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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디스플레이 및 영상 취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보다 더 섬세하고 선명한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뛰어난 

해상도를 가지지만 영상 내에서 가장 밝은 부분도 

사람의 눈으로 관측되는 실세계의 밝기와 비교하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이는 카메라에 사용되는 CCD

(charge coupled device) 또는 CMOS(comple-

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센서의 동적

범위가 실제 환경의 동적범위보다 낮아서 장면이 가

지는 밝기 범위를 모두 표현할 수 없다[1]. 따라서 

카메라가 가지는 제한된 동적범위를 향상시켜 실세

계의 장면과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영상을 얻기 위해

서 HDR(high dynamic range) 영상 취득 기법이 연

구되어 왔다[2]. HDR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대

표적인 방법은 8비트 화소 값의 동적 범위를 16비트 

혹은 32비트로 확장시키는 것이며, 이는 기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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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추가적인 밝기 단계를 생성시켜 명암 차이를 

더 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가우시안 피라미드(Gaussian pyr-

amid) 및 라플라시안(Laplacian) 피라미드 영상을 

생성하여 융합하는 방법이 있는데[3], 이는 일반적인 

HDR 영상 생성기법에 사용되는 휘도(luminance) 값 

기반 톤 매핑(tone mapping)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고

해상도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

들 두 가지 HDR 영상 취득 방법은 공통적으로 서로 

다른 노출 값으로 촬영된 다수의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촬영된 단일 영상을 HDR영상으로 바

꿀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사용되는 영상의 촬영 조

건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HDR 영상은 

필수적으로 영상의 생성 과정에서 부동 소수점을 사

용하도록 색상의 비트 확장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런 

섬세한 단계를 표현하려면 매우 고가의 디스플레이

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최근 HDR 기법은 일반적인 

디스플레이가 지원하는 정수형 32비트 내에서 톤 매

핑을 수행하여 HDR 영상에 최대로 근접한 LDR(low

dynamic range) 영상을 얻는 기법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4].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영상을 요구하는 기존 HDR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일 영상만을 사용하

면서, 비트 확장의 수행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상

적으로 노출 영상을 다수 생성하여 융합하는 고품질 

영상 취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제안한 기

법은 영상의 통계적 분포를 전역적으로 변경하는 히

스토그램 명세화(specification)를 통해서 각기 다른 

여러 노출 영상들로 생성하고, 각 영상의 화소 값을 

국부적으로 조정 가능한 통계적 편차 방식으로 원하

는 평균 밝기와 표준편차를 갖는 영상으로 변형시킨

다. 최종적으로 이들 영상에 대해 노출 융합(expo-

sure fusion)이 적용되어 우수한 HDR 결과 영상을 

얻는다.

2. 관련 기술 및 연구

2.1 High Dynamic Range

사람의 눈은 최대 약 1,000,000:1이라는 매우 폭 

넓은 밝기 동적범위를 인지한다. 이는 눈이 인지하고 

있는 장면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변할 때 걸

리는 약간의 지연과 화학적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만[2], 일반적으로 눈이 인지하는 평균 동적범위

는 10,000:1 정도이며, 디스플레이 기술로 표현할 수 

있는 밝기 동적범위인 500～1,000:1에 비하면 훨씬 

큰 범위라고 할 수 있다[3]. Fig. 1은 인간시각시스템

과 디스플레이 장치의 동적범위를 보여준다.

인간의 시각 체계에서 빛을 감지하는 세포는 간상

세포체(rod)와 원추세포체(cone)가 있다. 간상세포

체에서는 명암을 감지하는 세포로 흑색에서 백색에 

이르기까지의 색을 감지하며 어두운 곳에서 주로 활

동한다. 원추세포체는 세부 시각 및 색채를 감지하고 

주로 밝은 곳에서 활동한다. 인간의 시각 체계가 가

지는 동적 범위는 8비트 정수로 표현되는 카메라의 

동적 범위보다 매우 넓기 때문에, HDR의 비트 확장

을 통하면 간상체와 원추체로 하여금 더 넓은 동적 

범위의 섬세한 영상을 감지하게 할 수 있다.

