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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 센서 상에 한 비 개선 방법

박상
*

Contrast Enhancement Method for Images from Visual Sensors

Sang-Hyun Park*

요 약

최근 센서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이 두 기술을 목한 비주얼 센서 기술을 이용하

여 사람이 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환경을 효과 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비주얼 센

서에서 획득된 상은 자연 상을 그 로 반 하기 때문에 날씨나 시간에 따라 상의 품질이 나빠질 수 있

다. 이 논문에서는 비주얼 센서에서 획득되는 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의 비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먼  비주얼 센서가 촬 하는 상에 해서 심 역을 설정하고 심 역의 

컬러 값의 변화를 상의 밝기 값에 따라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상의 고 비 상을 이용

하여 비 상의 비를 개선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비 상의 컬

러 성분들을 복원하여 상의 비를 개선하는 것을 보여 다.

ABSTRACT

Recently, due to the advancements of sensor network technologies and camera technologies, there are increasing needs to effectively monitor the 

environment in a region that is difficult to access by using the visual sensor network that combines these two technologies. Since the image captured by the 

visual sensor reflects the natural phenomenon as it is, the quality of the image may deteriorate depending on the weather or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o improve the contrast of image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images obtained from visual sensors. In the proposed method, we first set the 

region of interest and then analyzes the change of the color value of the region of interest according to the brightness value of the image. The contrast of an 

image is improved by using the high contrast image of the same object and the analysis information. It is shown by experimental results that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the contrast of an image by restoring the color components of the low contrast image simply and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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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센서 네트워크는 많은 센서를 설치하고 이들을 망

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

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응용을 개발하는 기술이다. 

기에는 비교  데이터의 양이 은 온도, 습도 등의 

센서들에 한 연구가 부분이었지만 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상을 용한 센서 네트워크에 한 연구

들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기존 센서들에 해서 

상 정보를 획득하는 센서를 비주얼 센서라고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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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연결하는 망을 비주얼 센서 네트워크(Visual 

Sensor Network : VSN) 라고 한다[1-2]. 

비주얼 센서는 기존 센서에 비해 큰 데이터인 상

을 송하지만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상 동 상을 실

시간으로 스트리 하는 형태로 용되지는 않는다. 기

본 으로 센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망을 구성하는 

각 센서 간의 역폭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센서에 비해 큰 데이터를 충분하지 않은 역폭을 이

용하여 송하게 되기 때문에 비주얼 센서는 일반

으로 정해진 주기로 상을 촬 하고 이를 정지 상 

압축 방법을 용하여 압축하여 망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서버로 송하게 된다[3]. 

비주얼 센서 네트워크의 응용 분야는 원격 감시 

는 찰 분야이다. 주기 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

역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해 필요한 곳에 비주얼 

센서를 설치하고 센서들 간에 망을 형성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 감시나 자연 

찰의 응용들은 획득된 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

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비교  화질이 좋게 설

정하여 운용된다[4-7]. 

비주얼 센서는 동일한 장면에 해서 시간 별로 

촬 된 상을 제공한다. 하지만 날씨나 시간에 따라 

조명의 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상의 화질이 지속

으로 변하게 된다. 특히, 해가 지는 녁 무렵의 상 

화질은 격하게 나빠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주

얼 센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이용하여 획득된 비 

상의 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비 개

선에 한 기본 고려사항과 련 연구들을 설명하고, 

3장에서 제안하는 비 개선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

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

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련 연구

상의 비를 개선하는 방법은 상처리에서 통

으로 많이 연구된 분야로 기본 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Histogram Equalization)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비교  단순하지만 효과가 좋은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의 특성에 따라 

상의 왜곡을 강조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어두운 상과 같이 특정 역에 화소들이 몰려 있을 

때 효과가 히 낮아진다[8]. 

비주얼 센서에서 획득된 상의 특성은 동일한 장

면에 해서 촬 된 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

한 상에 해서 비가 좋은 상을 이용하여 비

가 낮은 상을 보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Jia 

등은 동일한 상에 해서 밝게 촬 된 상을 이용

하여 비가 낮은 상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9]. 하지만 이 방법은 컬러 통계 정보와 공간 인 

제한 요소 등을 고려하며 상 분할을 통해 특징들을 

추출하고 있다. 따라서 계산량이 많다는 단 이 있어 

많은 상을 처리하는 응용에는 맞지 않다. 

비주얼 센서에서 획득된 상은 주기 으로 촬 되

기 때문에 동일한 상에 해서 비가 진 으로 

변하는 것을 추 할 수 있다. Kim 등은 동일한 상

에 해서 카메라의 노출 정도에 따라 비가 진

으로 변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비 개선 방법을 제안하 다[10]. 하지만 이 방

법은 상에 해서 비가 진 으로 변하는 상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 먼  카메라의 노출

값에 따른 색상의 변화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을 이용

하여 비 상을 보정하고 있다. 실험을 통해 여러 

노출값에 해서 그리고 다양한 컬러에 해서 색상 

변화 특성을 측정하 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없이도 

비교  좋은 비 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

지만 비주얼 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미리 실험을 통

해 색상의 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주얼 센서에서 촬 된 상을 이

용하여 컬러 성분별 비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

하여 비 상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방법은 상의 컬러 변화 정보와 비가 좋은 

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 보정 시 계산량이 많지 

않고 미리 실험을 통해 색상의 비 변화 특성을 얻

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주얼 센서 응용에 합하다.

