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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냉각형 적외선 검출기를 사용한 적외선 열상 카메라의 영상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고 신호 증폭에 의한 노이즈로 인하

여 피사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인간의 시각모델을 기반으로 한 레티넥스 알고리즘은 콘트라스트 향상 및 컬러 재

현성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적외선 열상 이미지와 같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은 영상에 레티

넥스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콘트라스트가 감소하고 이미지 품질이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열상 이미지의

특성에 적합한 레티넥스 알고리즘 기반의 화질 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콘트라스트 개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다이

나믹 레인지 압축 함수를 사용하였고, 국부적인 윤곽과 노이즈를 개선하기 위해 콘트라스트 보상 처리를 영상의 합성 과정에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영상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적외선 열상 이미지의 화질 개선

에 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output image of the uncooled thermal infrared camera is difficult the identification of target because of the limited

dynamic range and the various noises. Retinex algorithm based on the theory of the human visual perception is known to

be effective contrast enhancement technique. However, the image quality is insufficient when it is adopted to the narrow

dynamic range image as the infrared imag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revised retinex algorithm to enhance the

contrast of the infrared image. To improve the contrast enhancement performance, we designed the new dynamic range

compression function instead of log function. To reduce the noise and compensate the loss of edge, we added the contrast

compensation procedure in the MSR image gener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output picture comparing and numerical

analysis,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the better contrast enhancement performance and the more suitable method for the

infrared image enhancement.

Keywords : image processing, thermal infrared, dynamic range, contrast, retinex

Ⅰ. 서  론

적외선 열상 카메라는 적외선 검출기(Infrared Focal

Plane Array; IRFPA)를 이용하여 피사체에서 방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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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파장대역의 복사 에너지를 검출하고 검출된 신

호의 증폭 및 디지털 신호처리 과정을 거쳐 영상 신호

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영상 장비[1]이다. 적외선 열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조명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

며 부가적인 외부 광원이 없어도 원거리의 피사체를 인

식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지만

비싼 가격, 큰 크기, 높은 소비 전력 등의 문제로 야간

투시경 및 미사일 유도장치 같은 군수용 장비에 국한되

어 사용되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의 발전 및 소재의

다양화로 인하여 저가격, 저전력화가 가능해지면서 의

료, 산업, 방재 등의 민수용 장비로 그 응용 분야와 수

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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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검출기는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변하게 되면 픽셀들의 응답 특성이 불균일

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일성은 출력 영상

에 다양한 형태의 노이즈로 나타나게 되어 화질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신호처리를 이용한 불균일성 보정

(Non-Uniformity Correction; NUC) 과정이 반드시 필

요하다. 또한, 불균일성 보정 처리를 수행하더라도 적외

선 검출기에서 출력된 신호는 그 크기가 매우 미약하고

외부 환경 변화 및 내부 발열 등의 노이즈에 취약한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이용하여 생성

한 출력 영상은 가시광선 파장대역을 검출하는 CCD 센

서를 장착한 카메라의 출력 영상에 비해서 감도가 낮고

콘트라스트(Contrast)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영상의 화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인간의 시각에 관한 모델을 정의한 레티넥스(Retinex)

이론
[2]
을 바탕으로 설계된 레티넥스 알고리즘

[3]
은 다이

나믹 레인지 압축(Dynamic Range Compression) 및 컬

러 재현성(Color Constancy)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성

능을 나타낸다. 레티넥스 알고리즘의 처리 과정은 로그

(Log) 연산을 근간으로 가우시안 필터(Gaussian Filter)

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의 조명 성분(Illumination)을 추

정하고 입력 영상으로부터 조명 성분을 제거하여 피사

체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반사 성분(Reflectance) 영

상을 획득한다. 가우시안 필터의 크기 별로 반사 성분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합성한 다음, 컬러 복원 및 게인

(Gain)과 옵셋(Offset) 처리를 적용하여 출력 범위로 변

환하면 최종 결과 영상이 생성된다. 레티넥스 알고리즘

을 적용한 영상은 전역적인 콘트라스트는 향상되지만

조명 성분의 추정 과정에서 가우시안 필터의 영향으로

인하여 국부적인 콘트라스트의 손실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적외선 열상 카메라의 영상과 같이 다이나

믹 레인지가 좁고 휘도 분포가 고르지 못한 영상에 레

티넥스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콘트라스트가 감소하고

노이즈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화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레티넥스 알고리즘을 수정 및 보

완하여 적외선 열상 이미지에 적합한 화질 개선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레티넥스 알

고리즘에서 반사 성분의 생성을 위해 사용하는 로그 함

수 대신 적외선 열상 이미지의 특성에 적합한 다이나믹

레인지 압축 함수를 적용하여 반사 성분 영상을 생성하

고, 조명 성분 추정 과정에서 손실된 콘트라스트의 복

원과 노이즈 성분의 제거를 위해 콘트라스트 보상 함수

를 반사 성분 영상의 합성 과정에 적용한다. 합성된 반

사 성분 영상에 게인과 옵셋 처리를 거쳐 출력 스케일

로 변환하여 최종 영상을 생성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Ⅱ장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Ⅲ장에서 알고리즘의 실험 및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 결론을 서술하였다.