2.2 톤 매핑

톤 매핑은 HDR 영상이 생성될 때 비트 확장에 

의해 넓은 범위로 확장된 화소의 밝기 값이 일반 디

스플레이 장치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밝기 톤을 축소

하는 기술이다[5]. 대표적으로 Reinhard 방식과 Filmic

방식이 있다. Reinhard가 제안한 방식은 영상 화면의 

평균 휘도를 

Moonless Full Moon Twilight Indoor Daylight

Cones

Rods

32-bit floating point HDR displays

8-bit displays

1E-6 1E-4 1E-2 1E+0 1E+2 1E+4 1E+6

cd/m2

Fig. 1. Dynamic range of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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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log   (1)

와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은 영상 화소의 전체 개

수이며 는 좌표 에서의 휘도 값,  는 

log을 피하기 위한 아주 작은 값을 가지는 임의의 

상수이다. 이 평균 휘도를 이용한 휘도 조정은 다음 

식과 같다.

 


(2)

    log  



Reinhard는 α를 scale된 휘도 값의 범위를 정의하

는 key parameter라고 명명했다. α값이 커지면 scale

된 휘도 값이 더 큰 범위로 확장되어 영상이 더 밝은 

출력을 가지게 된다. 휘도를 [0, 1] 범위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이 사용된다.

 


(3)

조정된 휘도 값이 작을 경우, 식(3)은 휘도 값을 

거의 압축하지 못하지만 값이 커지는 정도에 따라 

압축 효율이 비례한다. Reinhard 톤 매핑은 고 휘도

를 효과적으로 압축 할 수 있으며 Fig. 2와 같은 그래

프를 그린다.

Reinhard에 의해 제안된 톤 매핑 방식은 log 함수 

그래프를 그리며, 모든 색상에 대해 휘도를 적용할 

수 있지만 1을 넘기지는 않는다. 그 결과, 고 휘도 

부분이 약간 어두워지는 현상이 발생되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정 휘도를 기준으로 기준치 이상

의 휘도 값을 최대로 강제시키는 White Point

( )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4)

John Hable에 의해 제안된 Filmic 기법은 색상에 

따른 휘도 값이 Fig. 3(b)에서처럼 S자 형태의 그래

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Reinhard

방식보다 더 밝게, 어두운 영역에서는 더 어둡게 표

현하는 기법이다[6].

(b)는 (a)의 좌측 하부 영역을 확대한 그래프로 

Filmic 톤 매핑의 그래프 곡선이 Reinhard의 그래프

보다 아래쪽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유사 HDR

과거 디스플레이 장치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HDR 영상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

만, 최근 HDR을 지원하는 TV 및 모니터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HDR영상과 유사한 의사 고화질(pseudo

HDR) 영상을 취득하는 기법이 제안되고 있다[7]. 이

들 유사 HDR 영상의 처리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

면 실제 장면의 색역(color gamut)을 표현장치의 한

계로 전부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휘도 값을 따로 

저장 및 표현함으로써 더 많은 단계의 밝기를 표현하

는 기법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영상의 명도와 대비 

등을 조절하여 근사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실세계

Fig. 2. Reinhard tone mapping graph.

(a)

(b)

Fig. 3. Reinhard, Filmic tone mapping comparison graph. 

(a) General graph (b) Lower left magnified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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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빛에 의해 발생되는 산란 효과 등은 눈의 착시

를 이용하는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러

한 방식들은 영상이 가지고 있는 색감이나 명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파라미터 값들을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하므로 많은 계산이 요구된다

는 특징이 있지만, 비트 확장을 거치지 않고 LHR영

상에서 HDR 영상과 유사한 고품질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와 게임 및 영

화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이용된다[7].

