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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LDR (low dynamic range) 영상에 비해서 밝기 범위가 크게 늘어난 HDR (high dynamic range)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와 디
스플레이할 수 있는 기기들이 개발되고 있고 영상의 밝기 범위를 효율적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LDR 영상을 HDR 영상으로 효율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guided filter를 사용한 reverse tone mapping 기법을 제안한다. 
Guided filter를 사용하여 한 장의 LDR 영상으로부터 BEF(brightness enhancement function)을 구한 후에 LDR 영상에서 밝기가 포화
된 부분을 효율적으로 복원하여 HDR 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영상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운 경우 영상 촬영시의 노
출 값을 추정하여 보정한 후에 밝기 범위를 변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HDR 영상의 화질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
의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우수한 화질의 HDR 영상을 생성하는 것을 입증한다. 

Abstract

Devices capable of capturing and displaying high dynamic range (HDR) images with significantly increased brightness range 
compared to low dynamic range (LDR) images have been developed and various methods for efficiently converting the brightness 
range of an image have been develop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verse tone mapping method using a guided filter to 
efficiently convert LDR images into HDR images. After obtaining brightness enhancement function (BEF) using a guided filter, we 
can reconstruct HDR image from one LDR image. In addition, when the image is too bright or dark, the proposed method 
maximizes the image quality of the reconstructed HDR image by estimating and adjusting the exposure value before expanding the 
brightness range of images. Computer simulation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produces HDR images of superior quality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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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도 QHD (quad high definition) 해
상도가 보편화되고 지상파 UHD (ultra high definition) 방
송이 결정되는 등 고해상도 영상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기존의 LDR (low dynamic range) 영상에비해서밝기
범위가크게늘어난 HDR (high dynamic range) 영상을촬
영할수있는장비와디스플레이할 수있는기기들이개발

되고있다. HDR 디스플레이기기를사용하면 LDR 디스플
레이기기에비해서표시할수있는밝기범위가크게늘어

나게되는데, 현재최대 300 nits 정도의밝기를디스플레이
할수있는 LDR 디스플레이기기에비해서 HDR 디스플레
이기기는 3,000 nits 이상의밝기범위까지표현가능하다. 
LDR 영상을 LDR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재생하거나 HDR 
영상을 HDR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재생하는 것은 별도의
변환과정이필요하지않지만 HDR 영상을 LDR 디스플레
이기기에서재생하거나 LDR 영상을 HDR 디스플레이기
기에서 재생하려면 별도의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일
HDR 영상을 LDR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재생하려면 HDR 
영상의세부적인특성은최대한유지하면서전체적인밝기

범위를 LDR 영상에 적합하도록 축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과정을 tone mapping이라고하고다양한방법을이
용한 tone mapping 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5]. 
한편 기존의 LDR 영상을 HDR 디스플레이에서 재생하려
면 LDR 영상을 HDR 영상으로변환해야하는데이러한기
법을 reverse tone mapping 혹은 inverse tone mapping이라
고 하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6-15]. 

Reverse tone mapping 기법에는노출을달리하여촬영된
여러장의 LDR 영상으로부터 HDR 영상을복원하는방법
과한장의 LDR 영상으로부터 HDR 영상을복원하는방법
이있다[1,6-15]. 동일한영상을노출을 달리하여 촬영하는 경
우보다 한 장의 LDR 영상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데 한 장의 LDR 영상으로부터 HDR 영상을 복원하는 re-
verse tone mapping 기법에 대한많은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Akyuz 등은 간단한 linear expansion을 이용한 reverse 
tone mapping 기법을제안하였고[6], Masia 등은 영상 촬영

시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추정하여 보정하는 전역

적인 reverse tone mapping 기법을 제안하였다[7,8]. 한편
LDR 영상의제한된밝기범위로인해서영상의밝은부분
의밝기가포화되는부분이생길수있는데 HDR 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

안되었다. Banterle 등은 LDR 영상을 중간밝기범위를 갖
는 영상으로 먼저 변환하고 expand-map을 사용하여 밝기
가 포화된 부분을 복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11], Rempel 
등은 중간 밝기 영상을 먼저 복원하고 BEF(brightness en-
hancement function)을 사용하여밝기가 포화된 부분을 복
원하는 방법을제안하였다[12]. Kovaleski 등은 BEF를구하
기위하여 bilateral filter를사용한 reverse tone mapping 기
법을 제안하였다[13,14]. 
본논문에서는한장의 LDR 영상을 HDR 영상으로변환
하는효율적인 reverse tone mapping 기법을제안한다. 앞에
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 장의 LDR 영상을 HDR 영상으로
변환할때중간밝기영상을먼저복원하고 BEF를사용하여
밝기가포화된부분을복원하는방법이많이사용되는데본

