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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DAVINCI를 이용한 영상 개선 알고리즘 구현

Implementation of Image Enhancement Using DSP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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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Hwa Park, Tae-Ki Ahn, Byung-Mok Jo, Goo-Man Park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입력된 영상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잡음 영상인 안개 낀 영상, 저조도 영상, 역광 영
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안개영상 개선 알고리즘은 성능이 뛰어나지만 메모리 사용량과 계산량이 
많아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이 뛰어난 안개 제거 알고리즘의 메모리 사용량과 계산 량을 줄이
는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DM6446 DSP칩으로 구현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저조도 영상 개선 및 
WDR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결과 DSP 칩에 적용했을 때 초당 15화면을 처리하였다. 또한 구현
한 결과 영상은 속도를 개선하기 전의 알고리즘과 거의 동일한 화질을 보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realtime image enhancing method on the three noise types of input images, 
such as haze, low contrast and back light images. Some conventional de-hazing algorithms have good performance 
but need large memories and high computational burdens. We proposed the efficient algorithm which not only 
removes the haze but also reduces memory usage and computational complexity. We implemented the realtime 
system by using DM6446 DSP chip, and it showed the excellent result in these three problems; haze, low 
contrast and back light. We implemented the system with the processing speed at 15 frames/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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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CCTV 환경에서 상  비디오의 화질은 상 분석

이나, 객체를 탐지할 때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실외에

서 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안개나 황사, 빛의 향으로 

획득한 상의 비(contrast)가 떨어진다. 안개의 농도

가 짙은 상황에서 카메라로 촬 된 상은 원래의 색을 

잃어버리게 되어 좋은 상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따라

서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상 감시를 제

로 수행할 수 없다. 카메라를 통해 상을 획득할 경우 

객체로부터의 빛과 색은 기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

해 본래의 색과 다른 색을 띄게 된다. 그림 1은 간단한 

상 획득의 를 보여 다.

안개가 짙은 기상 상황에서 카메라를 통해 상을 획

득했을 때는 동일한 색을 가진 객체라도 안개의 농도에 

따라 각각 다른 색을 띄고, 안개의 농도가 진할수록 객체

가 가지는 색을 잃어버리게 되며 안개에 가까운 값을 가

진다. 따라서 상 분석이나 객체 탐지 시 좋은 결과를 

제공할 수가 없다. 

조도 환경에서 카메라로부터 획득되는 상은 일반

으로 비가 낮고 컬러 정보를 구별하기 어렵다. 조

도 환경에서는 상에 잡음이 많이 발생하고, 객체의 에

지나 색상 정보, 는 상세 정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 감시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재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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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간단한 영상 획득 모델
Fig. 1. Simple image acquisition model

개발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해 외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상 처리 방법을 용하여 개선된 상을 감시 시

스템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안개를 제거하고 상을 복원하는 방

법들을 분석하고, 기존 방법의 문제 과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도 시 상 개선 방법과 역

보정 방법인 WDR(wide dynamic range) 구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2는 제안한 방법으로 안개 제거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b)               (c)
그림 2. (a) 안개 영상, (b) 제안한 방법으로 RGB 안개 개

선 영상, (c) 제안한 방법으로 YCbCr 안개 개선 
영상

Fig. 2. (a) haze image, (b) result of proposed
method on RGB image, (c) result of 
proposed method on YCbCr image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상개선에 

한 기존의 연구를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 방법을 설

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에 한 실험결과를 보이

고 분석을 하 다.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의 영상 개선

1. 안개 영상 개선 

안개 상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장의 상을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Schechner
[1] 등이 제안한 방법은 동일

한 치에서 각각 다른 편  필터가 장착된 카메라로 촬

 후 측정되는 편  값을 계산하여 2장의 상에 한 

안개를 제거한다. 상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Kopr[2]등에 의해 제안되었다. 상의 깊이 정보는 안개 

값의 도를 가정한 후 안개를 제거한다. 

그러나 여러 장의 상 는 상의 깊이 정보를 이용

하지 않고 한 장의 상만을 이용하여 안개 제거하는 방

법이 제안되었다. 

한 장의 상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은 안

개 모델링 식(1)을 이용한다.

          (1)

여기서,   는 획득된 상이고, 는 복원 

상, 는 상의 안개 값, 는 달 량(transmission)

으로   와 의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획득된 

상으로부터  , 를 구하고 를 복원한다. 

He 등이 제안한 방법[3]은 상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

거하는 방법이다. 안개가 없는 상은 부분 일정 역

안의 픽셀들이 매우 어두운 값을 가진다는 것을 찰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He 등의 알고리즘인 Dark channel prior 

방법은 식(2)와 같다.

      (2)

여기서,  는 상의 각 채 을 의미한다. 가 

부분 0이라고 가정하고 식(1)에 입하여 정리하면 식(3)

을 구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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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량은 블록 단 로 계산되기 때문에 상과 일치

하지 않은 블록 상이 나타난다. 이 블록 상을 제거하

기 해 정렬과정을 거치게 된다. 안개 모델링 식과 

matting 식이 비슷하다는 을 이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Levin등의 방법
[4]을 이용한다. 그러나 Levin 방법은 상

의 픽셀 수가  ×  인 경우  ×  ×  × 

의 matting 행렬을 이용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사용량이 

높고 계산 량이 많다는 단 이 있다.

