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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여러 의 화질 카메라를 이용하여 두 상을 합성 후 명암비 증가와 윤곽선 강조법을 이용한 

상 개선을 하 다. 두 의 라즈베리 카메라를 이용하여 각각의 상을 촬 한 후 매트랩을 이용하여 합성하 다. 

합성 상에 평균 연산(산술, 기하, 조화)을 용한 후 교차 역을 추출하 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추출된 합성 

상에 윤곽선 강조 방법(언샤 마스크 필터, 하이부스트 필터)과 명암비 증가 방법(히스토그램 균등화, 히스토그램 

스트 칭)을 용하여 상 개선 결과를 확인  비교하 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image improvement – we used the contrast ratio and the outline emphasis method after synthesizing two low quality images 

utilized by several low definition cameras. Two raspberry cameras were used to capture each image, and then we synthesized images with MATLAB 

program. After applying the mean computation (alignment, geometry, and harmony) to synthesized image, we extracted the cross-space. In the 

experiment of this study, we identified and compared the improvement consequences of extracted, synthesized image after applying outline 

emphasis(unsharpmask filter, highboost filter) and increasing contrast ratio (histogram uniformity, histogram stretching) to the origin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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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드론(drone)시장의 확장으로 촬 , , 군사, 

산업, 학술 등 많은 분야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헬리캠으로 이른바 

촬 용 드론이 리 활용되고 있다. 사람의 근이 어

려운 곳 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각도와 치에서 촬 할 수 있어 재해 장, 

스포츠 생 계, 탐사 보도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1]. 

드론에 활용되는 카메라는 드론의 특성상 작고 가벼

운 카메라가 활용되며, 이에 따른 상 화질의 감소로 

인하여 피사체의 경계가 뭉게져 보이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는 윤곽선(edge)강조 

방법을 사용한다. 피사체의 윤곽선을 강조하여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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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다. 윤곽선를 강조하는 방법

으로는 원 상과 윤곽선 검출 상을 합성하는 방법

이 사용되며, 윤곽선 검출 방법으로 1차 미분 필터

(filter)로 불리우는 로버츠(Robert), 리윗(Prewitt), 

소벨(Sobel)필터 등이 있고, 원 상과 윤곽선 검출 

상의 합성 방법으로 2차 미분 필터인 라 라시안

(Laplacian)필터를 활용한 언샤 마스크

(Unsharpmask), 하이부스트(highboost)등이 있다

[2-4].

체 으로 밝아 보이거나 어두워 보이는 경우 

는 특정 부분의 밝기 역에서 히스토그램

(histogram)이 편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의 가시

도가 좋지 않다. 상의 명암 비가 높은 경우에는 

상 내에서 어두운 역과 밝은 역을 골고루 포함하

고 있지만, 반 로 낮은 경우에는 특정 역에만 밝기

값이 치 되어있는 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은 

상의 히스토그램의 재배치를 통하여 가시도를 증가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표 인 히스토그램 재

배치 방법으로는 스트 칭(stretching)과 균등화

(equalization)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의 카메라를 여러  

사용하여 얻은 다수의 상을 합성 후에 선명화 작업

을 통해 개선된 상을 얻고자 한다[5-6].

Ⅱ. 본  론

2.1 명암 비 증

히스토그램은 상에서 가장 어두운 역부터 가장 

밝은 역의 범 까지의 명암도에 한 화소(pixel)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수의 집합으로서 명암 비  

명암값 분포에 한 정보를 나타내는 그래 이다. 히

스토그램이 좁은 범 에 분포되어 있으면 상 내의 

명암도의 차이가 기 때문에 명암 비가 좋지 않다. 

반면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면 명암도 차이가 커서 명

암 비가 좋다.

명암 비 증  방법으로는 히스토그램 스트 칭과 

히스토그램 균등화가 있다. 히스토그램 스트 칭

(histogram stretching)은 그림 1(a)과 같이 히스토그

램이 그 이스 일(grayscale) 내의특정 구간에 집

되어 나타나는 명암비가 낮은 상을 그림 1(b)처럼 

히스토그램을 마치 고무  늘이듯이 가로축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그 이스 일  구간에서 히스토그램 그

래 가 골고루 나타나도록 하여 명암비를 높여주는 

선형 변환 기법이다. 결과 으로 히스토그램 스트 칭

을 수행한 상은 명암비가 높아져 그림 1(b)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바 다[7]. 

히스토그램 균등화(histogram equalization)는 히스

토그램의  분포 특성에 근거하여 히스토그램의 

분포를 변경시키는 방법이다. 즉,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히스토그램을 비슷하게 만들어 재배치하여 상 

내에 밝고 어두운 정도를 균일하게 해 다[7-8]. 히스

토그램 균등화를 수행하게 되면 그림 1(c)에서 보인 

바와 같이 상의 명암 비가 높아진다.  

 

(a) 원본
(a) Original

(b) 스트 칭
(b) Stretching

(c) 균등화
(c) Equalization 

그림 1. 히스토그램 분포도
Fig. 1 Histogram distribution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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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윤곽선 강조

필터링(filtering)은 특정 주 수 성분의 통과 유무

를 의미하고, 공간 필터링은 상 신호에 하여 공간 

역에서의 필터 처리를 통해 상의 세부 정보를 향

상시키는 방법이다. 공간 필터링의 종류에는 평균값 

필터, 언샤 마스크 필터  하이부스트 필터 등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언샤 마스크 필터, 하이부스트 필

터를 사용하여 상 화질 개선을 진행하고자 한다.