논문에서는 guided filter를사용하여 BEF를효율적으로구
하는방법을제안한다. 제안하는 reverse tone mapping 기법
은 먼저 gamma decoding을 이용하여 영상의 밝기를 선형
화하고 선형적인 contrast stretching을이용하여 중간 밝기
의영상을구한후에 BEF를적용하여 LDR 영상에서밝기
가 포화된부분을복원하는데, BEF를구하기위하여 guid-
ed filter를 사용한다. 또한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를추정하
여 영상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운 경우에는 밝기 범위를

확장하기 전에 이를 보정하고 밝기 범위를 확장한 후에

BEF를 사용하여 밝기가 포화된 부분을 복원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생성되는 HDR 영상의 화질을극대화할 수 있도
록한다. 모의실험을통하여제안하는방법은기존의 BEF
를 구하는 기법에 비해서 밝은 부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면

서 BEF를효율적으로구할수있음을보인다. 또한제안하
는 방법은 기존의 reverse tone mapping 기법에 비해서 효
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화질의 HDR 
영상을 생성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reverse tone 

mapping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는 guided filter
를 이용한 효율적인 reverse tone mapping 기법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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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장에서 모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Reverse tone mapping 기법

한 장의 LDR 영상으로부터 HDR 영상을 복원하는 re-
verse tone mapping 기법은 기본적으로 ill-posed problem
으로서 HDR 영상을완벽하게복원하기는불가능하다. 1장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대한 좋은 화질의 HDR 영상을
복원하기위한다양한 reverse tone mapping 기법이연구되
고 있다[1,6-15].
다양한 reverse tone mapping 기법 중에서 Rempel 등은
중간밝기영상을구한후에 BEF을사용하여 HDR 영상의
밝기값을복원하는실시간처리가 가능한다음과같은방

법을제안하였다[12]. 먼저입력 LDR 영상의밝기값은디스
플레이특성을고려하여 gamma encoding된값이므로입력
영상의정규화된밝기값 에대해서  로계산되는 gamma 
decoding 연산을 통하여 밝기 값의 비선형성을 보정한 후
에 밝기 값을 선형적으로 확장하는데 보통  값은 2.2를
사용한다. 카메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밝기 값의 비선형성
을 보정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지만 카메라의 특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간단한 gamma decoding 
연산만으로만족할만한선형적인밝기값을구할수있다. 
선형적인 밝기 값을 구한 후에 밝기 값을 확장하여 중간

밝기영상을구한후에 BEF를구하고이를이용하여 HDR 
영상의밝기값을 복원한다. 한편 LDR 영상의 RGB 값중
하나라도 최대 밝기 값을 가질 때 LDR 영상에서 표시할
수있는밝기범위를벗어나서포화된값일가능성이높고

이를보정하기위한 BEF를계산한다. 양자화오차등을고
려하여 RGB 값중하나라도최대밝기값에가까운화소를

밝기가 포화된 화소로하고(8 비트 밝기를 사용할때 사진
의경우밝기값이 254 이상이고동영상의경우 230 이상의
밝기 값을 갖는 화소), 해당 화소에 대해서 Gaussian filter
를적용하여주변화소값을이용하여 smoothing하고강한
edge 성분에서는 edge-stopping function을 적용하여 강한
edge 성분이보존된 BEF를 구한다. 다음에 선형적으로 밝
기범위가확장된중간밝기영상에 BEF를적용하여 HDR 
영상의밝기값을 복원하는데 BEF 값에따라서밝기가최
대 4 배까지확장될수있다. 그림 1에 Rempel 등이제안하
는 reverse tone mapping 기법의 블록도를 도시하였다[12].

