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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디지털 사진 기술이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인간 시각 시스템(Human Visual System)

의 수준에 맞춰지기 까지는 현재 기술적 상용 서
비스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사람이 일상생활
에서 눈으로 보는 실세계 장면은 영상에서 다루
는 시각적 범위보다 훨씬 넓고 많은 값들을 가진
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가 칼라 사진을 저
장하는데 필요한 색상 정보는 픽셀당 24-비트를 
요구하지만, 이는 사람 눈으로 보는 동적 범위를 
모두 재생할 수 없다[1]. 

장면에 대해 래디언스 동적 범위와 칼라 가무
트를 저장하는 높은 동적 범위(HDR) 영상은 이
러한 동적 범위를 모두 보유하는 발전된 형태의 
디지털 사진 기술이다. 이러한 HDR 사진 영상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
로, HDR 영상에 대한 JPEG-하위 호환적 압축[2], 

HDR 래디언스 맵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방법[3], 

HDR 영상에 대해 LDR 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톤 매핑(Tone mapping) 방법[4], 사진 영상의 장
면 분석과 이해를 위한 HDR 영상 시각화[5] 등
이 연구되고 있다. HDR 영상 시각화는 대조-개
선과 동적 범위 압축과는 구별되는 기술로써, 시
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진 장면으로부터 
영상을 얼마나 잘 변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장면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하고, 자
연스러운 영상을 생성하여 인위성을 제거하는 것
이 핵심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HDR 영상에서 최적의 시각화
를 위해, 사진 영상의 휘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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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높은 동적 범위(HDR) 영상는 일반적인 표준 디지털 영상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동적 범
위를 처리하는 디지털 영상 처리 기법이다. 이러한 HDR 영상에 대한 사실적 디스플레이를 위한 톤 
매핑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화면 휘도 분석을 위한 HDR 영상의 과학적 시각화는 주목을 받
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DR 영상에서 색상 정보의 재생과 시각화를 위한 접근 방법을 제시
한다. 색상 시각화 함수들을 구현하고, HDR 영상의 일반적인 평가요소에 따라 시각화 효율성에 대

해 평가한다. 

ABSTRACT

High dynamic range (HDR) imaging is a techniques used in imaging to reproduce a greater dynamic range of 
luminosity than is possible with standard digital imaging. Tone mapping of HDR images for realistic display is 
commonly studied. However, scientific visualization of HDR image for analysis of scene luminance has much less 
attention. In this paper, we present and implement a simple approach for the reproduction and visualization of 
color information in HDR images. We attempt several simple color visualizing functions, and estimate their 

effectiveness through the evaluation factors with common HDR images. 

키워드

높은 동적 범위 영상, HDR 영상, 색상 시각화, 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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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색상 표현 방법이 
시각적 묘사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
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Ⅱ. 본  론

2.1. 알고리즘 흐름
본 논문에서는 HDR 영상에서 시각화를 위한 

모든 정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은 HDR 영상의 색상 시각화를 
생성하기 위해 적용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색상 
시각화에 따라 여러 매핑 함수를 실험적으로 평
가한다. 

그림 1. 시스템 흐름도

그림 1에서와 같이, sRGB의 선형 색상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휘도 값으로 변환한다. 이는 빛의 
값이 어두운 전이를 쉽게 나타내는 HSV로의 색
상 공간 변환을 의미하며, 255보다 큰 포화 픽셀
에서 sRGB가 색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을 상
쇄하기 위함이다. 색상 공간 변환을 위한 휘도 정
보는 아래의 수식을 통해 계산된다.

  × × ×

Yh는 HDR 영상의 휘도를, Rh, Gh와 Bh는 각각 
HDR 여상의 픽셀 값을 의미한다. HSV 색상 공
간이 비록 원형 체적을 포함하지만, 가시성을 극
대화하기 위한 가장 높은 값과 채도를 가지기 때
문에 단일 색조값을 사용한다. 휘도 함수를 위한 
색조 각도는 수식(1)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1)

색상 시각화 함수 CV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

세하게 설명한다. HSV 색상 공간에서, 에서의 

색조 각도는 청색 색상에 대응되며, 
에서 사이의 색조 각도는 청색에서 보라색
으로 전이되는 색상을 표현한다. 따라서 색조 원
형에서 보라색 부분을 해당하는 높은 휘도는 제
외하고 색조값을 산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HDR 영상의 색상 시각화를 얻기 위해 계산된 
HSV값들은 다시 RGB 색상 공간으로 변환된다. 