언샤 마스크 필터는 2차 미분을 이용하는 윤곽선 

강조 필터로서 상과 라 라시안 미분 연산자를 사

용하여 명암의 불연속 을 강조하고 윤곽선을 날카롭

게 만들어 다. 알고리즘 구  방법으로는 하나의 마

스크를 이용하는 형태로 상을 선명하게 만들어 다

[8]. 

하이부스트 필터는 언샤 마스크 필터의 수정된 형

태로써 어두운 상이 입력되었을 때 체 인 밝기

를 밝게 조정하고, 윤곽선을 강조해 으로써 더욱 선

명하게 해주는 필터이다.

(a) 원본
(a) Original

 
(b) 언샤 마스크
(b) Unsharpmask

(c) 하이부스트
(c) Highboost

그림 2. 윤곽선 강조 필터 비교
Fig. 2 Comparing of outline emphasis filter

그림 2는 원본에 윤곽선 강조 필터를 용한 결과

이다. 그림 2(b)보다 그림 2(c)가 더 밝다.

언샤 마스크 필터와 하이부스트 필터의 차이 은 

밝기이다. 언샤 마스크 필터는 상 윤곽선 부분만을 

날카롭게 함으로써 상의 체 인 부드러움은 살리

고, 선명도는 높이는 반면, 밝기의 변화는 없으나 하

이부스트 필터는 상의 윤곽선를 선명하게 하는 동

시에 체 인 밝기를 더 밝게 해주는 필터이다.

Ⅲ. 실험  고찰

본 논문에서는 화질의 상에 2 가지의 명암 비 

조   윤곽선 강조 필터를 각각 용하여 상의 선

명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명암 비 조  방법으로는 

히스토그램 균등화  스트 칭을 사용하고, 윤곽선 강

조 필터로는 언샤 마스크 필터  하이부스트 필터를 

사용한다[9]. 

(a) 히스토그램 균등화  언샤 마스크 필터
(a) Histogram equalization and unsharpmask filter

(b) 히스토그램 스트 칭  언샤 마스크 필터
(b) Histogram stretching and unsharpmask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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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히스토그램 균등화  하이부스트 필터
(c) Histogram equalization and highboost filter

(d) 히스토그램 스트 칭  하이부스트 필터
(d) Histogram stretching and highboost filter

그림 3. 필터 비교
Fig. 3 Comparing of filter

그림 3은 명암 비 조   윤곽선 강조 필터를 각

각 용한 상이다. 언샤 마스크 필터와 하이부스트 

필터는 기존 상의 밝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밝

은 상에는 언샤 마스크 필터를 용하여 윤곽선만 

강조하며, 어두운 상에는 하이부스트 필터를 용하

여 윤곽선 강조와 동시에 좀 더 밝은 상을 얻을 수 

있다. 윤곽선 강조 필터와 명암 비 조 을 동시에 했

을 경우, 히스토그램 균등화는 스트 칭에 비해 잡음

이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윤곽선 

강조 필터를 같이 사용할 경우 히스토그램 스트 칭

을 사용한다[10].

그림 4는 상 합성실험에 사용할 카메라를 설치한 

모습이다. 상합성은 MATLAB을 활용하 으며, 카

메라의 높이는 같게 하여 두 상의 세로축은 같게 

하 다. 두 상의 RGB 값을 비교하여 상이 교차

하는 부분을 추출한 후, 평균 연산을 통하여 상을 

합성하 으며, 이때 사용된 평균 연산으로는 산술, 기

하, 조화평균이 있다[11].

그림 4. 카메라 설치 모습 
Fig. 4 Form of setting camera

(a) 산술평균
(a) Arithmetic mean

(b) 기하평균
(b) Geometric mean

(c) 조화평균
(c) Harmonic mean

그림 5. 합성 상 비교
Fig. 5 Comparing of composi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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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thmetic 

mean

Geometric 

mean

Harmonic 

mean

R 187 182 187

G 138 123 116

B 150 135 130

표 1. 평균 연산에 따른 RGB값 비교
Table 1. Comparing of RGB table on average 

calculation

그림 5는 각 평균에 해 용한 합성 상이며, 

앙의 빨간색 상에 한 RGB 값을 표 1에 나타내

었다. 표 1을 확인하면 조화평균을 용하 을 때, 

상의 색상이 원래의 색상과 가장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조화평균을 사용하여 얻은 합성 상에 

언샤 마스크 필터와 히스토그램 스트 칭을 사용하

여 화질 개선 방법을 용한 상이다. 한 표 2는 

그림 6의 개선 상에 한 RGB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상에 비하여 화질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개선 상
Fig. 6 Improvement image

Composite image
Improvement 

image

R 187 168

G 116 59

B 130 85

표 2. RGB값 비교
Table 2. Comparing of RGB

Ⅳ. 결  론

고화질의 상을 얻기 해서는 고가의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고 부피와 무게가 커진다. 본 논문의 목

은 고화질의 크고 무거운 카메라 신 가의 화질 

카메라 여러 를 이용해 상을 얻어 필터를 통해 

개선된 상을 취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상합성 시에 사용되는 평균 연산 

에 조화평균이 원색과 가장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고 필터 비교 실험을 통해 명암 비 증  방

법  윤곽선 강조 필터와 같이 사용 시 균등화보다 

스트 칭이 잡음이 으므로 상 개선에 더 효과

임을 확인하 다. 윤곽선 강조 필터인 언샤 마스크 

필터와 하이부스트 필터는 입력 상의 밝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향후 상 처리 시간 단축과 함께 동일지 을 여러 

측면에서 촬  후 얻은 많은 상을 처리하고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에 카메라를 탑재하여 상공에서 실

시간으로 촬 하는 상을 고화질로 개선할 수 있도

록 폭넓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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