Ⅲ. 제안하는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컬러 값의 변화를 측정할 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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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역은 비가 좋은 상을 이용하여 구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정해진 역들의 컬러 값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비주얼 센서에 의해 획득된 상에 해서 

지속 으로 컬러 성분의 비 변화를 분석한다. 마지

막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된 컬러의 비 

변화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비 상의 

비를 개선한다.

그림 1.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algorithm

3.1 심 역 설정

심 역은 체 상에서 컬러 성분들을 분석할 

역을 말한다. 체 상의 모든 내용을 분석하거나 

상을 분할하는 방법은 계산량이 무 많은 단 이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체 알고리즘의 계산량을 

이기 해 상 상에서 여러 군데 후보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 에서 체 상의 컬러 특성

을 잘 반 할 수 있는 심 역을 선택한다. 

동일한 장면에 해서 표 인 컬러 역을 빠짐

없기 검색하기 하여 먼  등간격으로 후보 역을 

충분히 설정한다. 그림 2는 바닷가를 촬 한 상을 

상으로 가로 방향으로 20개, 세로 방향으로 15개의 

간격으로 격자 모양 형태로 후보 역을 선정한 를 

보여 다. 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색상에 해서 

비 특성들이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들

이 포함될 수 있게 충분하게 후보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심 역 후보 
Fig. 2 Region of interest candidates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등간격으로 충분히 많은 

후보 역들을 선정하면 많은 후보 역들이 동일한 

색상들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태로 컬러

의 비 특성을 분석하게 되면 분석할 데이터가 무 

많고 분석된 내용들도 복된 것이 많아 비 개선 

단계가 비효율 이고 복잡해질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후보 역들  유사한 역

을 통합하여 실제로 컬러값의 변화를 추 할 역들

의 개수를 인다. 이때 컬러값에 해서 k-mean 군

집화 방법을 사용한다. 먼  각 역의 화소들에 해

서 컬러 성분별 평균을 계산한다. 따라서 각 후보 

역은 R, G, B의 세 컬러 성분들의 평균으로 이루어지 

벡터로 표 할 수 있다. 이 값으로 표 된 후보 역

들에 해서 k-mean 군집화 알고리즘을 용하여 비

슷한 컬러 역들을 같은 역으로 모으게 된다.

군집화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 비교  많은 유사한 

역들이 합쳐지게 되는데 이때 합쳐진 역을 그

로 사용할 경우 계산이 크게 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는 심 역들 에서 표를 

골라야 한다. 표 심 역을 단순히 군집의 심으

로 할 경우 군집에 해당되지 않는 역이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군집 내의 역들 

에서 이웃 역들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역으

로 표 역을 선정한다. 그림 3은 그림 2의 후보 

역들에 해서 k 값을 40으로 하여 k-mean 알고리

즘을 용한 결과로 선정된 40개의 표 역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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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mean 군집화를 이용하여 선정된 심 역
Fig. 3 Selected regions of interest using k-mean 

clustering

3.2 컬러 값 특성 분석

첫 번째 단계에서 선택된 심 역들은 비주얼 센

서가 촬 하는 상의 표 인 색상들이 있는 역

들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주얼 센서에 의해서 

상이 촬 될 때마다 각 역에 해서 컬러 성분의 

값과 체 상의 밝기 값을 측정하여 상의 밝기에 

한 컬러 특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컬러 값의 변화 

특성은 수식 형태로 모델링하지 않고 밝기 값에 한 

컬러 성분의 측정값을 표 형태로 장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각 역의 컬러 값 특성은 체 상의 밝기 

값에 한 세 컬러 성분들의 값들로 표 된다. 체 

상의 밝기 값이 유사한 경우에는 각 성분의 값과 

이  값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심 역의 수가 40으

로 설정되면 각 채 별로 40개의 특성 값들이 상의 

밝기별로 장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측정된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의 밝기 값이 불연속 이다. 상을 보정할 때 

상의 밝기 값과 일치하는 값이 표에 없는 경우에는 

장된 밝기 값에 해서 선형으로 보간하여 사용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실험에서는 상의 밝기 값은 50개의 

단계로 나 어 장하 다. 그림 4는 40개의 심 

역  7개의 역에 해서 R 채 의 컬러값의 변화 

특성을 보여 다. 축은 상의 밝기에 한 표의 인

덱스 값을 나타내며, 값이 커질수록 체 상의 밝기 

값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밝기 값이 감소함에 따

라 모든 역의 색상 값들도 감소한다. 하지만 감소하

는 비율이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게 생상

별로 밝기 값에 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특성을 

수집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 4. 7개 역의 R 채  특성
Fig. 4  R channel characteristics of 7 regions

그림 5. 채  특성을 이용한 색상 값 보정
Fig. 5 Adjustment of a color value using channel 

characteristics

3.3 컬러 비 개선

입력 상의 비를 개선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한 채 별 특성 변화 정보를 이

용하여 비 상의 비를 개선한다. 제안하는 알

고리즘은 기본 으로 비 상의 화질의 개선하기 

하여 동일한 장면이 촬 된 고 비 상의 어떤 정

보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즉, 두 번째 단계

에서 구한 컬러 채 별 값들의 변화 특성을 이용하여 

고 비 상에서 참조해야 할 색상정보를 찾는 방법

을 제시한다. 

