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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카메라와 광원의 위치 관계나 광원의 세기

에 따라 영상의 화질이 좌우된다. 광원이 역광이거나 

세기가 약한 경우 영상 전체가 어둡거나, 부분적으로 

어두워져 영상의 열화가 발생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은 광원의 위치나 세기를 조절하여 영상의 화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실외 영상(outdoor image)의 

경우 태양이라는 조절 불가능한 광원에 의해 원하지 

않는 열화를 얻게 된다. 따라서 그런 열화를 개선하

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1]나 감마 보정[2],

레티넥스(Retinex) 알고리즘[2, 3] 등이 있다. 히스토

그램 평활화는 밝기에 대한 히스토그램 작성 후, 누

적 분포 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를 구하여 대조가 향상된 영상을 얻는 방법이

다. 감마 보정은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밝기 분포를 

비선형적으로 변형시켜 밝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다. 앞서 두 방법은 구현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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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대해 보정을 수행하여 배경 정보가 소실될 

우려가 있다. 레티넥스 알고리즘은 조명 성분(Lumi-

nance)과 반사 성분(Reflectance)을 고려하여 밝기

를 향상 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앞서의 배경 정보

가 소실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히스토그

램 평활화와 감마 보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산량이 

많아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레티넥스는 망막을 의미하는 Retina와 대뇌 피질

을 의미하는 Cortex가 합쳐진 용어이다. 인간이 눈을 

통해 대상체를 인지할 때 눈은 단순히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만을 받아들이지만, 대뇌에서는 주변의 조

명 성분까지 고려하여 해석하게 된다. 이 점을 이용

한 것이 레티넥스 알고리즘이다. 레티넥스 알고리즘

은 Edwin Land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기법으로 

조명 성분을 추정하여 그 영향을 줄여 화질을 개선하

는 알고리즘이다[4]. 이후 조명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공간적 역수기반의 주변 함수(inverse square spatial

surround)를 이용한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5].

Hurlbert는 가우시안 함수 기반의 주변함수를 제안

하였고[6], 기존 Land의 기법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

으로 알려진 단일 주변 함수를 이용한 레티넥스 알고

리즘이 활발히 연구되었다[7, 8, 9]. 이처럼 단일 주변 

함수를 이용하는 레티넥스 알고리즘을 SSR(Single

Scale Retinex)이라 한다. 이후 단일 주변 함수를 이

용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주변 함수를 이용하는 MSR

(Multi Scale Retinex)이 제안되었다[10, 11]. 하지만 

기존 레티넥스 알고리즘들은 채널 각각의 색상 정보

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여 색감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MSRCR(MSR with

Color Restoration)이 제안되었다.[12] 하지만 MSRCR

역시 조명 성분 추정 과정에서 RGB 각 채널에 대해 

연산을 수행하기에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MSR

에 비해 조절해야 할 변수가 많아 사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RGB 채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

여 잘못된 색상으로 변화시키거나, 밝기 증가로 채도

가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이 발생한다.[13] 본 논문에

서는 HSV 컬러 공간에서 기존의 MSR을 적용하고,

추가적인 채도 보정과 대조 향상을 통해 화질을 개선

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편 기존의 밝기 보정 알고리즘들을 평가하기 위

한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 주관적인 평가를 이용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원 영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이용

해 성능을 평가한다. 제안하는 평가 지표는 DLD

(Distinction between Light and Dark region) 스코

어로, 영상 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나누고 원

본 영상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기존의 레티넥스 알고

리즘인 SSR, MSR, MSRCR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인 채도 보정을 이용한 HSV 컬러

공간의 레티넥스 알고리즘(MSR with Modified

Saturation, MSRMS)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기존

의 레티넥스 알고리즘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DLD 스코어와 처리 시간을 이용해 평가한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 향후 연구 방향 제안하고, 결론을 맺

는다.

2. 기존의 레티넥스(Retinex) 알고리즘

2.1 SSR(Singe Scale Retinex)

SSR은 가장 기초적인 레티넥스 알고리즘으로 하

나의 주변 함수를 통해 조명 성분을 추정하고, 이를 

보정하는 기법이다. 영상은 식 (1)과 같이 조명 성분

과 반사 성분의 곱으로 표현된다.  는 최종적으

로 얻어지는 영상 정보이고,  와  는 각

각 반사 성분과 조명 성분을 의미한다. 는 채널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RGB 채널에 기반하여 

 의 범위를 가진다.