안개 값 는 dark channel prior 에서 10%의 밝기

를 가지는 픽셀들  가장 밝은 픽셀을 선택했을 경우 가

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저조도 영상 개선

조도 상 개선의 방법은 히스토그램 평활화 는 

티넥스 방법이 많이 쓰인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상의 밝기가 무 밝거나 어두운 상에 해 히스토그

램 분포를 고르게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즉 상에서 인

지하기 어려운 무 밝거나 무 어두운 상의 밝기 값

이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픽셀 값 분포를 재분배 해주는 

과정이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식(4)을 이용하여 각 컬

러 채 별로 용한다[10].

  






 


 

     (4)

식(4)에서 히스토그램 평활화의 결과 는 입력 상

에서    의 범 에 속하는 화소값의 비를 향

상시킨 결과이다. 는 번째의 정규화된 히스토그램이

고,  함수는 반올림 값을 이용하여 화소값의 범 를 

   의 범 로 확장시킨다[13]. 

티넥스 방법은 Land의 시각  모델에 기반하여 조

명 성분의 향을 제거하고, 사물의 반사 성분을 이용하

여 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8]. 티넥스 방법은 용

된 필터에 따라서 SSR(Single-Scale Retinex), MSR 

(Multi-Scale Retinex) 방법 등이 존재한다. SSR은 역

인 가우시안 필터를 용하고, MSR은 필터의 크기를 

다양하게 용하기 때문에 SSR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인

다. 식(6)을 이용하여 입력 상의 의 치에서 

RGB의 각 번째 채 의  와 가우시안 필터 식(5) 

 와의 컨벌루션을 나타낸다. 

      (5)

       

(6)

이를 이용하여 복원된   를 구한다.

  
 



 
 



  (7)

식 (7)에서 는 번째 가우시안 필터에 의해 

생성된 번째 SSR 상이다. 이 상에서의 모든 가 치

의 합이 1이 되는 를 곱해 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가

우시안 필터가 용된 상 를 얻는다. 하

지만 MSR은 가우시안 필터의 크기에 의존 인 특성과 

RGB 각 채 별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채 간의 비율이 

변형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RGB 채 별 비율에 따른 

왜곡을 보정하기 한 컬러 복원 변수를 곱해주는 

MSRCR(Multi-scale Retinex with color restoration)이 

제안되었다[11][12][13].

Ⅲ. 제안한 영상 개선 

1. 제안한 방법 

본 논문에서는 속도를 높이고 계산 량의 이기 해

서 변경된 dark channel prior을 구한다. 블록 사이즈는 

 × 를 사용하 다. 식(8)은 식(2)를 변경하여 표

한 식이다.

      (8)

달 량은 matting 알고리즘이 연산 속도가 느리고 많

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해서 메

디안필터(median filter)를 이용하여 략 인 달 량을 

구한다. 메디안필터의 블록 사이즈가 크게 되면 깊이 차

이가 나는 에지 역에서 후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블록 크기를 조 할 필요가 있다. 

DSP에 용 시 입력 상은 Ycbcr 720x480이다. 따라

서 RGB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컬러 변환 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RGB 컬러 상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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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YCbCr 상에 용하 다. 실제 DSP 구  시에는 

YCbCr 상 포맷으로 입력을 사용하 다.

2. DM6446 구현

TI DAVINCI DM6446[5]은 그림3에 보인 바와 같이 

ARM926 로세서와 DSP 로세서가 있는 SoC 형태이

다. ARM 측에서는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도록 설계를 하

고, DSP 측에서는 이미지 처리만을 하도록 설계하

다. 구  시 TI에서 제공하는 내부 명령어
[6]와 상라이

러리[7]를 이용하여 구 하 다.

그림 3. DM6446 구조
Fig. 3. DM6446 Structure

CPU의 구조는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기본 인 곱의 덧셈(sum of product) 알고리즘을 한 클

럭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합하게 설계가 된 로세서이

다
[9]. 식(9)는 두 개의 변수 과 를 곱한 후 더해서 최

종 으로 에 장하는 식이다.

  




×  (9)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해서는 CPU가 곱셈, 덧셈, 

데이터 근, 비트 연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을 한 

클럭에 연산하기 해서는 하나의 CPU로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기능 각각을 수행할 수 있도록 CPU 구성을 

세분화하 다. 곱셈을 담당하는 .M, 덧셈과 같은 산술 연

산, 논리 연산, 비교 연산을 담당하는 .L, 데이터를 근

(읽기/쓰기)하는 .D, 비트 연산, 산술 연산 등을 담당하는 

.S로 구성되고, 이들 각각을 로세싱 유닛이라고 한다. 

이 로세싱 유닛들은 16개의 지스터를 이용한다. 4개

로 구성된 유닛들이 알고리즘 체를 한 클럭에 동작 시

킬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의 유닛과 지스터를 추

가하여 한 클럭에 동작되도록 한다. 그림4는 8개의 로

세싱 유닛을 가지는 CPU 구조를 나타낸다. 