2.2절 색상 시각화 함수
색상 시각화의 다양한 평가를 위해 수식(1)에서 

선형 스케일링 함수, 로그 매핑 함수와 S자 모델 
함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첫 번째 색상 시각화 함수는 선형적으로 절삭
하는 스케일링 함수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는 백분율에서 m번째 값을, ∙  ÷ 

은 주어진 백분율에서 입력을 절삭하는 연산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로그 매핑 함수로,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logmax   logmin  
log   logmin  

는 검정색 픽셀의 특이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
용된 충분히 작은 정수 값이다. 

세 번째는 S자형으로 매핑되는 함수이며, 다음
과 같이 계산된다. 

  


    


∙

는 사용자 지정의 작은 값이며, 는 로그-평
균 휘도를 의미한다.

Ⅲ. 실 험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그림 2와 같이 관련 연
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HDR 영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a) BottlesSmall (b) ForestPath

(c) MpiAtrium (d) Mpi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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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HDR 영상에서 3개의 색상 시각화 함
수에 대해 휘도를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절대 
평균 오차(RMAE)와 잡음 비율 신호(SNR)를 통
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RMAE와 SNR을 계산
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min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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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min

  ′ 



minmin

  ′ 





  ×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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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 Gh와 Bh는 HDR 영상의 픽셀을, R'h, G'h와 
B'h는 복구된 HDR 영상의 픽셀을 각각 의미한다. 

각 HDR에 대해, 앞 절에서 설명한 수식을 통해 
색상을 표현하고, 복구된 출력 영상과의 RMSE, 

SNR을 각각 계산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표1은 실험에 사용된 7개의 HDR 영상에 대한 
결과이다. 실험에서 S자형 매핑 함수에서 다른 2

개의 색상 시각화 함수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화일명 크기
동적 
범위

적용 
함수

RMAE SNR

Bottles 
Small

688*912 4.8

CVm 2.45 1.64

CVl 8.94 5.92

CVs 1.18 13.71

Forest 
Path

1536* 
2048

4.1

CVm 8.26 7.34

CVl 4.81 11.82

CVs 1.19 26.92

Mpi 
Atrium

676* 
1024

4.4

CVm 6.79 0.32

CVl 4.22 4.75

CVs 7.17 16.40

Mpi 
Office

676* 
1024

4.1

CVm 3.96 4.42

CVl 2.05 9.28

CVs 3.69 21.56

Nany 
Church

2048* 
1536

5.2

CVm 2.57 5.93

CVl 1.70 8.34

CVs 1.82 22.97

Oxford 
Church

1200* 
1013

5.2

CVm 2.57 5.93

CVl 1.70 8.34

CVs 1.82 22.97

Seymour 
Park

2160* 
3840

4.5

CVm 3.96 14.40

CVl 2.56 18.34

CVs 5.11 29.68

표 1. 실험 결과 (        )

Ⅳ. 결  론

HDR 영상을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상으로 사
실적 표현을 지원하는 톤 매핑이 많이 연구되는 
반면에, 사진에 대한 휘도 분석을 통한 시각화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HDR 영상
정보의 시각화와 재생성을 위해 3개의 색상 시각
화 함수를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S

자형 매핑 함수가 휘도 측면에서 선형 스케일링
과 로그 매핑 함수보다 성능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NancyChurch (f) OxfordChurch

(g) SeymourPark

그림 2. 실험에 사용된 HDR 영상들

(a) 5% 절삭한 선형 
스케일링 함수

(b) 로그-매핑 함수

(c) S자형 매핑 함수

그림 3. HDR 영상에 대한 색상 시각화 함수를 

적용한 결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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