    ×  (1)

레티넥스 알고리즘은 조명의 영향을 줄여 화질을 

향상시키는 기법으로, 식 (1)의 반사 성분을 중심으

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앞서 서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레티넥스는 사람의 시각 인지 모델을 기반으

로 구성된 알고리즘이다. 실제 가해진 자극치와 인지

된 감각 사이에는 로그 관계를 가진다는 베버 페히너

의 법칙(Weber-Fechner’s law)을 이용하여 레티넥

스 알고리즘에서는 식 (2)를 다시 식 (3)과 같이 변형

한다.

   

 
(2)

   lo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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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식 (3)을 로그의 뺄셈 법칙과 주변 함수를 

이용해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여기서 는 주

변 함수로 조명 성분을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는 

컨볼루션 기호로, 원 영상과 주변 함수를 컨볼루션하

여 조명 성분을 추정한다. 주변함수로는 식 (5)와 같

은 가우시안을함수를 주로 이용한다. 여기서 는 정

규화 계수이고, 는 가우시안 상수이다.

   log  log  (4)

   
    (5)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SSR의 결과는 식 (4)에서 

얻어진 값의 게인-오프셋(Gain-offset)조절을 통해 

0∼255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 시킨 것이다. SSR에서 

하나의 주변 함수만을 이용하기에 가우시안 상수 값

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 입력 영상에 

따른 적절한 가우시안 상수를 설정해야한다.

2.2 MSR(Multi Scale Retinex)

SSR의 경우 조명 성분을 하나의 주변 함수를 통

해 추정하였다면, MSR은 이와 달리 다수의 주변 함

수를 통해 조명 성분을 추정하고 이를 가중합하여 

화질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이다. MSR은 식 (6)과 같

다.

 
 

  



  
  



   (6)

여기서  는 번째 채널에 대한 번째 주변 

함수를 이용해 만든 SSR 결과이다. 은 각 채널에 

따른 가중치로 모두 더하면 합이 1이 된다. Fig. 1은 

가우시안 상수 값에 SSR 결과이다. (a)와 같이 가우

시안 상수가 작은 값을 가질 때는 가우시안 상수가 

큰 값에 비해 경계가 선명하지만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차이가 크진 않다. 이에 비해 (c)와 같이 가우

시안 상수가 큰 값일 때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의 차이가 좀 더 명확해지지만 경계 부분의 정보가 

손실되고, 특히 밝은 영역의 정보가 많이 손실된다.

최종적인 MSR은 여러 개의 주변 함수를 이용해 

SSR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을 보완했지만, 각 채널을 

독립적으로 연산하여 원본의 색상 정보를 왜곡한다

[13].

2.3 MSRCR(Multi Scale Retinex with Corlor Resto-

ration)

MSRCR은 SSR의 단점을 보완한 MSR에 컬러복

원(Color restoration)을 추가하여 좀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MSRCR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번째 채널에 대한 

컬러 복원 함수로 식 (8)과 같다. 는 게인 상수이고,

는 비선형성 정도를 조절한다. 는 채널의 개수로,

RGB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 는 3이다. MSRCR이 

MSR의 단점을 보완하였지만, 개선된 화질을 얻기 

위해 각 영상에 대하여 적용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변수가 많고, SSR이나 MSR보다 처리 시간이 느리

다는 단점이 있다.

 
   × 

 (7)

   log  log
  



  (8)

3. 제안한 방법

3.1 제안한 알고리즘의 개요

기존 MSR의 경우 MSRCR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

지만, 조절해야하는 계수가 적어 별다른 설정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MSR과 MSRCR 모

두 R, G, B 각 채널의 밝기값을 이용해 조명 성분을 

추정하기에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a) (b) (c)

Fig. 1. SSR results. (a) c=10, (b) c=25, (c) c=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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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SR을 이용해 앞서의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알고리

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MSRMS(MSR

with Modified Saturation)로 V 채널을 이용해 MSR

을 적용하고, S 채널에 대한 보정 및 추가적인 후처

리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이다. 구체적인 알고리즘 동

작 순서는 Fig. 2와 같다.