이 구조는 한 클럭에 최  8개의 명령을 수행 할 수 있

다. 이상 으로 CPU가 동작 할 경우 8개의 유닛이 모두 

연산을 수행하여 단일 CPU에 비하여 최  8배의 속도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다. TI 에서는 DSP 개발에 용이하

도록 최 화된 라이 러리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제공되는 라이 러리는 fft, filtering, math, matrix에 

련된 DSPLIB를 제공하고, edge, morphology, filtering, 

상 산술 연산, wavelet등 상 처리에 련된 IMGLIB, 

컴퓨터비  분야에 용이 되는 VLIB와 실수연산이 가

능하도록 IQmath 라이 러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CPU 유닛 구조
Fig. 4. CPU unit structure

Ⅳ. 실험 및 결과

실험 환경은 Matlab과 C++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도록 하 고 최종 으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개 상 개선, 조도 상 개선, WDR을 TI Davinci 

DSP DM6446에 구 하 다. 기존의 He등의 방법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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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한계로 인하여 실험 결과에 넣지 않았다. 본 논문에

서 보이고 있는 실험 결과 상들은 제안한 알고리즘으

로 구 한 결과이다. 

1. 안개 영상 개선

그림 5와 그림 7은 안개 상이고 그림6과 그림8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구  후 테스트 결과 상이다. 

그림 5. 안개 영상
Fig. 5. hazy image

 그림 6. 안개 개선 영상
Fig. 6. de-hazed image

       

그림 7. 안개 영상[14]
Fig. 7. hazy image 

 
그림 8. 안개 개선 영상
Fig. 8. de-hazed image

  

2. 저조도 영상 개선

본 논문에서는 조도 상을 개선하기 하여 제안

한 방법에 반 된 상을 입력으로 주고 알고리즘을 

용한다. 그림 9와 그림 11은 입력된 조도 상이고. 그

림 10과 12는 제안한 방법으로 조도 개선한 상이다. 

그림 9. 저조도 영상[15]
Fig. 9 .Low contrast image 

그림 10. 개선 영상
Fig. 10. Enhanced image

그림 11. 저조도 영상
Fig. 11. Low contrast 
        image

 
그림 12. 개선 영상
Fig. 12. Enhanced image

반 된 상을 구하고 3채 의 최소 값을 구하는 코드

는 그림13과 같이 작성하 다.

// 반  상과 minimum image

int r0123,g0123,b0123;

for(i = 0 ; i < width*height ; i+=4)

{

    r0123 = _sub4(0xFFFFFFFF,*(int*)&Red[i]);

    g0123 = _sub4(0xFFFFFFFF,*(int*)&Green[i]);

    b0123 = _sub4(0xFFFFFFFF,*(int*)&Blue[i]);

    *(int*)&min_image[i] = 

_minu4(r0123,_minu4(g0123,b0123));

}

그림 13. 3채널의 최소값을 구하는 코드
Fig. 13. Program code to obtain 3 channel minimum

_sub4, _minu4는 DSP 내부 명령어들로 4byte를 한번

에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WDR(Wide Dynamic Range)

WDR의 경우에는 밝은 상은 어둡게 만들고(short 

shutter image) 어두운 상을 밝게 만들어서(long 

shutter image) 상을 개선하는 데 안개 보정 방법으로 

밝은 역을 어둡게 만들어 비를 높이고, 조도 개선

으로 어두운 역을 밝게 만들어 비를 높여 두 상의 

평균을 취한 결과이다. 그림 14는 입력 상이고 그림 15

는 제안한 방법으로 개선한 상이다. 

입력되는 상으로 단시간 셔터 상과 장시간 셔터 

상을 만든 후 상 개선을 하기 때문에 안개 개선과 

조도 개선보다 속도가 떨어진다. 평균 상을 구하는 

DSP 제 코드는 그림16과 같다.

_avgu4는 DSP 내부 명령어들로 src1과 src2의 4byte

의 평균을 한번에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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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입력 영상
Fig. 14. Input image

 그림 15. 개선 영상
Fig. 15. Enhance image

 

// 두 상의 평균 상

int avg0123;

for(i = 0 ; i < width*height ; i+=4)

{

   avg0123 = _avgu4(*(int*)&longShutterImage[i], 

*(int*)&shortShutterImage[i]);

   *(int*)&avg_image[i] = avg0123;

}

그림 16. 두 영상의 평균영상 구하는 코드
Fig. 16. Program code to obtain average value 

for two image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상 개선 알고리즘은 안개가 발

생하는 경우에 상 개선 효과를 보인다. 실제 TI 

DAVINCI DM6446에 용해본 결과 720x480 상 개선 

용 시 당 15 화면의 성능을 보인다. 추가 인 최 호

를 통해 속도를 더욱 개선할 수 있다. 향후 20 화면 이상

의 속도를 내기 해 카메라에 내장시키는 방안을 고려

하고 있다.

한 제안한 방법은 안개 농도 값을 0 ～ 1 사이의 값

을 선택하 으나, 추후에는 안개 농도를 자동을 할 수 있

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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