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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채널 언샤프 마스크 기법을 이용한 영상 세부제어

Enhanced image detail control using Multi Channel Unsharp Mask 

Technique

조현지*, 남두희**

Hyun-ji Cho*, Doohee Nam**

요  약  언샤  마스크 기법은 입력 상에 그 상의 경계를 추출 한 결과 상을 더하여 상의 경계를 강조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상의 경계를 강화하여 화질을 개선시키지만 체 인 비 강화에 취약하고 잡음에 민감하여 

상을 거칠게 만든다는 단 이 있다. 멀티 채  언샤  마스크는 두 개 이상의 언샤  마스크 채 을 용하여 체 

상에 한 비 강화가 가능하고 상의 거친 느낌을 완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스 일을 강하게 용해도 

경계가 약한 부분에 한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단 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이 논문에서는 기존 

멀티 채  언샤  마스크의 선형 인 스 일링 방법에 지수함수를 도입하여 비선형 인 스 일링을 가능하도록 하 다. 

실험결과 기존 언샤  마스크 기법에 비해 상강화에 세부 인 제어가 가능해서 원하는 역에 한 비를 강화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unsharp mask technique emphasize the boundary of the image by adding the boundary of the 
original image. This technique improves quality by emphasize its boundaries but produce rough image from image 
noise. The multi channel unsharp mask is possible to enhance entire contrast of the image by applying at least two 
channels of unsharp mask. However, There is  limitations to strengthen boundaries even if the scale strongly 
applies the multi channel unsharp mask technique. To solve this problem, linear scaling to nonlinear scaling by 
applying exponential function to existing multi channel unsharp mask technique. Experimental results show 
enhanced contrast for desired area because of control scaling in details compared with existing unsharp mask 
technique.

Key Words : Unsharp mask, Multi Unsharp Mask, Local Contrast Enhancement

Ⅰ. 서  론

도가 한 지역에 집 되어 있는 상의 경우 상의 

특징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 상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한 방법으로 크게 명암 비 향상 기법과 

상 선명화 기법(Image sharpening technique)을 사용

한다. 명암 비 향상 기법의 표 인 방법으로는 히스

토그램 평활화(Histogram equalization)가 있다. 히스토

그램 평활화는 상의 통계  정보를 이용하여 각 화소

의 값을 개별 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상 선명화 기

법은 상에서 고주 와 주  성분을 분리하여 상의 

경계를 강조하는 기법이다. 그 에서 언샤  마스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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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상 선명화 기법  하나

이다. 이 기법은 입력 상과 블러 상에 차 연산을 용

하여 경계를 추출하고 그 경계를 다시 원본 상에 더하

여 상의 경계를 강화한다. 그러나 이 기법은 잡음에 민

감하며 샤 닝의 강도를 강하게 용할 경우 오버슈트

(Overshoot)가 발생하여 오히려 상을 개악시킬 수 있

다는 단 이 존재한다. 

Andrea Polesel등은 역내의 두드러진 정도를 측정

하여 샤 닝 강도를 달리 용하는 응  언샤  마스

크 필터링을 제안하 다
[1]. 역내의 분산을 계산하여 평

탄한 역, 간 비 역, 높은 비 역으로 구분하고 

비 정도에 따라 가 치를 달리하여 역별 가 치를 

상이하게 용하 다. 이 방법은 잡음 발생의 기회를 축

소하고 상의 비 효과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 다. 

이용훈, 박순 은 언샤  마스크 스키마에 순차 통계

(Order statistic) 라 라시안을 용하 다[2]. 순차 통계 

라 라시안은 역 내의 평균값과 간 값의 차를 통해 

출력 값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Giovanni Ramponi는 상

의 지역 그래디언트(Local Gradient)에 의존하여 샤 닝

의 강도를 조 하는 큐빅 언샤  마스크 필터링을 제안

하 다[3]. 한 역필터(Bandpass filter)를 용함으로

써 고역필터를 사용하는 선형 언샤  마스크에 비해 잡

음 감소  오버슈트를 완화하는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의 방법들은 기존 언샤  마스크 기법에 비

해 잡음을 완화하 을 뿐 비 강화에 취약하다. 멀티 채

 언샤  마스크 기법은 2개 이상의 채 에 언샤  마스

크를 용하여 상의 비를 강화하는 기법이다. 그러

나 기존 멀티 채  언샤  마스크 기법은 상 강화를 

한 스 일링 값을 아무리 크게 주어도 경계가 약한 역

에 한 강화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멀티 

채  언샤  마스크 기법에 스 일링 요소로서 지수함수

를 도입하여 상 강화에 세부 제어가 가능한 방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선형 언샤  마스크 알고리즘에서 입력 상 에 해 

명암 비가 개선된 상 는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명암 비 정도를 제어하는  인 양수

의 스 일링 요소이다. 는 원본 상과 블러 상

( )의 차 연산을 통해 상의 경계에 해당되는 픽셀이 

큰 값을 가지는 상이다. 경계를 추출한 상에 스 일

링을 용하여 원본 상에 더해 으로서 경계를 강조한 

상을 도출하게 된다.