입력 영상은 RGB 컬러 공간에서 HSV 컬러 공간

으로 변환된다. 밝기를 의미하는 V 채널에 3의 주변 

함수를 갖는 MSR을 수행한다. 점선으로 표시된 영

역이 V 채널에 대해 MSR을 적용한 부분이다. MSR

에서 가중치는 1/3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구해진 

MSR 결과를 이용해 V 채널을 갱신한다. 이때 MSR

의 결과가 로그값이므로 0∼255의 값을 갖도록 범위

를 수정하여 V 채널을 갱신한다. 이후 색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갱신된 V 채널과 이전의 V 채널의 정보

를 이용해 채도 보정을 수행한다. 또한 갱신된 V 채

널의 표준편차가 임의 값 보다 작으면 대조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한다. 이

후 HSV 컬러 공간에서 RGB 컬러 공간으로 다시 변

환하여 최종적인 출력을 얻는다. 이어지는 절에서 구

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3.2 HSV 컬러 공간

RGB 컬러공간은 빛의 3원색인 Red, Green, Blue

의 형태로 표현되는 컬러 공간이다. 가장 접하기 쉽

고 이용하기 편한 공간이지만 각 채널을 별도의 과정

으로 처리하는 경우 색상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이 컬러로 된 물체를 인식할 때, 색상(Hue), 채도

(Saturation), 밝기(Intensity, Value)로 나누어 받아

들이게 되는데 이를 잘 반영한 컬러 공간이 HSV 컬

러 공간이다[14]. RGB 컬러공간과 HSV 컬러 공간은 

식 (9), (10), (11)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 와 

함수는 , ,  값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각가 

Fig. 2. Flowchart of MS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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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는 함수이다.

  cos  
  (9)

 


(10)

 


(11)

기존의 MSR은 RGB 채널간의 색상정보를 고려하

지 않아 원본의 색상을 왜곡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제안된 방법은 RGB 공간에서의 채널별 독립적 

MSR이 아닌 HSV 공간에서 색상정보는 유지한 채 

밝기 성분에 대해서만 MSR을 적용하고, 이어지는 

채도 보정과 대조 향상을 진행한다.

3.3 V 채널을 이용한 MSR

MSRCR은 기존의 MSR에 컬러 복원 함수를 추가

하여 MSR이 가지는 색상 왜곡의 문제를 해결하였

다. 하지만 MSRCR의 경우 MSR과 달리 식 (8)과 

같이 컬러 복원에 사용되는 상수를 추가적으로 설정

해야한다. 이는 입력 영상의 특징에 따라 달라져 설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MSR

을 RGB 컬러 공간이 아닌 HSV 컬러 공간으로 변환 

후 V 채널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성능을 개선하였다.

V 채널은 밝기 성분을 의미하여 색상 왜곡의 문제가 

적고, V 단일 채널에 대해 연산을 수행하여 처리속도

가 RGB 채널 각각에 적용할 때보다 빠르다.

영상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식 (9), (10), (11)을 통

해 RGB 컬러 공간에서 HSV 컬러 공간으로 변환할 

수 있다. V 채널에 대해 3개의 다른 가우시안 상수를 

가지는 주변 함수를 이용하여 MSR을 적용한다. 가

중치는 동일하게 1/3로 설정하였다. 레티넥스의 결

과는 로그 값이므로 게인-오프셋을 조절하여 0∼255

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 시켜 V채널을 갱신한다. V

채널에 대해 MSR을 수행하면 Fig. 3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원 영상은 타이어 안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 

부분이 그림자에 의해 어둡게 관측되고, 몸 부분은 

광원에 의해 밝게 관측되고 있다. 이 영상의 V 채널

에 대한 MSR을 수행하였을 경우, Fig. 3(b)와 같이 

영상 내 어두운 부분이었던 얼굴 부분의 밝기가 개선

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져 타이어 부분의 

색이 탁해지고, 전체적인 대조 또한 낮아진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3.4 채도 보정

앞서 Fig. 3과 같이 V 채널에 대해서 MSR을 수행

하게 되면 색의 선명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도(S) 채널의 값을 보정해 주

게 된다. 보정은 식 (12)와 같이 이루어진다.

′   (12)

와  ′는 각각 보정 전과 후의 채도 값을 

의미한다. 는 채도의 보정 정도를 결정하는 변수로

써 밝기의 차 성분에 따라 식 (13)에서와 같이 정해진

다.

 ′ ′  ′ ≤
(13)

여기서 ′는 앞서 3.3절에서 설명된 V채널을 

이용한 MSR의 결과를 나타내고, 는 입력 영

상의 밝기 성분에 대한 값을 의미한다. 기존의 밝기

와 같거나 어두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를 0으로 주어 

채도 보정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의 밝기보다 밝아진 

부분에 대해서만 채도 보정을 수행한다. 이는 Fig.