Ⅱ. 제안한 화질 개선 알고리즘

1. 레티넥스 알고리즘

D. J. Jobson등이 제안한 레티넥스 알고리즘은 인간

이 인지하는 빛의 밝기는 조명 성분과 반사 성분의 곱

으로 이루어지며, 반사 성분이 색상의 인식에 주된 영

향을 준다는 E. Land의 레티넥스 이론을 근간으로 한

다. 레티넥스 알고리즘의 기본 구현 개념은 영상의 인

지에 영향을 주는 조명 성분과 영상의 특징을 반영하는

반사 성분을 분리해내어 조명 성분의 영향을 제거하고

반사 성분을 강조하여 입력 영상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압축하고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1)

식 (1)은 레티넥스 이론을 정의한 것으로  는 입력

영상을 의미하고,  는 영상의 화소 좌표를 의미하

며, 은 반사 성분을 의미하고, 은 조명 성분을 의미

한다. 입력 영상의 실제 밝기와 인간의 시각이 인지한

영상의 밝기는 로그 관계가 성립한다는 Weber의 법칙

(Weber-Fechner's Law)[2]에 따라 식 (1)을 로그 스케

일로 변환하면 아래의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log  log  log  (2)

가. SSR(Single Scale Retinex) 알고리즘

SSR 알고리즘은 먼저 조명 성분을 추정하기 위해 입

력 영상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고, 이렇게 추정된

조명 성분을 입력 영상으로부터 제거함으로서 반사 성

분을 획득한다.

   log  log  ∗    (3)

는 입력 영상의 컬러 성분 R, G, B를 의미하며

 는 번째 컬러 성분의 반사 성분을 나타내는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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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 출력 영상이다.  는 번째 컬러 성분의 입

력 영상을 나타내며 ∗는 컨벌루션(Convolution) 연산

자이다.  는 조명 성분 추정을 위한 정규화된 가

우시안 센터 서라운드 함수(Gaussian Center/Surround

Function)이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는 정규화 계수이며   로 구해

진다. 는 가우시안 분포의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가우

시안 센터 서라운드 상수이며 가우시안 필터의 스케일

을 결정한다. 값이 작은 경우 영상의 에지가 보존되어

국부적인 콘트라스트가 향상되고, 저휘도의 감도가 개

선되지만 저휘도와 고휘도 부분의 밝기 차이가 줄어들

어 전역적인 콘트라스트가 감소되는 문제가 있다. 값

이 크게 설정되면 저휘도와 고휘도의 밝기 차이가 개선

되어 전역적인 콘트라스트는 향상되지만 고휘도 부분의

밝기차가 줄어들고 영상 전반적인 윤곽 성분이 감소하

여 국부적인 콘트라스트 손실이 발생한다. 하나의 조명

성분을 추정하여 영상을 향상시키는 SSR 알고리즘은

입력 영상에 적응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

으며 추정된 조명 성분의 제거 과정에서 콘트라스트의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나. MSR(Multi Scale Retinex) 알고리즘

SSR 알고리즘을 개선한 MSR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값 즉, 크기가 서로 다른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SSR 출력 영상들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합성

하여 출력 영상을 얻는 방법으로 아래의 식 (5)와 같다.

   
  



  
  



   (5)

는 입력 영상의 컬러 성분 R, G, B를 의미하며

 는 번째 컬러 성분의 MSR 알고리즘의

출력 영상을 의미한다. N은 서로 다른 크기의 가우시안

필터의 개수를 나타내며  는 번째의 가우시

안 필터를 통해 생성된 번째 컬러 성분의 SSR 알고리

즘 출력 영상을 의미한다. 는 번째 SSR 영상에 적

용할 가중치를 의미하며 모든 가중치의 합은 1이 된다.

