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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n image decomposition-based deep learning method and loss function to improve low-light

images. In order to remove color distortion and halo artifact, illuminance channel of an input image is decomposed into

reflectance and luminance channels, and a decomposition-based multiple structural deep learning process is applied to

each channel. In addition, a mixed norm-based loss function is described to increase the stability and remove blurring in

reconstructed imag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effectively improve various low-light images.

요 약

본논문에서는 저조도 영상을 개선하기위한 영상 분해 기반 심층 학습 방법 및분해 채널 특성에 따른손실함수를 제안한

다. 기존 기법들의 문제점인 색신호 왜곡 및 할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입력 영상의 휘도 채널을 반사 성분과 조도 성분으

로 분해하고, 반사 성분, 조도 성분 및 색차 신호를 신호 특성에 적합한 심층학습 과정을 적용하는 분해 기반 다중 구조 심층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더불어, 분해 채널들의 특성에 따른 혼합 놈 기반의 손실함수를 정의하여 복원 영상의 안정성을 증대

하고 열화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기법에 대해 기술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다양한 저조도 영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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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상 센서의 성능 고도화 및 소형화는 고화질 영

상을 쉽게 획득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나, 영상

왜곡 및 화질 저하 현상의 주요 원인인 외부 환경

요인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저조도 환

경을 극복하기 위해 감도 및 카메라 노출시간을 조

정하여 저조도의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밝은 영상

을 획득할 수 있으나 감도 및 노출 시간의 증대는

영상 열화 현상을 발생하게 된다[1].

저조도 영상 개선은 일반적으로 대조비 개선, 밝

기 정보 보정 및 인지 모델링 방법 등으로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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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대조비 개선 방식으로는 히스토그램 평활화(Histo-

gram Equalization) 방식이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영상 밝기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감마 보정(Gamma

Correction)이 사용되어 왔다. 상기 방식들은 영상

의 조도 성분을 고려하지 않고 산술적이거나 통계

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성능 개선의 한계가 존재한

다. 인지 모델링 기반 방식은 레티넥스(Retinex) 이

론[2]을 이용하여 획득 영상을 조도(Illuminance)

및 반사 (Reflectance) 성분으로 분리하여 저조도 및

색 신호를 보정하였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SSR

(Single Scale Retienx)[3] 및 MSR(Multi scale

Retienx)[4] 등이 발표되었다. 더불어, 상기 방식을

응용한 랜덤 스프레이(Random Spray) 방식[5] 및

조도 모델을 이용한 방식[6][7][8]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레티넥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들은

조도 성분을 제거하고 반사 성분을 예측하여 영상

을 개선하기 때문에 저조도 영역의 열화 현상 증폭

및 할로(Halo)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존재

한다. 더불어 선형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최적화 기

법을 이용하여 저조도 영상을 개선을 하는 변분법

(Variational) 방식[9][10][11] 등이 제안되었으나 높

은 연산량 및 매개변수(Parameter) 결정에 따른 성

능 편차가 큰 관계로 효율성이 높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심층 학습 기반 비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영상 복원 분야에서도 심

층 학습을 이용한 다양한 저조도 영상 개선 방식들

이 연구되어 왔다[12][13][14][15][16][17].

심층 학습 기반 저조도 영상 복원 방식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MSR-net[13]은

단방향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구조를 이용하여 MSR 방식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색신호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

점을 갖고 있다. Retinex-net은 분해 신경망을 이

용하여 레티넥스 모델에 부합하는 반사 성분과 조

도 성분을 분리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15]. 그

러나 RGB 칼라 영상의 채널간의 상이한 특성을 고

려하지 않고, 각 채널을 동일한 구조를 통해 학습

하여 성능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열화 현상 및 할로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MBLLEN[16] 방식 및 Kind

[17]는 오토인코더(auto-encoder) 구조를 이용하여

저조도 및 열화 현상을 동시에 제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상의 세부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점이 존

재한다. 상기와 같이 심화 학습 기반 저조도 영상

복원 방식들은 (1) 칼라 채널간의 상관성 고려 미

흡으로 인한 색신호 왜곡 및 (2) 상이한 성분을 동

일한 구조를 이용하여 복원한 관계로 성능의 불안

정성 및 열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레티넥스 모델에 기반을 둔 다중 합성곱 신경

