사용한  가 성능

이 가장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은 제안하는 9가지의 특징벡터에 대한 학습모델의 

초평면(hyperplane) 중 표현가능한 3차원이하의 모델에 대

한 예이다. 정확도가 높은  의 경우 그래프 상으로도 플리커

와 비플리커 프레임이 잘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

그림 5. SVM분류기의 10000번 학습을 통한 특징벡터 별 평균 플리커 

검출 정확도. 왼쪽부터 accuracy, precision, recall

그림 6. 임계 값  에 따른 정확도 측정(왼쪽)과 SVM학습을 통한 플리

커 검출결과, 임계값을 사용한 플리커 검출결과의 정확도 비교(오른쪽)

그림 7. 모델 별 SVM을 이용한 분류 결과. 빨간색 십자가 표시는 학습된 비플리커 프레임, 보라색 십자표시는 분류된 비플리커 프레임, 

연두색 블랍은 학습된 플리커 프레임, 형광색 블랍은 분류된 플리커 프레임, 검은 블랍은 서포트백터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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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특징벡터  는 특징공간에서 노이즈가 심하거나 분류

가 잘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는 연속

된 프레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프레임의 특징이

로 2개 이상의 연속된 프레임 명암도 차이를 이용하여 판별하

는 플리커를 잘 검출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 

 와 같은 특징을 이용한  특징벡터를 SVM에 훈

련시킬 경우, 플리커 검출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림 5>에 표시된  의 경우 <표 1>을 통해  특징을 

포함하지만 단일프레임만의 특징인  를 같이 포함하여 성

능이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된 결과를 기반으로 플리커를 제거한 결과는 <표 2>에 예

시로 나타내었다. 제안한 명암 측정값이 플리커 발생 프레임인 

A1, A2에서 차이가 나지만, 제거 후인 B1, B2에서는 차이가 확

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에 SVM에 의해 플리커로 검출된 프레임을 다항곡선

접합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톤안정화작업을 수행한 결과영상

을 나타내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DR비디오 생성을 위한 플리커 저감효과

를 갖는 톤 안정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단일영상으로부터 

HDR 영상을 생성하는 톤매핑 알고리즘으로부터 HDR 비디오

로 변환하였으며, 이 때 발생하는 플리커 검출을 위한 영상의 

명암측정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명암측정치로부터 다양한 특징

벡터를 정의하고 그 효용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최적

의 특징벡터에 대한 SVM분류기를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플

리커를 검출하였다. 톤 안정화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최적화를 

통해 검출된 프레임의 플리커를 제거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한 고차원의 특징벡터를 이용한 SVM분류기는 임계치를 이용한 

기존 연구 대비 향상된 정확도를 보였으며, 정량적 평가와 사람

의 인지적 평가를 통해 원본 영상보다 플리커가 현저히 감소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SVM분류기 외에 베이

지안 분류기,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구조를 

이용하여 학습기반의 플리커 검출 및 제거에 적합한 분류기를 

평가하고 날씨 변화에 보다 강건한 톤 안정화 알고리즘을 연구

할 것이다. 

표 2.  플리커 제거 전과 제거 후의  ,   값 차이.  
는 각각 ,       

그리고 ,  의 값을 의미함

상태

A1 200.243 0.402
제거	전

A2 212.637 0.390

B1 200.243 0.402
제거	후

B2 200.650 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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