그림 1은 원본 상에 언샤  마스크를 용한 결과이

다. 경계가 뚜렷한 역은 에 띄게 선명해진 반면 경계

가 뚜렷하지 않은 역은 비교  덜 선명해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원본 (b) 블러 용

(c) 원본 – 블러 상 (d) 원본 + (원본 – 블러) 

그림 1. 언샤프 마스크를 적용 명암대비 향상영상.
Fig. 1. Improved contrast by applying unsharp 

mask.
 

그러나 스 일링 요소를 무 크게 주면 상의 밝기

차가 작은 구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고 상 경계의 강조 효과만 강화 될 뿐 상의 비 

효과는 비교  강화되지 않는다. 

언샤  마스크로 상을 강조하게 될 경우 잡음 발생

과 미미한 비효과로 인해 스 일링 요소를 용할 수 

있는 범 가 제한 이며 상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 멀

티 채  언샤  마스크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스

일링 요소를 크게 용했을 때 나타나는 상의 열화 

상을 완화한다.

멀티 채  언샤  마스크는 기본 으로 언샤  마스

크의 알고리즘을 따른다. 2개 이상의 채 로 나 고 각 

채 에서 이웃한 채 과의 언샤  마스크 필터링을 수행

한다. 즉, 채 을 지나면서 진 으로 강화된 블러링 연

산을 수행한 뒤에 이웃한 채 과 차 연산을 수행한다. 그

런 다음 차 연산이 용 된 상에 스 일링 요소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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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원본 상에 하나로 합친다. 그림 2는 멀티 채  언

샤  마스크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그림 2. 멀티 채널 언샤프 마스크 알고리즘 조직도.
Fig. 2. The organization chart of multi chnnel

unsharp mask algorithm.

그림 3에서 언샤  마스크 필터링과 멀티 언샤  마스

크 필터링의 스 일링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 상을 보

인다. 그림 4의 (a) 에서 (d)는 언샤  마스크 필터링 결

과이고 (e) 에서 (h)는 멀티 언샤  마스크 필터링 결과

이다. 두 기법의 결과 상을 비교해 보면 스 일링 요소

가 같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멀티 언샤  마스크가 에 

띄게 선명한 것을 볼 수 있다. 멀티 언샤  마스크는 비

교  평탄한 역의 경계는 덜 강조하고 상의 비를 

강조하여 잡음 발생을 감소하고 상을 뚜렷하게 표 하

여 열화 상을 완화하 다.

Ⅲ. 방법론

멀티 언샤  마스크 필터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입

력 상은 게 상이 희미하다. 이런 상에 한 멀티 

언샤  마스크 필터링의 용 목 은 상의 경계를 강

조하고 비를 강화하여 상을 뚜렷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존 멀티 언샤  마스크의 경우 경계가 강한 부분을 크

게 강조하여 잡음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경계가 약

한 부분의 강조가 필요한 경우에 해서 한계가 있다.

(a) 언샤  마스크 

(스 일: 0.5)

(e) 멀티 채  언샤  마스크 

(스 일: 0.5)

(b) 언샤  마스크 

(스 일: 1.0)

(f) 멀티 채  언샤  마스크 

(스 일: 1.0)

(c) 언샤  마스크 

(스 일: 3.0)

(g) 멀티 채  언샤  마스크 

(스 일: 3.0)

(d) 언샤  마스크 

(스 일: 7.0)

(h) 멀티 채  언샤  마스크 

(스 일: 7.0)

그림 3. 스케일링 값에 따른 언샤프 마스크와 멀티 채널 언샤
프 마스크 필터링 결과 영상.

Fig. 3. The result of unsharp mask filtering and 
multi channel unsharp mask filtering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scaling 
factor.

모든 픽셀 값에 스 일링 요소가 동일하게 반 되어 

경계가 강한 부분은 더 뚜렷해지지만 경계가 약한 부분

은 개선사항이 에 띄지 않는다.

   (2)

여기서 c와 는 양의 상수이다. 값이 1인 경우에는 선형

이 되지만 1보다 작거나 커지면 비선형을 띄게 된다. 그

림 4는 편의상 c를 1로 지정하고 값을 달리 했을 때의 

지수함수 그래 이다. 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로 볼

록한 형태를 띄며 1보다 큰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

를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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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다양한 값에 따른 지수함수 그래프
Fig. 4. The exponential function graph of various 

gamma values.