망을 이용한 분해 신경망 구조를 제안하고, 신호의

특성을 반영한 혼합 놈(norm) 형태의 손실 함수를

제안한다. RGB 칼라 영상에서 채널간의 상관성을

반영하기 위해 YCbCr로 변환된 영상의 휘도 채널

을 이용하여 반사성분과 조도성분으로 분리하고,

분해 성분에 따라 학습하고 복원하는 분해 학습 구

조 및 복원하는 방식에 대해 제안한다. 더불어, 복

원 영상의 안정성 증대와 열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사 성분, 조도 성분 및 색차 성분의 특성에

적합한 혼합 놈(norm) 기반의 손실함수를 제안하

며, 다양한 정량적 지표를 통해 제안 방식의 성능

을 검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에서

는 제안하는 저조도 영상 복원을 위한 심층학습 구

조 및 혼합 놈 기반 손실함수에 대해 소개한다. Ⅲ

장에서는 실험 결과 및 분석에 대해 에 대하여 서

술하고,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분해 심층 학습 기반 저조도 영상 복원

1. 다중 분해 심층 학습 구조

레티넥스 모델은 저조도 영상 개선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인지 모델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

다[2].

   × (1)

위 식에서 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장면(Scene)

을 의미하며,  및 은 이상적인 조명 환경에서 장

면의 반사 및 조도 성분을 의미한다. 식 (1)은 객체

의 색이 주변의 조도에 따라 상이하게 인간 시각

시스템에서 인지하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모델로서, 일반적으로 는 획득된 영상으로 간주하

여 객체의 고유 색 성분 및 반사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저조도 영상 복원을 위해 레티넥스

모델을 이용하여, 획득된 저조도 영상으로부터 조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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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rchitecture of Proposed Method.

그림 2. 제안 방식의 구조도

및 반사 성분을 분리하는 분해 신경망(Decomposition

neural network) 구조를 기술한다. 선행 연구를 통

해 획득 영상의 휘도 채널이 조도 성분 추정에 매

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18]. 상기 선행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휘도 채널을 통하여 영

상 내 조도성분 및 반사 성분을 분해 하는 분해 신

경망 구조를 제안한다.

Fig. 1. Decomposition Network.

그림 1. 분해 신경망 개념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해 신경망의 개념도는

그림 1과 같이 입력 영상을 YCbCr로 변환하고, 휘

도 성분인 Y채널로부터 조도 및 반사 성분을 각기

다른 구조의 신경망 구조를 통해 학습하여 가중치

를 공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학습 영상의

휘도 채널을 입력으로 하고 각 구조의 출력 모델에

서 손실 함수를 지정하여 신경망이 하나의 영상에

서 모델에 부합하는 특징 지도(Feature Map)들로

분해해 내도록 학습한다. ×  크기의 입력 영상

에 대해 제안하는 분해 신경망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   ≃ 

 ×   ≃
(2)

위 식에서  및 은 원(ground truth) 영상 및

저조도 영상의 휘도 채널을 의미한다. 더불어, 

및 은 원 영상 및 저조도 영상으로부터 변환된

휘도 채널의 반사 신경망 함수 의 출력을 의

미하며,   및
 은 휘도 채널에 대한 조도 신경망

함수 의 출력을 의미한다. 식 (2)는 제안하는

분해 신경망 통해 출력된 저조도 영상의 반사

성분과 신경망을 통해 출력된 원 영상 조도 반사

성분은 유사해야 하며,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나

온 출력을 통해 다시 합성하여도 원래의 휘도 채널

영상 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학습과정의 특성을 의

미한다.

제안하는 분해 신경망은 각 채널 성분의 특성을

고려하고, 원활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하위 신경

망 구조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에 도시

한 바와 같이 하위 신경망은 단방향 포워드 합성곱

신경망, 오토인코더 기반의 신경망 및 스킵커넥션

(Skip-Connection)을 이용하는 다중스케일 기반의

신경망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각기 다른 형태의

CNN 네트워크가 병렬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특성을 이용하여 조도 성분

과 반사 성분을 각기 분리하여 추정한다.