3에서처럼 타이어 부분이나 사람의 얼굴 부분과 같

(a) (b)

Fig. 3. MSR results for V channel. (a) Original image, (b) MSR for 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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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 밝기보다 밝아져 색의 선명도가 낮아진 것을 

보정하기 위함이다. 즉, 식 (12)의 채도 보정은 밝기 

보정의 폭이 클수록 값이 커지고, 채도의 증가량을 

높여주는 보정이 이루어지며 최대 2배의 채도 값으

로 보정된다. 채도 보정의 결과는 Fig. 4와 같다. 채도 

보정 전에는 얼굴 주변 및 타이어의 전반적인 색 선

명도가 낮은 현상을 보이지만, 식 (12)의 채도 보정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색 선명도가 높아졌다.

3.5 대조 향상

앞서 3.3과 3.4에서의 과정을 수행하면, 일정 수준

의 밝기 보정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영상이 전체적으로 밝아져 대조가 다소 떨어지는 경

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갱신된 V 채널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이 값이 기준

()보다 작은 값일 때 추가적인 히스토그램 평활화 

과정을 수행한다. 즉, 식으로 표현하면 식 (12)와 같

다.

″  ′ ′ ′ ′ ≥
(14)

′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V 채널의 MSR 결과

를 의미한다. 는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의미하며,

는 해당 채널의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는 대조 

향상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값으로 본 연

구에서는 50으로 설정하였다. Fig. 5는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통해 대조를 향상 시킨 결과이다. V채널에 

대해 MSR 이후 채도 보정만 수행했을 때는 타이어

와 얼굴부분의 대조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히스토그

램 평활화 이후 보다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주관적 평가

제안된 MSRMS의 밝기 보정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기존의 레티넥스 방법들과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

다. 실험은 Fig. 6 (a)와 Fig. 7 (a)를 포함하는 총 30장

의 영상을 이용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30장의 실험 

결과는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goo.

gl/aXQhZe). 앞서 3.5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조 

향상은 선택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a) (b)

Fig. 4. Saturation correction result. (a) MSR for V channel before saturation correction,(b) MSR for V channel after 

saturation correction.

(a) (b)

Fig. 5. Contrast enhancement result. (a) Saturation correction without histogram equalization, (b) Saturation correction 

with histogram eq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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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의 영상이 제안된 레티넥스와 채도 보정 이후 

대조 향상을 수행하였다. 나머지 10%는 대조 향상 

없이 제안된 레티넥스와 채도 보정만을 수행하였다.

Fig. 6, 7의 (a)는 입력 영상, (b)는 MSR 결과, (c)

MSRCR 결과, (d)는 제안한 MSRMS 결과이다. 기

존 MSR의 경우 어두운 영역의 밝기는 보정되었지

만, 채도가 낮아 회색조에 가까운 결과를 보인다. 이

는 RGB 각 채널에 적용하여 색상이 왜곡된 형태이

(a) (b)

(c) (d)

Fig. 6.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a) Input image 1, (b) MSR result, (c) MSRCR result, 

(d) MSRMS result.

(a) (b)

(c) (d)

Fig. 7.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a) Input image 2, (b) MSR result, (c) MSRCR result, 

(d) MSRM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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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SRCR의 경우 MSR에 비해 색상은 비교적 잘 

보존되었지만, 여전히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대

조가 낮다. 하지만 MSRMS의 경우 V 채널에 대해서

만 MSR을 적용하였고, 후처리로 채도 보정 및 대조

를 향상 시켜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의 값들이 균

형 있게 보정되었다.

4.2 객관적 평가

본 논문에서는 주관적 화질 평가 이외에 객관적으

로 화질 개선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추가적으

로 제안한다. 영상 내에서 Fig. 8과 같이 어두운 영역

과 밝은 영역을 나누어[15] 그 비율을 평가 지표로 

하는 DLD(Distinction between Light and Dark re-

gion) 스코어를 제안한다.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

은 각각 영상내의 최소, 최댓값을 포함하고 사용자가 

정의한 윈도우 크기를 가지는 영역이다. Fig. 8에서 

빗금으로 표시된 곳이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으로 

설정된 영역이다. 본 논문에서는 (a)와 (b)의 광원이 

각각 가로와 세로로 분포한다고 고려하여 밝은 영역

의 윈도우를 설정하였다. (a)의 어두운 영역의 윈도

우는 밝은 영역의 윈도우와 너비만 동일하게 설정하

였고, (b)의 어두운 영역의 윈도우는 밝은 영역의 윈

도우와 높이만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 영역들을 기

반으로 DLD 스코어는 식 (15)와 같이 정의된다.