Jobson등은 그들의 MSR 알고리즘 실험에서 조명 성

분의 추정을 위해 세 가지의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였

다[3]. 세 가지 크기의 필터 중에서 작은 크기의 필터는

입력 영상의 세부적인 윤곽을 얻기 위한 용도이며, 큰

크기의 필터는 입력 영상 전반의 밝기 차이 유지와 컬

러 재현성을 위해 사용된다. 그리고 중간 크기의 필터

는 큰 크기와 작은 크기의 필터의 특성을 합성하여 연

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MSR 알고리즘

도 가우시안 필터의 크기에 의존적이므로 SSR 알고리

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하였다.

다. MSRCR(MSR with Color Restoration)

SSR과 MSR은 입력 영상의 각 컬러 성분에 독립적

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컬러 성분들 간의 연관성이 고려

되지 않아 출력 영상의 각 컬러 성분들의 비율이 거의

같을 경우 출력 영상의 컬러가 회색으로 이동하는 회색

계 왜곡(Gray-World Violation)이 발생된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MSR에 컬러 복원 기능을 추가한 MSRCR이

제안되었다.

      (6)

 는 컬러 복원을 거친 번째 컬러 성분

의 MSRCR 영상,  는 번째 컬러 성분의

MSR 영상,  는 번째 컬러 성분의 컬러 복원

함수를 나타내며 다음의 식 (7)과 같이 정의된다.


′    

  



 

   log′  ∈ (7)


′ 는 컬러 성분들 간의 연관성을 반영하기 위

하여 각 컬러 성분의 비율로 정규화된 번째 컬러 성분

의 입력 영상을 나타내며 는 컬러 성분의 개수를 나

타낸다. 와 는 컬러 게인 상수를 의미한다.

2. 제안 알고리즘

적외선 열상 카메라의 주사용 목적은 야간에 부가적

인 조명이 없이 원거리의 피사체를 식별하는 것으로서

피사체의 온도 정보를 밝기(Intensity) 정보로 변환하여

출력 이미지를 생성한다. 적외선 열상 이미지의 밝기

분포는 피사체의 온도 분포를 의미하므로 온도 분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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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에 의해 콘트라스트가 결정된다. 적외선 열상 이미

지는 피사체의 온도 분포 편차가 작을 경우 콘트라스트

가 낮아 사물의 식별이 어렵고, 온도 분포 편차가 상대

적으로 큰 경우에는 저휘도 부분에서 노이즈에 의한 화

질 열화가 발생되며 고휘도 부분은 포화되어 윤곽 정보

가 손실되는 문제가 있다.

레티넥스 알고리즘은 Weber의 법칙에 의거하여 입

력 영상의 다이나믹 레인지 압축을 위해 로그 함수를

사용한다. 로그 함수는 입력 값이 작을 때 입력 대비 출

력의 기울기는 큰 반면에 입력 값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저휘도 부분은 밝

기 차가 증가하여 콘트라스트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고휘도 부분의 밝기 차는 입력 대비 감소하여

콘트라스트가 오히려 감소하는 콘트라스트 불균형이 발

생한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적외선 열상 이미지와

같이 밝기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어둡거나 밝은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가. 다이나믹 레인지 압축 함수

본 논문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 압축을 위해 기존의

레티넥스 알고리즘에서 사용한 로그 함수를 대신하여

적외선 열상 이미지에 적합한 IS(Inverted Sigmoid) 함

수를 사용하였다. IS 함수는 식 (8)과 같이 정의된다.

 
 


  log  


  (8)

 는 Sigmoid 함수를 정의한 것이고, 는 입력

영상의 휘도 신호를 나타내며  는 IS 함수를 의미

한다. 는 고휘도 부분의 곡률을 조절하는 파라미터이

고, 는 저휘도 부분의 곡률을 조절하는 파라미터이다.

  maxm in × 
  m in (9)

은 IS 함수를 적용하여 출력 스케일로 정규화

한 휘도 신호를 나타낸다. m in은 휘도 신호의 최소값,
m ax는 휘도 신호의 최대값을 의미한다.
그림 1은 입력 신호가 16에서 235의 범위를 가지는 8

비트 크기의 휘도 신호라고 가정하고, 휘도 신호의 선

형적인 변화에 따른 로그 함수와 IS 함수의 응답 특성

그림 1. 로그 함수와 IS 함수의 응답 특성 그래프

Fig. 1. Response characteristics of Log and IS function.