3. 제안한 방법

3.1 제안한 알고리즘의 개요

기존 기법으로 HDR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노출이 다른 다수의 영상을 촬영해야만 한다. 이는 

많은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기존에 촬

영된 단일 영상에 대해서는 HDR 영상을 만들 수 없

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단일 영상에서 고품질의 HDR 영상을 생성할 수 있

는 기법을 제안한다. Fig. 4는 제안한 기법의 블록도

를 보여주며, 입력된 영상의 색상 포맷이 HSV 형식

으로 먼저 변환된 후, 명도 채널이 히스토그램 명세

화를 통해 3가지 다른 노출 영상으로 변형된다. 그 

다음 통계적 편차 방식으로 이상적인 고품질 영상의 

밝기의 분포로 변경되고 이 때 발생되는 미세한 몽롱

화 현상을 보상하기 위해 선명화처리가 적용되며, 최

종적으로 노출 융합을 수행하여 HDR 결과 영상을 

취득한다.

3.2 다수 노출 영상 생성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변형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분포를 갖는 전역적 변형 기법을 히스토그램 

명세화라고 한다[8]. 기존 HDR 방식에서는 노출 값

이 다르게 획득된 다수의 영상을 이용하여 노출융합

을 이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단일 영상을 사용하

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노출 값이 다른 영상을 생성해

야 한다. 히스토그램 상에서 분포형태가 왼쪽 영역에 

밀집된 어두운 영상과 오른쪽에 치우친 밝은 영상을 

히스토그램 명세화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아래의 수식에서처럼 입력 밝기 값을 라 할 때,

의 통계적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

tion)  를 적분하여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를 얻는다. 는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의 밝기 값 변수라고 할 때,  는 원하

는 분포의 확률밀도함수(desired pdf)이고 이를 적분

하여  를 얻고 역함수를 취한다. 얻어진 역함수

에 입력 값의 적분 함수를 적용하여 지정 값 를 재배

치하면 원하는 분포로 영상을 변형시킬 수 있다.

  




 

  




  (5)

  
   

  

Fig. 5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어두운 영상과 밝은 

영상 생성에 사용된 desired 확률밀도함수이고 Fig.

6은 히스토그램 명세화가 적용된 영상의 예이다.

3.3 통계적 편차기법

일반적으로 영상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Fig. 4. The proposed algorithm using a single image.

(a) (b)

Fig. 5. Two desired probability functions. (a) Dark (b)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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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R 영상 생성기법은 영상이 가지는 전체적인 색감

에 따라 세부 파라미터 값을 매번 다르게 수동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작업이 매우 불편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Kruskal Wallis

에 의해 제안된 통계적 편차 계산 방식을 사용하여 

영상의 화소 값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평균과 표준편

차 값이 되도록 국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9].

  


  (6)

여기서, σ와 m은 화소  에서 국부 창(local

window)에 속한 입력영상의 표준편차와 평균이며,

 는 입력 화소 값, 와 는 희망하는 출력영상

의 표준편차와 평균, 는 표준편차 값이 작을 때의 

너무 큰 값의 출력을 방지하는 gain factor, 는 배경 

강도에 대해 edge 비율을 제어하는 controlling fac-

tor를 각각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Wallis가 제안

한 이상적인 영상의  ,  , , 인 8.5, 128, 1/6, 0.1을 

사용하였으며, Fig. 7은 상용 소프트웨어 Photoma-

tix pro를 이용하여 작업한 HDR영상과 제안한 기법

인 식(6)의 통계적 편차기법을 적용한 결과의 비교인

데, 평균적으로 채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노출 융합

노출 융합은 HDR 영상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수

행되는 처리로써 비트 확장을 거치지 않고 노출이 

다른 영상을 융합하여 고품질 영상으로 만드는 기법

이며, 본 논문에서 사용된 노출 융합법은 Tom

Mertens 등이 제안한 기법을 이용하였다[10]. 사용된

명도기반 exposedness 가중치(E)는 아래의 Gaus-

sian curve에 의해 융합 가중치를 결정받게 된다.

  exp
  (7)

여기서 는 0.2를 사용하였으며, [0,1]사이의 명도 

값이 0.5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융합에 크게 기여하

게 된다. 최종 영상의 가중치는

   
 ×  

 ×  
 (8)