휘도 성분을 개선하기 위한 분해 신경망은 그림

3-5에 나타낸 4개의 하위 신경망이 병렬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분해 신경망을 통해 출력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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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도 영상의 조도 성분은 조도 신경망을 통하여

학습된다. 학습된 조도 성분과 원 영상의 분해 신

경망 출력 조도 성분은 “Enhance-net”을 이용하여

조도 성분을 개선하게 된다. 더불어, 개선된 조도

성분은 분해 신경망을 통해 학습된 반사 성분과 합

성하여 복원된 휘도 영상을 얻게 된다.

색차 채널은 그림 5에 나타낸 단방향 포워드 합

성곱신경망을 이용하여 별도로 학습하여 개선된

영상을 얻게 된다.

Fig. 3. “Sub-net1” Architecture.

그림 3. “Sub-net1” 구조도

각 하위 신경망 구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다중

크기 합성곱 신경망구조(sub-net1)는 복합적인 크

기의 수용장(Receptive field)을 수용하기 위해 스킵

커넥션을 사용한다. 상기 구조는 MSR[4] 방식에서

다양한 입력 영상에 대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

한 다중 크기 필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구조를 이용하여 국부 균일성(Local homogeneity)

및 공간 평탄함(Spatial Smooth) 등의 분해하려는

조도 성분이 다양한 특성의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가정하여 해당 신경망 구조를 조명성분을 학습하

는데 사용하였다.

Fig. 4. “Sub-net2” Architecture.

그림 4. “Sub-net2” 구조도

그림 4에 도시한 단방향 합성곱 신경망(sub-net2)

은 작은 스케일의 수용장을 사용하여 영상의 국부

상관관계(Local Correlation)를 학습하는데 용이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해

당 신경망을 영상의 세부 정보를 보존하며 학습을

진행하는데 사용을 하였다.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영상의 세부 정보 및 경계선 정보들을 효과적

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에 나타낸 오토인코더 신경망(sub-net3)은

신경망 구조에서 풀링(Pooling) 계층을 이용한 다

운샘플링(Down Sampling)을 진행하여 특성 지도

(Feature map)를 생성하는 인코더 부분과, 역필터

링 과정을 통해 업샘플링(Up Sampling)하는 디코

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오토인코더 구조는 스

킵 커낵션을 이용하여 각기 다른 크기의 특징 지도

를 학습한 결과를 병합하여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의 신경망은 영상 내의 구조

적인 해석을 통해 학습하는데 용이하다. 상기 구조

를 통하여 피드포워드 학습을 진행하여 영상의 노

이즈 성분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Fig. 5. “Sub-net3” Architecture.

그림 5. “Sub-net3” 구조도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안하는 심층학습

구조는 분해 구성 요소를 학습하는 시간의 단축과

하위 네트워크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구조적으로 유연한 장점이 존재한다.

2. 손실함수

본 논문에서는 신경망의 학습을 위해 레티넥스

모델링을 통한 분해 신경망 손실 함수 및 개선 신

경망의 손실함수로 분류되며, 분해 신경망 손실 함

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3)

위 식에서 세부 ,  및 은 분해 손실

(Decomposition Loss) 함수, 반사 성분 모델 손실

(Reflectance Model Loss) 함수, 조도 성분 모델 손

실(Illuminance Model Loss) 함수를 의미하며, 그

림 2의 분해 신경망에서 최종 학습된 반사 성분과

조도 성분을 얻기 위해 함수이다.

식 (3)의 첫 항인 분해 손실 함수는 레티넥스 모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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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이용하여 분해 신경망의 목적인 조도 성분과

반사 성분으로 분해를 위한 기본 손실함수이다.

× 크기의 영상에 대한 분해 손실 함수는 다음

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  ∥∥    ∥



∥    ∥




(4)

식 (4)에서  및 은 원 영상 및 저조도 영상의

휘도 성분을 [0, 1] 범위로 선형 정규화 시킨 × 

크기의 열벡터이며,  및 는 원 영상 및 저조도

영상과 비교하여 분해 신경망 저조도 출력 성분의

완화도를 제어하기 위한 정규화 매개 변수를 의미

한다. 더불어, ,   및  는 분해 신경망 함수의

출력인 저조도 휘도 채널의 반사 성분, 저조도 휘

도 채널의 조도 성분 및 원 영상 휘도 채널의 조도

성분을 의미하며, 손실 함수에서 정의된 모든 열벡

터 성분은 [0, 1] 범위로 선형 정규화 하였다. 식

(4)에서 영상의 반사 성분은 세부 정보 및 경계선

정보를 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L1 norm으로 정의

하였다.