멀티 벨 언샤  마스크에 스 일링 요소로서 지수

함수를 도입한다. 스 일링 값의 범 가 0에서  ′사
이 값을 가지도록 정의한 수식은 식 (3)에 정의 된다. 

  ′





×′ (3)

′  ×

이 때 는 이웃한 블러 상에 차 연산을 용한 

결과 상의 최  픽셀 값이고 ′은 에 상수 

를 곱해서 스 일링 최  값을 재조정한 상수이다. 

Ⅳ. 실험 결과

실험을 해 일반 인 풍경 상과 비가 비교  뚜

렷하지 않은 X-ray 상을 상으로 멀티 채  언샤  

마스크와 제안하는 기법을 비교한다. 제안 된 기법의 성

능을 악하기 해 스 일링과 의 범 를 다양하게 

용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특히 가 1보다 클 때와 1보

다 작을 때로 나 어 에 따른 상의 결과를 비교한다. 

그림 5의 (a), (c)는 기존 멀티 채  언샤  마스크에 

스 일을 각각 1, 4로 용한 상이고 (b), (c)는 제안하

는 방법에서 스 일을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용하고 

의 범 가 1보다 클 때 의 변화를 통해 결과를 도출 한 

상이다. 스 일이 동일한 (a)와  (b), 그리고 (c)와 비교 

해 보면 스 일 값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방법

에서 도출 된 상에서 더 많은 특징이 부각된다. 기존 

방법을 용한 (a), (c)의 결과 상의 경우 경계가 강한 

역은 더욱 강화 되고 경계가 약한 역은 덜 강화 되는 

반면 제안하는 기법을 용한 (b)의 경우 경계가 약한 부

분도 에 띄게 강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흉부

역에서 힘 이나  같은 경계가 약한 요소도 강하

게 출력하여 기존에 잘 보이지 않던 특징도 구분이 가능

하다.

원본 상
(a) 기존 멀티 언샤  마스크 

(스 일: 1)

(b) 제안 (스 일: 1, : 2) (c) 제안 (스 일: 4, : 1.2)

그림 5. X-ray 영상에 방법 비교 결과(가 1보다 클 때).
Fig. 5. Comparison of the proposed method and 

conventional method for X-ray image. 
(when gamma is greater than 1)

다음으로 X-ray 상에 해서 기존 멀티 채  언샤

 마스크와 제안하는 기법에 해 가 1보다 작을 때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5의  (b)는 기존 멀티 채  언샤  

마스크에 스 일을 각각 1, 4로 용한 상이고 (a), (c)

는 제안하는 방법에서 스 일을 각각 10, 20으로 크게 주

고 를 0.8로 고정시켰을 때의 결과를 도출 한 상이다. 

(a), (b)와 (c)를 비교 해 보면 제안하는 방법에서 경계가 

큰 역을 더욱 강조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가 

1보다 클 때와 반 로 경계가 큰 역을 더욱 강조한다. 

흉부를 보면 기존 기법에 비해 어두운 역을 더욱 어둡

게, 밝은 역을 더욱 밝게 출력하여 힘 이나 의 뭉

친 부분을 더욱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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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안하는 방법 (스 일: 10, : 0.8)

(b) 기존 멀티 언샤  마스크 (스 일: 4)

(c) 제안하는 방법 (스 일: 20, : 0.8)

그림 5. X-ray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는 기법과 기존의 방법
을 비교한 결과(가 1보다 작을 때).

Fig. 5. Comparison of the proposed method and 
conventional method for X-ray image.

        (when gamma is less than 1)

제안하는 방법은 지수함수를 통해 비선형 인 스 일

링을 용하여 값에 따른 출력 상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실험 결과로부터 기존의 멀티 채  언샤  마

스크 기법에 비해 제안하는 기법을 이용했을 경우 강조 

역의 세부 제어가 가능해서 원하는 역의 상 강화

가 가능하 다. 

Ⅴ. 결  론

낮은 비를 갖는 상은 히스토그램의 분포가 밝기

의 동  범  일부에 집 되어 있어 상의 특징을 구분 

짓기가 어렵다. 멀티 채  언샤  마스크 기법은 상의 

경계를 강화하여 비를 강화함으로써 주  화질을 개

선한다. 그러나 이 기법은 스 일 값을 크게 주어도 경계

가 약한 역을 강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존 선

형 인 스 일링에 지수함수를 도입하 다. 기존 스 일

링 요소로서 상수를 용하는 신 지수함수를 도입하여 

비선형 인 스 일링을 가능하도록 하 다. 한 지수함

수에 값을 달리 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의 강조 

역을 세 하게 제어할 수 있어 기존 멀티 채  언샤  마

스크의 한계를 극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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