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IS 함수는 로그 함수와 역(逆)

로그(Inverted Log) 함수를 혼합한 형태인 역 S자 모양

의 응답 특성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저휘도 부분을 보

면 IS 함수는 로그 함수와 거의 비슷한 응답 특성을 보

이며 입력 신호 대비 밝기와 콘트라스트가 모두 개선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휘도 부분에서는 로그 함

수는 입력 신호 대비 밝기가 개선되었지만 콘트라스트

가 오히려 감소된 반면에 IS 함수를 보면 로그 함수에

비해 밝기 개선 정도는 작지만 입력 신호의 밝기를 유

지하면서 콘트라스트 개선 성능이 더 좋은 특성을 나타

낸다.

나. SSR 영상 생성

적외선 열상 이미지는 밝기 정보만 포함하고 있으므

로 휘도 신호에 대해서만 레티넥스 처리를 수행한다.

다음의 식 (10)은 식 (9)에 보인 다이나믹 레인지 압

축 함수를 적용하여 SSR 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

낸다.

 
    

   
  (10)

와 는 영상의 픽셀 좌표를 나타내며  


는 입력 영상 에서 추출한 반사 성분 SSR 영상이고,

 
은 다이나믹 레인지 압축 함수를 적용한 입

력 영상 의 휘도 신호를 의미한다.  
은 입력

영상 의 조명 성분을 의미하며 식 (11)과 같다.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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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식 (4)에서 보인 정규화된 가우시안 필터

를 의미한다. 조명 성분의 추정을 위해서 입력 영상의

휘도 신호와 가우시안 필터 간에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

한다. 가우시안 분포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상수 값

의 설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크기의 유효 영역을 가지

는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여 각기 다른 밝기의 반사

성분을 제거한 SSR 영상들을 생성하고 그 SSR 영상들

을 합성하여 MSR 영상을 생성하게 된다.

다. 콘트라스트 보상 처리와 MSR 영상 생성

MSR 영상은 SSR 영상들의 합성 과정에서 국부적인

콘트라스트를 조절하는 톤 매핑(Tone Mapping)처리가

되어 전반적인 콘트라스트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가우

시안 필터의 적용으로 인해 이미 손실된 윤곽 정보를

완전히 복원하지는 못한다. 또한, 다이나믹 레인지 압축

처리 과정에서 영상 신호와 함께 증폭된 노이즈 성분도

합성 과정에 포함되어 MSR 영상의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SSR 영상의 손

실된 윤곽 정보를 보상하고 노이즈를 감소시켜 MSR

영상을 생성하는 콘트라스트 보상 과정이 필요하다.

노이즈가 증폭되어 있는 상태에서 윤곽 성분을 강조

하게 되면 노이즈 성분이 더욱 증폭되는 부작용이 발생

하므로 에지 성분을 검출하기 전에 노이즈 성분을 필터

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갖는 선형 공

간 필터로는 LoG(Laplacian of Gaussian) 필터가 대표

적이다.

LoG 필터는 가우시안 스무딩(Gaussian Smoothing)

을 통하여 노이즈 성분을 감소시키고 라플라시안 마스

킹 커널(Laplacian Masking Kernel)을 이용하여 윤곽

정보를 강조한다. 다음의 식 (12)에 LoG 필터의 정의를

나타내었다.

  


   

 
  

(12)

 는 연산의 간략화를 위해 정규화 계수를

생략한 LoG 필터를 나타내며 는 가우시안 표준 편차

상수이다. SSR영상으로부터 LoG 필터를 이용하여 윤

곽 성분을 추출하는 과정은 다음 식 (13)과 같다.


  ∗  (13)

 
 은 SSR 영상에서 추출된 윤곽 성분 영

상이며 SSR 영상 합성 과정에 적용하여 다음의 식

(14)와 같이 MSR 영상을 생성한다.


′  

 

 

  ·

    (14)

′  은 MSR 영상을 나타내며 

  는

식 (10)에서 보인 입력 영상 의 휘도 신호를 SSR 처

리한 번째 영상을 의미하고, 
  는 번째 윤

곽 성분 영상이다.

 

′′     

′   (15)

식 (15)의 
′′  는 게인 과 옵셋 을 적용하

여 출력 스케일로 변환된 최종 영상을 나타낸다.