반사 성분 모델 손실 함수는 영상에 존재하는 객

체들의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

로 경사도 맵에 대한 최소화 항과 원 영상에 대한

오차 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

∥  ∥

 (5)

식 (5)에서 ∇는 경사도 연산자(Gradient Operator)

를 의미하며,  및 는 원 영상의 경사도 맵 및 원

영상에 대해 분해 신경망 출력 반사 성분의 완화도

를 제어하기 위한 정규화 매개 변수를 나타낸다.

조도 성분은 물체 표면이 램버시안 반사(Lambertian

reflectance)의 특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간적으

로 평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9]. 이와 같은 특성

을 이용하여 조명 성분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max∇ 

∇ 


max∇ 

∇  ∥


(6)

위 식에서 는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작은 상수를 의미한다.

반사 및 색차 성분 개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피드포워드 과정을 통해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    ∥


,

 ∥  ∥


, (7)

 ∥  ∥


.

위 식에서  는 그림 2에 도시된 Enhance-net

의 출력을 의미한다. 더불어,  및 은 저조도

색차 성분의 피드포워드 출력을 의미하며,  및

은 정규화된 원 색차 성분을 나타낸다. 상기 과

정에서 색차 성분은 [-128, 128]의 값을 [0, 1]로 정

규화 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위에서 기술한 각 손실 함수는 Adam 방식[19]을

이용하여 최소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휘도

성분은 화소당 비트로 표현되는 영상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   , (8)

위 식에서 은 의 각 원소를 [0, 1]의 범위로

재구성하는 선형 정규화 함수를 의미한다. 최종적

으로 상기 휘도 성분 및 식 (7)의 색차 성분을 이용

하여 복원된 RGB 영상을 얻게 된다.

Ⅲ. 실험 결과

1. 실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한 손실함수는 다양한 항을 정

규화 매개변수들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구성하였

다. 매개변수 설정에 따라 손실함수의 수렴이 결정

되고, 영상 복원 결과도 상이하게 된다. 제안하는

손실함수의 최적화 된 매개 변수의 최적화는 별도

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매개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검증하였다. 식 (4)

에서  항의 매개면수  및 는 분해 신경망의

근본적인 이론인 레티넥스 모델의 특성을 갖고 있

으므로, 상기 매개변수 값들이 작을수록 분해 신경

망이 특성 지도를 효과적으로 분해하지 못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의 값에서 분해 신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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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Input Msrnet Retinexnet MBLLEN KinD Proposed

Ref
data

PSNR(dB) -　 8.690 15.878 20.144 19.601 17.639 22.005

LOE -　 282.895 210.935 327.841 202.573 374.087 208.042

VIF -　 0.366 0.613 0.556 0.508 0.451 0.656

PIQE 36.938 39.832 37.599 47.472 47.406 51.174 30.885

CPP 35.978 15.069 29.360 47.497 25.822 30.034 31.268

no Ref
data

PIQE -　 33.252 31.058 39.245 52.647 46.168 24.019

CPP -　 13.925 19.639 35.655 14.435 20.006 20.625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s

표 1. 성능 평가 비교

경망의 수렴성이 보장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식 (5)에서 은 커질수록 반사성분 특성지도에서

경계선 등의 세부 정보가 강화되며, 은 영상의 전체

적인 구조를 보존하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

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로 설정하였다. 식 (6)의 는 커질수록 조명성분 특

성지도의 공간적 평탄함이 증가한다. 실험을 통해

   이 될경우조명성분 특성 지도의 수렴성에문

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는   

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RGB 원 영상을 감마, 톤다운 및

색차 왜곡의 매개변수를 랜덤 함수를 이용하여 저

조도 왜곡 영상을 생성하여 학습과정에 사용하였

다. 원 영상은 LIVE 데이터베이스[20], Google 데이

터베이스[21], NASA 데이터베이스[22], BSDS500

데이터베이스[23]로 구성된 1200 여개를 사용하였

으며, 왜곡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영상별로 5개의

저조도 영상을 생성하여 6000 여장의 저조도 영상

을 학습 과정에 사용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학

습 과정에 활용하지 않은 50개의 원 영상을 저조도

영상으로 왜곡하여 이용하였으며, 더불어 비 참조

저조도 영상 50개를 이용하였다.