이며, 는 대조, 는 채도를 의미하며 는 명도 값에 

식(7)이 적용된 값이다. 첨자   는 번째 노출영상

의   픽셀을 의미하며, 지수 계수 는 해당 계수가 

0이 될 때, 그 항목이 1이 되므로, 해당 항목을 고려하

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채도의 지수 계수

인 =0이면, 채도 항목이 1이 되므로 채도를 반영하

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종적으로 노출 융합 영상의 

화소 값은 식(8)의 가중치에 의해 개의 영상이 융합

하게 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실험 절차

(a) (b) (c)

Fig. 6. Histogram specified images. (a) Original (b) Dark (c) Bright.

(a) (b)

Fig. 7. HDR and statistical differenced images. (a) Photomatix pro (b) The statistical differencing used in th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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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단일 영상을 이용하는 제안한 기법과 

노출 값이 다른 여러 영상을 이용하는 Adobe Photo-

shop의 HDR Pro 및 HDRsoft의 Photomatix Pro를 

사용한 결과 영상을 비교하였다. Table 1은 실험에 

사용된 영상의 환경변수이고 야간과 주간에 촬영된 

영상을 실험영상으로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HDR 영

상 취득 방식을 위해 노출이 다른 3장의 영상을 이용

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입력 영상으로는 EV 0 영상

만을 사용하였다.

Fig. 8과 9의 (b)는 Photoshop (c)는 Photomatix로 

생성된 영상이다. 이 결과에서 주관적 평가를 하면,

(b)영상은 배경의 어두운 영역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고 (c)영상에서는 밝기와 대조가 향상되어 객체의 

선명도가 개선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어두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의 결과 영상에서는 밝

기와 선명도 및 채도가 향상되어 영상의 전체적인 

가시성이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Table 2에 명도와 채도 값 및 수행 시간을 비교

하였다. Fig. 8과 9의 결과 영상에서 확인한 것과 같

이 Photoshop으로 생성한 영상에서는 전체 밝기가 

향상되었고, Photomatix의 영상은 객체의 선명도는 

개선되었지만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가 어두워졌음

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의 영상은 

어두운 영역의 밝기를 개선하고 채도의 향상으로 대

나무의 시인성이 더 좋아졌음이 확인된다. 알고리즘 

수행 속도에서 기존방식은 여러 장의 영상을 융합만 

하면 되므로 비교적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제안

한 방식은 1번 실험영상처럼 큰 해상도의 영상에서

는 기존 기법보다 느린 속도를 보이나 작은 해상도를 

가진 2번 영상에서는 더 빠른 속도를 보였다.

Table. 1. Test image setting

Image
Parameter

Test image #1 Test image #2

Exposure Compensation EV 0 EV -1 EV +1 EV 0 EV -2 EV +2

Aperture f/5.0 f/8.0

Shutter 13s 8s 30s 0.3s 0.08s 1.3s

ISO 500 100

Resolution 4500 × 3000 2048 × 1365

(a) (b)

(c) (d)

Fig. 8. Results of test image #1. (a) LDR image with Ev 0 (b) HDR Pro (c) Photomatix Pro (d) Th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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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HDR 기법들이 여러 영상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 영상

만을 이용하여 HDR 영상을 취득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제안한 방식은 단일 영상으로부터 히스토그램 

명세화 방식을 채택하여 입력 영상의 분포를 전역적

으로 수정한 후, 노출이 다르게 촬영된 영상을 가상

적으로 만들고, 화소 값의 국부적 변형이 가능한 통

계적 편차법으로 최적의 화소 분포가 되도록 미세 

조정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여러 장의 영

상 촬영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촬영된 한 장의 영

상에서도 HDR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고,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인 Photoshop의 HDR Pro와 HDRsoft의 

Photomatix Pro와 비교하여 채도가 높으면서 명도

가 적절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크기가 작은 영

상에서는 기존 방식보다 빠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향

후에는 통계적 편차 방식에 의해 영상이 블러링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4K급 이상 영상에서 급격히 느려

지는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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