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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HDR 영상 신호의 고속 광전변환을 위한 파라미터 룩업 테이블 기반 구간 선형 근사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고속화하기 위한 광전변환함수의 입력 값의 범위를 다수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별도의 선형 근사함수를 구하여 광전변환함수를 근사하고 각 구간별로 필요한 선형 근사함수의 
파라미터를 룩업 테이블에 미리 저장하고 사용함으로써 보다 빠른 근사 값 계산이 가능하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MPEG 에서 제공하는 참조 소프트웨어인 HDRTools 를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했고 이를 통해 참조 
소프트웨어에 구현되어 있는 기존의 고속화 방법과 비교하여 더 적은 연산 수를 가지며 평균 24% 빠른 처리 
속도와 약 0.05dB 의 평균 PSNR 손실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1. 서론 
 

고품질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감 화질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는 HD(High Definition), FHD(Full HD), 
4K 와 같이 고해상도를 목표로 연구개발 되었지만, 최근에는 
영상의 동적 범위(DR: Dynamic Range)를 증가시키기 위한 
HDR(High Dynamic Range)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영상의 
동적 범위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통해 취득 및 표현되는 
영상의 최저 밝기와 최대 밝기의 비로, 카메라와 디스플레이가 
높은 동적 범위를 가질수록 자연에 가까운 밝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디스플레이에서 표현되는 
SDR(Standard Dynamic Range)영상의 경우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밝기의 동적 범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동적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취득된 영상의 동적 범위에 따라 밝기와 색상 
재현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TU-R, SMPTE(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s), MPEG(Moving Picture Expert 
Group)등의 다양한 국제 표준화 단체에서 HDR 비디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1]. 이러한 HDR 기술의 표준화는 가장 먼저 
전광변환함수(EOTF: Electro-Optical Transfer Function)와 
광전변환함수(OETF: Opto-Electrical Transfer Function)를 
중심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OETF 는 카메라의 센서를 통해 
취득되는 밝기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로, 취득되는 
선형적 특성의 밝기 신호를 밝기 변화에 대해 비선형적으로 
반응 하는 사람의 인지 특성에 적합한 비선형성을 가지도록 
설계된다. 이는 OETF 의 비선형성에 따라 인간이 인지하는 

영상의 화질이 크게 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OETF 는 실감 
화질 구현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2][3]. 

HDR 영상 신호의 광전변환을 위해 제안된 PQ(Perceptual 
Quantizer) Inverse-EOTF [4], HLG(Hybrid Log Gamma) 
OETF [5] 등의 OETF 는 밝기에 대한 인간의 인지 특성에 
적합한 비선형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구현 단계에서 부동 소수점 기반의 거듭제곱(power), 로그, 
나눗셈 연산 등을 필요로 하여 일반적으로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가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속화 
방법으로 룩업 테이블(Look-up Table)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이 제안됐었다 [6].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은 
OETF 의 특정 입력 값들에 대한 결과 값을 테이블에 미리 
저장하여 사용함으로써 계산 복잡도를 낮출 수 있으며, 
테이블에 저장되지 않은 입력 값들은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비교적 적은 오차를 가지는 근사 값을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은 근사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번 선형 보간법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구하는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산 복잡도를 가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이 가지는 추가적인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근사 값 계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테이블에 미리 
저장하여 보다 빠르게 근사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파라미터 
룩업 테이블 기반 구간 선형 근사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의 성능을 비교하여 성능을 
입증한다. 최종적으로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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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라미터 룩업 테이블 기반 구간선형 근사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먼저 고속화하기 위한 
OETF 의 입력 값의 범위를 다수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별도의 선형 근사함수를 구하여 OETF 를 근사하고 
각 구간별로 필요한 선형 근사함수의 파라미터를 룩업 
테이블에 미리 저장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수식(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근사화 된 OETF 를 의미하며, 
수식(2)는 OETF 의 특정 구간을 근사하는 선형 근사함수이다. 
수식(3)과 수식(4)는 수식(2)의 선형 근사함수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구하는 수식이다. 

 

 iTF( ) ≈ ( ) = ( )
  

 (1) 

 

 ( ) = × +               ≤ <  
0           ℎ

 (2) 

 

 =  (iTF( ) − iTF( ))/( − ) (3) 

 

 =  iTF( ) − × ( ) (4) 

 

여기서, iTF( ) 는 HDR 영상 신호의 광전변환에 사용되는 
OETF 를 의미하며 ( ) 은 구간 선형 근사화 된 OETF 를 
의미한다. 는 입력 신호로 선형 밝기 신호인 R, G, B 가 될 
수 있다. 와 는 ≤ <  구간을 근사하는 선형 
근사함수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의미한다. 