Kovaleski 등은 bilateral filter를사용하여 BEF를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HDR 영상을 구하는 reverse tone mapping 
기법을제안하였다[13]. 먼저입력 LDR 영상의밝기를 Rem- 
pel 등이제안한것과같이 gamma decoding 연산을이용하
여 선형화한 후에 영상의 밝기 범위를 선형적으로 확장한

다. 다음에 joint bilateral filter를 이용하여 BEF를 구하여
밝기가포화된화소값을보정하는데, 다음과같은 joint bi-
lateral filter 식을 이용하면 BEF 값인 

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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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RGB 중 한 값이라도 밝기가 포화된 화소의
RGB 값의 최대값이고 는 밝기가 포화된 부분이다. 또한

와 는 영상 화소의 위치를 나타내고 와 는화소의

밝기값을나타내며 와 은 Gaussian filter의계수값으
로 출력 영상이 smoothing되는 정도를 조절한다. Bilateral 
filter의특성에따라서위의식을 LDR 영상에적용하면밝
기가 포화된 화소값 주변으로 Gaussian filter를 적용한 것

그림 1. Rempel 등이 제안한 reverse tone mapping 기법[12]

Fig. 1. Reverse tone mapping method proposed by Rempel et a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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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smoothing 효과가 나타나고 bilateral filter의 특성
에따라서강한 edge 성분은보존하므로 Rempel 등이제안
한방법과같은특성의 BEF를구할수 있다. Kovaleski 등
이제안한 reverse tone mapping 기법의블록도를그림 2에
도시하였다[13]. 
앞에서 서술한 Rempel이나 Kovaleski 등이 제안한 방법
은중간단계밝기영상을구한후에 BEF를이용하여 HDR 
영상을구하는방법인데, Masia 등은 BEF를사용하지않고
입력 LDR 영상으로부터 HDR 영상을구할때영상의전체
적인 밝기 값을 측정하여 노출을 보정한 후에 선형적으로

밝기범위를확장하여 HDR 영상을구하는다음과같은방
법을 제안하였다[8]. 만일 사진을 촬영할 때 노출이 적절히
맞추어지지 않았다면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가 비정상적으

로밝거나어두워지게되므로이를보정할필요가있다. 다
양한 노출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밝기를 보정하기 위한  값을 다음 식으
로 구하고 gamma expansion 연산을 이용하여 밝기 값을
보정한다. 

 log (3)

이때  값은밝기가포화된화소수의비율을 %로나타낸

값인데 밝기가 포화된 화소는 밝기가 254 이상인 화소로
하였다. 또한 는식 (4)를이용하여계산할수있는밝기
의 기하평균값이고  값은 식 (5)로 계산할 수 있다.

 exp   



log (4)

 logmaxlogmin

loglogmin
(5)

식 (4)에서 은 singularity를 방지하기위한 값이고, 식 (5)
에서밝기의최대값과최소값인 max와 min은상위 1%와

하위 1%을제외한값이다. 식 (3)을이용하여구한  값을
이용하여 gamma expansion을 적용하면 영상의 밝기 값을
보정할수있다. 밝기가보정된영상의밝기범위를선형적
으로 확장하여 HDR 영상의 밝기를 구할 수 있는데 노출
정도에따라서비정상적으로밝거나어두운영상의밝기를

보정할 수 있다.

III. Guided filter를 사용한 reverse tone 
mapping 기법

Guided filter는 He 등이 제안한 filter로서 bilateral filter 
혹은 joint bilateral filter와유사한특성을 갖는데계산량을
크게 줄이면서 다양한 응용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16]. 
만일 와 를각각 guided filter의입력 영상과 guide 영상
이라고 하면 guided filter의출력 영상 는다음식을 이용

하여 구한다.
     

 


(6)

 


  (7)

 


  (8)

그림 2. Bilateral filter를 이용한 reverse tone mapping 기법[13]

Fig. 2. Reverse tone mapping method using bilateral filte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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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에서 일정한 크기의 블록별로분산과 평균을 구하여
블록 에대한  값을구하는데, 만일입력영상 와 guide 
영상 가같다고가정하면입력영상의블록내의분산값이

커질수록  값은 1의값에가까워지고블록내의분산값이

작아질수록 0의값에 가까워진다.  값이 1에가까워지면
식 (7)의 블록 에 대한  값은 0에 가까워지고  값이

0에가까워지면  값은블록내의입력값의평균에근사하
게 된다. 출력 화소 가 포함된 모든 블록에 대한 와  

값의 평균값을 구한 후에 식 (8)을 이용하여 출력 영상의
화소 값 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출력 값은 입력 영상의
분산값이작은부분은 smoothing하면서분산값이큰강한

