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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컬러의 정보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다. 기존의 대
표적인 영상 개선의 방법인 레티넥스(Retinex)는 연산량이 많고 원본 영상의 컬러 정보를 정확히 반
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해 컬러의 
왜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선형 함수와 RGB 컬러 공간에서의 벡터 상수곱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 개선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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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은 대비가 
낮고 컬러 정보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으로 레티넥스(Retinex)를 이용한 영상 개선 방법이 
폭넓게 이용된다[1,2]. 그러나 레티넥스를 이용한 방법

은 연산량이 많고 원본 영상의 컬러 정보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조도 환경

에서 촬영된 영상을 컬러의 왜곡 없이 개선하는 실시

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비선형 함수와 
RGB 컬러 공간에서의 벡터 상수곱을 이용한다. 
 
2. 기존의 연구 

Jobson 은 색채 정보 보존과 대비 향상에 우수한 영
상 개선 방법으로 레티넥스 방법을 제안하였다[2]. 레
티넥스 방법은 Land 의 시각적 모델에 기반하여 조명 
성분의 영향을 줄이고 사물의 반사 성분을 이용해 대
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3]. SSR(Single-Scale Retinex)
은 조명성분을 추정하기 위해서 전역적인 가우시안

(Gaussian) 필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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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을 이용해 입력 영상의 ),( yx 의 위치에서 RGB
각 i 번째 채널의 ),( yxI i 와 가우시안 필터 ),( yxG 와

의 합성곱(Convolution)을 통한 비율을 이용해 복원된 
),( yxRi 을 얻는다. 다양한 크기의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는 MSR(Multi-Scale Retinex)은 필터의 크기를 다

양하게 적용하고 이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SSR 방법보다 향상된 영상 개선 방법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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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의 ),( yxRk 은 입력 영상에 대한 k 번째 가우시

안 필터를 통해 생성된 i 번째 컬러 성분의 SSR 이다. 
이를 이용해 가중치 kW 을 곱함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가우시안 필터가 적용된 결과 ),( yxR

iMSR 를 얻는다. 

Jobson 은 MSR 의 컬러 왜곡 현상을 보정하기 위해 
컬러 복원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한 MSRCR(Multi-
Scale Retinex with Color Restoration)을 제안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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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을 이용해 ),( yxR
iMSR 에 i 번째 RGB 채널성분의 

컬러 복원 함수 iC 를 이용해 복원 결과를 얻는다. 하
지만 레티넥스에 기반한 방법은 연산량이 많고 여전

히 컬러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3. 제안하는 방법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
(4)와 같이 RGB 컬러 공간에서 벡터의 상수 곱을 이
용한다. 

 
a′ = ⋅i i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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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a s γ= ⋅ +i i i              (5) 

 
여기서 i 는 위치 ( , )x y 에서의 원본 화소값, ′i 은 개
선된 화소값이며, a 는 상수값이다. 식(5)와 같이 a 는 
원본 컬러 벡터의 크기와 비선형 함수를 통한 결과 
벡터의 크기의 비율로 나타내어진다. 비선형 함수는 
감마함수 s γ⋅ i 와 i 의 합이며, s 는 정규화 상수이다. 
 
4.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서, 기존의 레
티넥스 방법과 비교 실험하였다. 실험 영상은 레티넥

스 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상을 이용하였다

[5]. 그림(1)은 기존의 레티넥스에 기반한 방법과 제안

한 방법의 결과를 보이며 컬러의 왜곡 없이 복원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제안한 방법은 640 x 480 의 
크기를 갖는 영상에서 0.11 초의 수행 시간을 보인다. 

 

 
(a)입력 영상 

 
(b)MSR 결과영상 

  
(c)MSRCR 결과 영상 

 
(d)제안한 방법의 결과 영상 

(그림 1) 결과 비교 영상 

5. 결론 

제안한 방법은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한 영상을 개선

하기 위해 비선형 함수와 RGB 컬러 공간에서의 벡터 
상수곱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

법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컬러 왜곡 문제가 개선된 
결과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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