기존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은 테이블에 저장되지 
않은 입력 값들을 계산하기 위해 매번 와  같은 근사 값 
계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근사 값 계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테이블에 미리 저장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근사 
값 계산에 필요한 추가적인 계산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보다 
빠른 근사 값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MPEG에서 제공하는 참조 
소프트웨어인 HDRTools [7]에 기본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은 테이블에 64 비트 
배정도(double-precision) 부동 소수점 형태로 값을 저장한다. 
그러나 제안하는 방법은 구간별로 2 개의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64 비트 배정도 부동 소수점 형태로 값을 저장할 경우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과 동일한 근사 성능을 가지기 
위해 약 2 배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32 비트 
단정도(single-precision) 부동 소수점 형태로 2 개의 값을 
저장하고 이를 이용할 때는 근사 성능을 높이기 위해 64 비트 
배정도(double-precision) 부동소수점 형태로 변환하여 
계산함으로써 오차를 줄였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HDRTools를 기반으로 제안한 방법을 구현했으며, 기존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과 계산 
복잡도, 수행 시간, 근사 성능을 비교했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 
사용된 OETF 는 PQ Inverse-EOTF 이고 실험에는 MPEG 의 
HDR 표준 실험 영상인 FireEater, Market, BalloonFestival 이 
사용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각 영상의 해상도는 모두 
1920x1080 이며 최대 밝기 1,000nits 이상의 선형 밝기 
신호로 표현된 RGB 4:4:4 영상이다. 또한 근사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각 방법에 사용되는 룩업 테이블은 약 
800Kbyte 에 해당하는 메모리 크기를 사용하였다. 계산 복잡도 
비교는 구현을 위한 실제 연산 수를 비교했으며, 수행 시간 
비교를 위하여 100 장의 프레임이 각 방법으로 고속화된 
OETF 를 거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했다. 근사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고속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PQ 
Inverse-EOTF 를 거친 비선형 밝기 신호로 변환된 R G B  
4:4:4 16 비트 부동 소수점(floating-point) 영상을 원본 
영상으로 두고 기존의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평균 PSNR(Peak Signal-to-Noise Ratio)을 
측정하여 비교했다. 표 1 은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계산 복잡도 비교로 제안하는 방법의 
덧셈 및 곱 연산이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 는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수행시간 비교 결과로 수식(5)에 
해당하는 TS(Time Saving) 식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평균 
24.67%의 수행시간 감소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표 3 은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근사성능 
비교로 약 0.05 dB 의 무시할 만한 평균 PSNR 손실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Time saving =  ( _

_
)*100.0 (5) 

 

표 1.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계산 복잡도 비교 

Algorithm Adds Mults Memory Access 
LUT-PQ [6] 6 4 3 
Proposed 2 2 3 

 
표 2.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수행시간 비교 

Sequences LUT-PQ 
(sec) 

Proposed 
(sec) 

Time saving 
(%) 

FireEater 18.62 14.13 24.11 
Market 20.16 15.21 24.55 
Ballon Festival 19.68 14.69 25.36 
Total 19.49 14.68 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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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근사 성능 비교 

Sequences 
LUT-PQ  
(dB) 

Proposed 
(dB) 

FireEater 167.84 167.70 
Market 153.22 153.21 
Ballon Festival 152.77 152.77 
Total 157.94 157.89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HDR 영상 신호의 광전변환에 사용되는 
OETF 를 고속화 하는 파라미터 룩업 테이블 기반 구간 선형 
근사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고속화하기 
위한 OETF 의 입력 값의 범위를 다수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별도의 선형 근사함수를 구하여 OETF 를 
근사하고 각 구간별로 필요한 선형 근사함수의 파라미터들을 
룩업 테이블에 미리 저장하고 사용함으로써 보다 빠른 근사 
값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기존에 제안된 
고속화 방법인 룩업 테이블 기반의 선형 보간 방법보다 빠른 
수행시간을 가짐을 보였고 무시할 만한 근사 성능 감소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로 파라미터 룩업 테이블이 
가지는 메모리 크기를 줄이면서 근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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