edge 성분은보존한값이된다. 식 (6)의  값은 0에가까운

작은 값을갖고 블록의크기값과  값을적절히조절하여

smoothing 정도를조절할수있는데블록의크기와  값이
클수록 smoothing 되는 정도가 커진다. Guided filter는 식
(8)의관계에서알 수있듯이출력이 guide 영상의상수배
를곱한값에비례하는관계가있기때문에 bilateral filter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gradient distortion을 제거할 수
있고 bilateral filter의 Gaussian 연산이필요하지않기때문
에 계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16]. 
본 논문에서는 guided filter를 이용하여 BEF를 구하여

reverse tone mapping을구현하는방법을제안하는데, 그림
3에제안하는 기법의블록도를 제시하였다. 영상촬영시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가 너무 밝거나

어두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이

를 보정하기 위하여 Masia 등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노출 정도를 추정하여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 값을 보정할

수있도록하였는데, 2장의식 (3)을이용하여  값을추정

하여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 값을 보정할 수 있다. 다음에
선형적으로 밝기 범위를 확장하고 밝기가 포화된 화소 값

을 보정하기 위하여 guided filter를 사용하여 BEF를 구하
는데 밝기의 크기가 정규화된 영상에 대해서 밝기가 포화

된부분을 1로하고포화되지않은부분을 0으로하는입력

영상 와밝기영상인 guide 영상 를이용하여식 (6)∼(8)
의 guided filter의 출력 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구한 출력
값은 밝기가 포화된 부분을 주변 밝기 값을 이용하여

smoothing하면서 edge를 보존하는 특성을 갖는 BEF 값이
되는데, 이 값은 guided filter의 특성상 주변 화소의 밝기
값에 따라서 0보다 미세하게 작아질 수 있으므로 최소값
0을갖도록보정한다. 밝기범위가선형적으로확장된중간

밝기영상의각화소값 
exp
에다음식을적용하여밝기가

포화된 부분을 보정한 영상의 각 화소값 

을 생성한다.


 

exp××

≤ ≤ ≤≤ 
(9)

               
이때 는 보정되는정도를 나타내는 상수 값으로 전체 영

상에동일한값이적용되고 는화소별로계산되는값

으로 밝기가 포화된 부분을 보정하는 값이다. 다양한 영상
에 대한 실험 결과와 제안하는 방법에서 사용되는 guided 
filter를위한최적의계수값은 4 장에서제시한다. 본논문
에서제안하는방법은 guided filter를이용하여효율적으로
BEF를 구하고 reverse tone mapping을 수행하기 이전에
Masia 등이제안한방법을사용하여 LDR 영상의전체적인
밝기값을보정할수있도록하는측면에서기존의방법과

차별성이 있다. 

그림 3. 제안하는 reverse tone mapping 기법

Fig. 3. Proposed reverse tone mapp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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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reverse tone mapping 기법의성능해석에사용되는다양한
영상을 이용하여 모의 실험을 수행하여 기존의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비교하였다. 모의 실험에서 사용

한 bilateral filter의 Gaussian filter 계수와 guided filter의

 및블록크기값에따라서영상의 smoothing 되는정도가
달라지는데 다양한 영상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최적 BEF

를생성하는값을찾아서(bilateral filter의 과 는각각

150과 25을 사용하고[13], guided filter의 과 블록 크기는

각각 0.0062과 61×61을사용), 모든영상에동일한값을사

(a)
  

(b)
  

(c)
  

(d)

그림 4. BEF 비교 (a) LDR 영상 (b) BEF[12] (c) BEF[13]  (d) BEF (제안한 방법) 
Fig. 4. BEF comparison (a) LDR image (b) BEF[12] (c) BEF[13]  (d) BEF (proposed method) 

(a)
  

(b)
  

(c)

(d)
  

(e)
  

(f)

(g)
  

(h)
  

(i)

그림 5. Reverse tone mapping 기법 비교 (Dyrham 영상) (a) LDR 영상 (b) HDR 영상 복원 후 tone mapping으로 생성한 영상[12] (c) HDR 영상 복원

후 tone mapping으로 생성한 영상[13] (d) HDR 영상 복원 후 tone mapping으로 생성한 영상[8] (e) HDR 영상 복원 후 tone mapping으로 생성한 영상