 ×× (15)

는 어두운 영역에 대하여 입력과 출력 영상의 

평균값 차이를 의미하고, 은 밝은 영역에 대하여 

입력과 출력 영상의 평균값 차이를 의미한다. 과 

는 각각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 대한 입력 영

상과 출력 영상의 표준편차 비율을 의미한다. 과 

의 정의는 각각 식 (16), (17)과 같다.

  (16)

 


(17)

과 은 각각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의 평균

을 의미한다. 이에 와 은 각각 어두운 영역의 

평균 차이와 밝은 영역의 평균 차이를 의미하게 된

다. 식 (15)에서 과 은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

의 표준 편차를 각각 의미한다. 따라서 DLD 스코어

는 어두운 영역의 밝기 보정 정도는 크고, 밝은 영역

의 밝기 보정은 포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대조 

또한 원 영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조금 

향상된 결과일수록 좋다고 생각하여 고안된 스코어

이다.

(a) (b)

Fig. 8. Light and dark region. (a) Light and dark region of Fig. 6, (b) Light and dark region of Fig. 7.

Table 1. Comparison of DLD score of the proposed 

method with those of MSR and MSRCR 

Image
Algorithm

MSR MSRCR MSRMS

Fig. 5(a) 13.41 15.44 20.97

Fig. 6(a) 23.78 28.28 50.45

Average of

30 images
30.71 32.01 68.77

Table 2. Comparison of processing time of the pro-

posed method with those of MSR and MSRCR 

Resolution
Algorithm

MSR MSRCR MSRMS

600×394 0.523 sec 0.536 sec 0.186 sec

1280×720 2.642 sec 2.674 sec 0.974 sec

1920×1080 8.672 sec 8.842 sec 3.528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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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Fig. 6과 7의 DLD와 Fig. 6과 7이 포함

된 30장 영상에 대한 DLD의 평균을 나타낸다. MSR

을 적용했을 때 Fig. 6(a)와 Fig. 7(a) 각각에서 13.41,

23.78로 측정되었다. MSRCR의 경우 MSR보다는 향

상된 15.44, 28.28로 각각 측정되었다. 제안한 방법인 

MSRMS의 경우 20.97, 50.45로 기존의 MSR과 

MSRCR보다 향상된 DLD 스코어로 측정되었다. 30

장의 평균에 대해서도 68.77로 제안한 방법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MSRMS를 이용했을 때 어두

운 영역은 밝기 향상이 되는 동시에, 밝은 부분은 포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질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Table 2는 제안된 MSRMS와 기존 레티넥스의 해

상도 별 평균적인 처리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실험

용 PC 구성은 CPU는 Intel Core i5-2500k(3.30GHz,

4CPUs), RAM은 4GB, OS는 Window7 64bit로 이루

어졌다. 기존의 방법보다 약 3배 정도의 속도 개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는 Full HD 영상 기준 제안된 MSRMS의 

주요 구성 과정들에 대한 처리 시간을 나타낸 것이

다. Table 3으로부터 MSR 과정에서 전체 처리시간

의 약 99% 이상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기존 레티넥

스 알고리즘에서는 RGB 채널 각각에 대하여 이러한 

MSR 과정을 수행하는 반면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V 채널에 대해서만 MSR 과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은 추가적인 채도 보정과 대조 향상 과정

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법들에 비해 약 3배

의 처리 속도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레티넥스 알고리즘을 개선한 

MSRMS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

은 기존의 MSR이 가지는 색 왜곡의 단점을 보완하

고자 HSV 컬러 공간에서 V 채널에 대해서만 MSR

을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의 채도 보정이 이루어진

다. 또한 상황에 따라 대조를 높이는 방식을 채택해 

성능을 개선하였다. 주관적 평가에서는 MSR과 MSRCR

에 비해 MSRMS가 대조나 색 선명도가 뚜렷해 대상

체의 파악이 용이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선된 영상을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으로 나누어 

입력 영상과의 비교를 통해 화질 개선 정도를 객관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DLD 스코어를 제안하

였다. DLD 스코어를 이용해 기존 MSR과 MSRCR

기법을 제안된 방법과 비교했을 때 제안된 방법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리 시간에 있어 

약 3배의 성능 개선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처리 시간

은 향후 NVIDIA의 CUDA나 OpenMP와 같은 병렬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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