그림 5는 컬러 값 변화 특성표를 이용하여 각 채

별 색상 값을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한 것으로 

입력된 상의 밝기 값이 이고 상의 특정 화소의 

컬러 채   한 채 의 컬러값이 일 때를 보여

다. 그림 5에서 과 는 각각 1번 심 역과 2번 

심 역의 비가 좋은 상황에서의 색상 값을 의미

한다. 그림에서 는 1번 심 역의 컬러값 변화 곡

선과 2번 심 역의 컬러 값 변화 곡선 사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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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을 보여 다. 다시 말하면, 는 1번 역과 2

번 역의 특성에 가장 유사하고, 따라서 과 의 

값을 이용하여 보정하게 된다.

 ⋅ ⋅,

 


,  


 (1)

보정할 때는 선형 보간 방법을 이용하며, 이때 가

장 유사한  두 역의 컬러값들과의 차이를 가 치로 

이용한다. 은 밝기 값이 일 때 역 1의 컬러값

과 의 차이를 의미하고, 는 밝기 값이 일 때 

역 2의 컬러값과 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값을 가

치로 이용하여 비가 좋은 상의 값들을 선형으

로 보간하면 식 (1)과 같이 의 보정값 를 계산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제안하는 비 개선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비주얼 센서 네트워크 응용에 합한 상을 

촬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촬 된 상은 제안된 

방법에 따라 먼  등간격으로 300개의 심 역 후

보를 선정하 다. 그리고 k 값을 40으로 설정하고 

k-mean 군집화 방법을 용하여 40개의 심 역을 

선정하 다. 촬 된 상에 해서 밝기 값을 50단계

로 하여 각 심 역의 컬러 특성을 분석하 다. 분

석 결과를 이용하여 어둡게 촬 된 상에 해서 제

안된 비 개선 알고리즘을 용하 다.

(a)

(b)

(c)

(d) 
그림 6. 환경 감시 상 (a) 해변, (b) 섬, (c) 호수, (d) 

부두    
Fig. 6 Images of environmental monitoring (a) beach, 

(b) island, (c) lake, (d) wharf  

네 곳에서 상을 촬 하 고 촬 된 상들을 분

석하여 컬러값의 변화 특성을 나타내는 표를 구성하

다. 첫 번째 상 (beach)은 해변에서 촬 된 상

이고, 두 번째 상 (island)은 바닷가를 촬 한 상

으로 멀리 섬들이 보이는 상이다. 세 번째 상 

(lake)은 호수를 촬 한 상으로 상에 배를 띄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상은 부둣가를 촬 한 상으로 여러 의 배가 있고 

배를 리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6은 실험에 사용된 네 곳에서 촬 된 상  

어두울 때 촬 된 비 상을 보여 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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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경우 내용물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a)

(b)

(c) 

(d)
그림 7. 비 개선된 결과 상 (a) 해변, (b) 섬, (c) 

호수, (d) 부두    
Fig. 7 Contrast enhanced resulting images (a) beach, 

(b) island, (c) lake, (d) wharf  

그림 7은 제안된 방법을 용하여 비를 개선한 

상이다. 40개의 비교  은 수의 심 역의  컬

러 특성을 분석하여 비 개선에 용하 지만 화질

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컬러의 재 이 완벽

하지는 않지만 입력 상의 컬러 정보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을 감안하면 컬러가 많이 복원된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주얼 센서를 이용한 환경 감시에

서 비 상의 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비주얼 센서가 동일한 상에 

해서 주기 으로 상을 획득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상의 컬러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와 비가 

뛰어난 상을 이용하여 비 상의 비를 개선

한다. 실험에서 40개의 많지 않은 심 역에 한 

컬러 정보 분석만으로도 상의 비가 많이 개선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방법은 컬러 변

화 특성을 룩업 테이블 형태로 구 할 수 있기 때문

에 입력 상의 비를 계산하는 계산량은 많지 않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센서가 있는 지역을 감시하는 응

용에도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다. 

비주얼 센서 네트워크는 기본 으로 데이터를 수집

하는 망이며, 이 게 수집된 상 데이터는 응용에 맞

게 다양한 상처리 알고리즘을 용하여 사용될 것

이다. 많은 상처리 알고리즘에서 비 개선은 처

리 기능으로 필수 으로 용된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한 비주얼 센서 응용에서 상의 

처리 기능으로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비주얼 센서 상에 한 분석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를 개선한 

상이 그 지 않은 상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상분석에 효과가 있는지를 제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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