(guided filter를 사용한 제안한 방법) (f) DRIM 영상[12] (g) DRIM 영상[13] (h) DRIM 영상[8] (i) DRIM 영상 (guided filter를 사용한 제안한 방법) 
Fig. 5. Comparison of reverse tone mapping methods (Dyrham image) (a) LDR image (b) Tone mapped HDR image[12] (c) Tone mapped HDR 
image[13] (d) Tone mapped HDR image[8] (e) Tone mapped HDR image (proposed method using guided filter) (f) DRIM image[12] (g) DRIM 
image[13] (h) DRIM image[8] (i) DRIM image (proposed method using guid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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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다양한 영상에 대한결과 중에
서 대표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먼저 그림 4에 Rempel 
등이제안한방법과 bilateral filter를이용한방법및제안하
는 guided filter를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각각 BEF를 구
한후에이를비교하였다. BEF는 LDR 영상의밝은부분의
밝기값이포화되었을때이를복원하여 HDR 영상을생성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중간 단계 영상의 최대 밝기는
1200 cd/m2으로 하고 α는 4 값을 사용하여 HDR 영상의
최대밝기는 4800 cd/m2가되도록하였다. Rempel 등이제
안한 방법은밝기가포화된부분주변이과도하게 smooth-
ing되는 단점이 있고 bilateral filter를 사용한 방법은 밝기
가포화된부분과 주변 부분의밝기가불연속한단점이있

는 반면에 제안하는 guided filter를 사용한 방법은 영상의
특성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BEF를 생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에는 Rempel 등이 제안한 방법[12], 
Kovaleski 등이 제안한 bilateral filter를 이용한 방법[13], 
Masia 등이 제안한노출을보정하는방법[8]과 본논문에서

제안하는 guided filter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reverse tone 
mapping한결과를제시하였다. Reverse tone mapping 결과
인 HDR 영상은 HDR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 재현할 수
있기때문에화질비교를위하여 HDR 영상을 Reinhard 등
이제안한방법으로 tone mapping하여[2], LDR 영상으로변
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HDR 영상의 왜곡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ydin 등이 제안한 metric인 DRIM을 사
용하여 각 방법을 비교하였는데, DRIM은 LDR 영상과
HDR 영상과같이밝기범위가다른영상간의왜곡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metric으로서 tone mapping 혹은 reverse 
tone mapping 후의 결과 영상이 원 영상에 비해서 얼마나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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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everse tone mapping 기법 비교 (White building 영상) (a) LDR 영상 (b) HDR 영상 복원 후 tone mapping으로 생성한 영상[12] (c) HDR 영상

복원 후 tone mapping으로 생성한 영상[13] (d) HDR 영상 복원 후 tone mapping으로 생성한 영상[8] (e) HDR 영상 복원 후 tone mapping으로 생성한

영상 (guided filter를 사용한 제안한 방법) (f) DRIM 영상[12] (g) DRIM 영상[13] (h) DRIM 영상[8] (i) DRIM 영상 (guided filter를 사용한 제안한 방법) 
Fig. 6. Comparison of reverse tone mapping methods (White building image) (a) LDR image (b) Tone mapped HDR image[12] (c) Tone mapped 
HDR image[13] (d) Tone mapped HDR image[8] (e) Tone mapped HDR image (proposed method using guided filter) (f) DRIM image[12] (g) 
DRIM image[13] (h) DRIM image[8] (i) DRIM image (proposed method using guid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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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었는지를측정할수있다[17]. DRIM metric을사용하
여구한왜곡정도를나타내는영상에서파란색부분은 LDR 
영상에서는없던명암비(contrast)가결과영상인 HDR 영상
에나타난것을의미하고붉은색부분은 LDR 영상의명암비
가 HDR 영상에서 역전된것을 나타낸다. Rempel 등이제
안한 방법과 Kovaleski 등이 제안한 방법에서는 명암비가
역전된붉은색의왜곡이관찰되는데비해서제안하는방법

에서는붉은색의왜곡이관찰되지않는다. 또한 Masia 등이
제안한 방법은 붉은색의 왜곡은 관찰되지 않고 파란색의

왜곡도 제안하는 방법과 비슷한 정도로 관찰되지만, 중간
단계의 밝기와 BEF를 사용하지 않고 밝기가 포화된 부분
과 포화되지 않은 부분을 동일하게 확장하므로 밝기가 포

화된 부분을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림 7과 그림 8에는 Masia 등이 제안한방법[8]과본 논

문에서제안하는방법인 guided filter를사용한방법및 노
출 정도를 보정한 후에 guided filter를사용한방법을비교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DRIM 영상과 HDR 영상에서노출
을 달리하여디스플레이한 영상에서알수 있는 것과 같이