2.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MSR-net[13], Retienx-

net[15], MBLLEN[16] 및 KinD[17] 방식과 성능

비교를 하였으며, 성능 평가를 위해 Peak-to-Signal

Ratio(PSNR), Lightness Order Error(LOE)[23],

Visual Information Fidelity(VIF)[24], Perceptual

based Image Quality Evaluator(PIQE)[25] 및 CPP

(Contrast Per Pixel)을 사용하였다. 상기 지표에서

LOE는 기준 화소에서 × 화소 내에서 원 영상

과 비교 영상간의 밝기 정렬이 불일치한 화소의 개

수를 나타낸다. VIF는 비교 영상 대비 향상 혹은

저해 정도를 판별 할 수 있는 지표이며, PIQE는 인

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지표로서 인지하기 좋은 영

상일수록 작은 값을 갖는다. 실험에 사용한 영상은

평균 ×의 공간 해상도를 갖고 있으며, NVIDIA

1660Ti GPU를 이용하였으며 Python 환경에서

Tensorflow 3.0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표 1에 기술한 바와 같이 PSNR, VIF 및 PIQE

지표에서 제안 방식의 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PSNR은 기존 방식들과 비교하

여 2-5 dB 향상되었으며, VIF는 0.04-0.2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PIQE 지표의 성능

을 통해 제안 방식을 통한 복원 영상이 인지적 측

면에서 매우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반면에 LOE 평

가 지표에서는 MBLLEN 방식이 가장 우수한 결과

를 보이고 있으며, CPP 평가 지표는 Retinex-net

방식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Retinex-net 방식은 기존 레티넥스 방식의 문제점

인 “halo-artifact”를 발생하며, 이와 같은 왜곡 현

상이 CPP의 값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LOE 평가는 영상 정렬에

대하여 on/off 로 평가하기 때문에 조도 개선의 정

도를 정확하게 판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상

기 정량적 지표 결과를 통해 제안 방신이 원 영상

에 가장 근접한 영상을 복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면, 원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저조도 영상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각적 성능 비교를 그림 6 및 7에 도시하였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SR-net은 피드포

워드 학습만을 이용하여 조도 보정 및 색차 왜곡의

성능 개선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Retinex-net은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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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 truth image (b) Degraded low-light image

(c) MSR-net (d) Retinex-net

(e) MBLLEN (f) KinD

(g) proposed method

Fig. 6. Visual Comparisons.

그림 6. 시각적 성능 비교

(a) Low-light image (b) MSR-net

(c) Retinex-net (d) MBLLEN

(e) KinD (f) proposed method

Fig. 7. Visual Comparisons.

그림 7. 시각적 성능 비교

RGB 채널의 독립적인 학습 과정으로 인해 조도 성

분의 개선은 있었으나 할로 왜곡 및 색신호 왜곡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MBLLEN 방식은

합성곱신경만 계층의 출력을 auto-encoder 구조

기반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영상의 잡음 등의 왜곡

현상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조도 개선의 미흡 및

열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nD

방식은 기존 방식들과 비교하여 조도 및 색신호 보

정의 개선이 있었으나, 색신호 왜곡 및 할로 현상

이 원만히 개선되지는 않았다. 반면에 제안 방식은

다중 도메인에서 반사 성분을 분해하여 색차 성분

과 휘도성분을 학습하고, 각 성분의 특성에 적합한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영상을 재구성하여 영상 요

소들의 인지성을 저해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에

도시한 바와 같이 원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저조도

영상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량적 지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듯이 제안

방식이 기존 심층 학습기반 저조도 영상 복원 방식

들의 성능을 개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

각적 성능면에서도 색신호 성분, 열화 및 할로 왜

곡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저조도 환경에서 취득된 영상의

저조도 영상 복원을 위해 레티넥스 모델에 기반을

둔 다중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분해 신경망 구조

및 신호의 특성을 반영한 혼합 놈(norm) 형태의 손

실 함수를 제안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식이 기존의 심층 학습

기반 저조도 복원 기법들과 비교하여 다양한 정량

적 평가 지표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각적 측면에서도 색신호, 열

화 및 할로 왜곡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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