Ⅲ.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화질 개선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를 위해 기존 레티넥스 알고리즘과 적외선 열상 이미지

의 콘트라스트 개선 정도를 비교하였다. 가우시안 필터

의 크기를 결정하는 값 15, 80, 250[3]을 기존 레티넥스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기존 레티넥스 알고리즘의 합성 가중치 는 1/3씩 균

등하게 적용하였다. 원본 영상의 취득은 320x240 픽셀

의 비냉각방식 적외선 디텍터가 장착된 적외선 열상 카

메라를 사용하였으며 MATLABⓇ(The MathWorks 社)

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2, 3, 4의 (a)는 원본 영상이며 (b)는 레티넥스

알고리즘, (c)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영상이다. 그림 2

의 (a)는 야간 무조명 상태의 해안가를 촬영한 영상으

로 지면의 피사체들을 보면 거의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콘트라스트가 저하되어 있고 하늘과 바다 부분만 온도

차이로 인해 어느 정도 식별 가능하다. 그림 2의 (b) 영

상을 보면 영상 전반적으로 포화되어 있으며 지면의 콘

트라스트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세부적인 피사체의 윤곽

정보가 더욱 손실되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림 2

의 (c)를 보면 지면 부분의 콘트라스트가 개선되어 피

사체를 식별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영상의 밝기 분포

가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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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본 영상

(b) 레티넥스 알고리즘

(c) 제안한 알고리즘

그림 2. 결과 영상의 비교

Fig. 2. Comparison of the result images.

그림 3의 원본 영상 (a)는 야간 공업 지대 외곽을 촬

영한 영상으로 전반적으로 휘도가 낮아 노이즈가 많고

피사체의 세부적인 윤곽이 손실되어 있다. 그림 3의 (b)

(a) 원본 영상

(b) 레티넥스 알고리즘

(c) 제안한 알고리즘

그림 3. 결과 영상의 비교

Fig. 3. Comparison of the result images.

레티넥스 알고리즘 영상은 과도하게 밝기가 향상되어

콘트라스트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

의 (c) 제안한 알고리즘은 밝기와 윤곽이 적절이 개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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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본 영상

(b) 레티넥스 알고리즘

(c) 제안한 알고리즘

그림 4. 결과 영상의 비교

Fig. 4. Comparison of the result images.

되어 피사체 식별력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의 원본 영상 (a)는 주간의 강한 조명이 있는 상태에

서 획득한 영상으로 그림 2와 3의 야간 영상에 비해 피

사체 식별이 용이하지만 세부 윤곽 성분이 감소되어 있

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의 (b) 레티넥스 알고리즘 영상

은 그림 2와 3의 (b)와 같이 과도한 포화 현상이 나타

나 있으며 세부적인 윤곽 정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을 볼 수 있다. 그림 4의 (c) 제안한 알고리즘은 밝기와

윤곽 성분 모두 개선되어 콘트라스트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콘트라스트 향상 정도를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 영상 화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EME(Enhancement Measure by Entropy)를 사용하였

다[8]. EME 분석법은 영상의 무질서도(Entropy)가 높을

수록 그 영상 내에 세부적인 정보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측정 지표로서 EME 값이 클수록 영

상의 품질이 좋음을 의미하며, 고주파 윤곽의 감소와

노이즈로 인한 영상의 열화 현상과 같은 국부적인 콘트

라스트의 손실을 확인할 수 있다. EME는 다음의 식

(16)과 같이 정의된다.

 
 

  




  




m in  

max  


m in  

max  

(16)

 는 영상을 3x3의 작은 블록으로 나누었을 때

의 행과 열의 개수를 나타내며, m in   와 max   는

3x3의 블록을 의미하는 의 휘도 성분의 최소값과 최

대값을 나타낸다.

표 1은 실험 영상들의 EME를 계산한 결과로서 모든

원본 영상에 대해서 기존의 레티넥스 알고리즘보다 제

안한 알고리즘의 결과값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원

본 영상의 콘트라스트가 높을수록 기존의 레티넥스 알

고리즘에 비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콘트라스트 개선 성

능이 더욱 좋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원본 영상 5.0332 9.2068 18.5068

레티넥스

알고리즘
5.4963 15.4320 20.6957

제안한

알고리즘
7.8376 24.1336 49.9711

표 1. EME 측정값

Table 1. EME Measure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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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레티넥스 알고리즘에 기반한 적외선

열상 이미지의 화질 개선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적외

선 열상 이미지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고 노이즈 성분

이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피사체 식별에 어려움이 있으

며 이러한 영상에 기존의 레티넥스 알고리즘을 적용하

면 콘트라스트 개선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

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외선 열상 이미지

에 적합한 다이나믹 압축 함수를 조명 성분 추정 과정

에 적용하여 가우시안 필터로 인한 콘트라스트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윤곽 정보의 보상과 노이즈 성분의

억제를 위해 SSR 영상의 합성 과정에서 콘트라스트 보

상 처리를 수행하였다. 결과 영상의 비교 및 수치 해석

을 통해 적외선 열상 이미지의 콘트라스트 개선에 있어

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존의 레티넥스 알고리즘보다

좋은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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