Masia 등이 제안한 방법은 결과 영상에서 왜곡은 심하지
않지만 밝기가 포화된 부분에서 아주 밝은 부분의 밝기를

복원하는데한계를보인다. 반면에 노출 정도를 보정한 후
에 guided filter를 사용하여 BEF를 구하여 밝기가 포화된
부분을복원하는제안하는방법에서는영상의왜곡을최소

화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밝기가 포화된 부분에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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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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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everse tone mapping 기법 비교 (Dyrham 영상에 대하여 DRIM 및 노출을 달리한 HDR 영상을 사용한 비교) (a) LDR 영상 (b) DRIM 영상[8] 
(최대 밝기: 1200) (c) DRIM 영상[8] (최대 밝기: 4800) (d) DRIM 영상 (제안한 방법, guided filter 사용) (e) DRIM 영상 (제안한 방법, 노출을 보정하고

guided filter를 사용) (f) 노출을 다르게 조절한 HDR 영상[8] (최대 밝기: 1200) (g) 노출을 다르게 조절한 HDR 영상[8] (최대 밝기: 4800) (h) 노출을 다르게

조절한 HDR 영상 (제안한 방법, guided filter 사용) (i) 노출을 다르게 조절한 HDR 영상 (제안한 방법, 노출을 보정하고 guided filter를 사용)
Fig. 7. Comparison of reverse tone mapping methods (Dyrham image, DRIM images and HDR images with two different exposures) (a) LDR 
image (b) DRIM image[8] (maximum luminance: 1200) (c) DRIM image[8] (maximum luminance: 4800) (d) DRIM image (proposed method using 
guided filter) (e) DRIM image (proposed method using exposure correction and guided filter) (f) HDR image with two different exposures[8] (maximum 
luminance: 1200) (g) HDR image with two different exposures[8] (maximum luminance: 4800) (h) HDR image with two different exposures (proposed 
method using guided filter) (i) HDR image with two different exposures (proposed method using exposure correction and guid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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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부분도 잘 복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uided filter를 사용한 효율적인 reverse 
tone mapping 기법을 제안하였다. LDR 영상은 제한된 밝
기범위를사용하므로아주밝은부분의 밝기는포화된경

우가 많으므로 복원되는 HDR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BEF를 사용하여 밝기가 포화된 부분을 복원하는

방법이많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guided filter를사용
하여 BEF를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상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운 경우에 밝기

범위를확장하기전에노출을보정한 후에 밝기 범위를확

장하고 BEF를 이용하여 밝기가 포화된 부분을 복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복원된 영상의 왜곡 정도를 나타내는
DRIM metric 및 생성된 HDR 영상의 노출을 달리한 영상
등을 이용한 모의 실험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방법은 기존

의방법에비해서우수한화질의 HDR 영상을생성하는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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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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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everse tone mapping 기법 비교 (Graffiti 영상에 대하여 DRIM 및 노출을 달리한 HDR 영상을 사용한 비교) (a) LDR 영상 (b) DRIM 영상[8] 
(최대 밝기: 1200) (c) DRIM 영상[8] (최대 밝기: 4800) (d) DRIM 영상 (제안한 방법, guided filter 사용) (e) DRIM 영상 (제안한 방법, 노출을 보정하고

guided filter를 사용) (f) 노출을 다르게 조절한 HDR 영상[8] (최대 밝기: 1200) (g) 노출을 다르게 조절한 HDR 영상[8] (최대 밝기: 4800) (h) 노출을 다르게

조절한 HDR 영상 (제안한 방법, guided filter 사용) (i) 노출을 다르게 조절한 HDR 영상 (제안한 방법, 노출을 보정하고 guided filter를 사용)
Fig. 8. Comparison of reverse tone mapping methods (Graffiti image, DRIM images and HDR images with two different exposures) (a) LDR image 
(b) DRIM image[8] (maximum luminance: 1200) (c) DRIM image[8] (maximum luminance: 4800) (d) DRIM image (proposed method using guided 
filter) (e) DRIM image (proposed method using exposure correction and guided filter) (f) HDR image with two different exposures[8] (maximum 
luminance: 1200) (g) HDR image with two different exposures[8] (maximum luminance: 4800) (h) HDR image with two different exposures (proposed 
method using guided filter) (i) HDR image with two different exposures (proposed method using exposure correction and guid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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