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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using low-high quality image pair, a novel

image restoration algorithm is propos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algorithm is used Markov

Random Field to reduce a noise which is caused by

low luminance capturing circumstance. Then, by

accumulating with its gradient, the detail of image

is enhanced. Finally, a tone is revised by histogram

specification with target color histogram of high

quality image.

I. 서론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가 기존의 일반 디지털 카

메라를 대체 할 정도로 발달이 되었다. 조도가 충분히 

높은 곳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대비 개선 (contrast enhance), 영상 디테일 개선 등 

다양한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디지털 카메라

의 화질을 가진 사진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

트폰 카메라의 렌즈와 센서가 작기 때문에 조도가 낮

은 곳에서 사진을 촬영 할 경우 사진의 화질이 급격하

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조도 환경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화질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것 같

은 고화질의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기존의 예제 기반의 영상 개선 알고리즘 [1-3]의

경우 고화질의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과 그 영상의 톤

을 변화시킨 사진을 예제로 활용하여 새로운 영상이

들어왔을 때 해당 톤으로 바꿔주는 프레임 워크를 제

안하였다. 예제영상을 이용하여 저화질 영상에 존재하

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의 경우 [4-5] 색을 고려하

지 않고 밝기 영상에서의 노이즈 제거만 수행하여서

저화질 영상의 화질은 보정할 수 있으나 고화질 영상

이 가질 수 있는 색감변화나 디테일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화질 저화질

영상 예제를 이용하여, 저화질 영상이 가질 수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영상 디테일을 살려주며 전체적인

톤을 맞춰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본론

2.1 저화질 영상의 노이즈 제거

스마트폰 카메라와 같은 렌즈와 센서가 작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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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저조도 (6lux)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의 예 (a)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저화질 영상 (b) DSLR에서 촬

영한 고화질 영상

그림 2. 저화질 영상 개선의 예 (a) MRF를 수행한 결

과 (b) MRF를 수행한 후 gradient를 더해준 결과 (c)

(b)의 결과에 고화질 영상과의 histogram specification

을 수행한 결과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카메라의 경우 저조

도 상황 (6lux)에서 영상을 촬영하면 그림 1(a)와 같이

영상에 노이즈가 존재하고 영상콘텐츠의 경계부분이

모호하여 디테일이 손실된 영상이 획득된다. 반면, 같

은 조도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DSLR과 같은 렌즈와

센서의 크기가 큰 경우는 그림 1(b)와 같이 좋은 화질

의 영상이 획득 된다. 색상변화가 적은 영역에서의 노

이즈를 제거함과 동시에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영상의

밝기값을 이용하여 Markov Random Field (MRF)를

식 (1)과 같이 구성하고 L-BFGS[6]를 사용하여 식

(1)의 최소값을 갖는 노이즈가 제거된 영상 I e를 그림

2(a)와 같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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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는 입력영상을 나타내며, Nbr은 해당 화소를 기준

으로 주변 8개의 이웃화소의 화소위치, At는 화소값

차이 문턱값, β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2.2 저화질 영상의 디테일 향상

그림 2(a)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이즈는 제거되나 영

상이 뭉개져서 (blur) 원본의 디테일이 사라지는 효과

도 함께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본영상의 Haar like feature [7]를

이용하여 단일 색 영역을 추출하고 단일 색 영역의 이

외에는 MRF를 수행한 결과에 원본영상의 gradient를

더해줘서 그림 2(b)의 결과와 같이 디테일 향상을 수

행하였다.

2.3 저화질 영상의 톤 보정

노이즈를 제거하고 디테일을 향상시켜도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

이 DSLR에서 촬영한 것과 같은 톤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톤을 맞춰주기 위해서 원본영상과 고화질 영상

과의 비슷한 칼라 히스토그램을 가지도록 histogram

specification [8] 을 수행한다. 이때 목표가 되는 고화

질 영상의 칼라히스토그램은 미리 저장해뒀던 저화질-

고화질 영상 예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본영상과 저

화질 영상의 컬러 히스토그램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영상을 찾고, 해당 영상과 예제를 이루는 고화질 영상

의 컬러 히스토그램으로 정하였다. 결과는 그림 2(c)에

서 확인할 수 있다.

Ⅲ. 실험결과

실험에 사용한 영상은 저해상도 영상용으로는

Samsung Galaxy S5의 5312x2988 해상도의 영상과 고

화질 영상 용도로 Samsung NX300의 5472x3080 영상

예제를 사용하였다. 총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는 100여

장으로 s5와 NX300의 렌즈를 전방을 향하게 정렬하고

1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흔들림 없이 촬영하였다.

그림 3에 실험결과를 표시하였다. 그림 3(a)이 본 실

험에 사용한 입력영상이고 그림 3(f)가 화질 개선의 목

적 영상이다. 실험 결과 비교를 위해 CBM3D [9]의 방

법에 대한 결과를 그림 3(d)에 표시하였다. 노이즈는

효과적으로 지워지는 결과를 보였지만 얼굴부분 등의

디테일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톤 보정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본

알고리즘의 결과인 그림 3(e)의 경우 노이즈가 사라지

고 톤이 맞춰지면서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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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결과 영상의 예 (a) 원본 S5영상 (b) MRF의 결과 (c) MRF를 수행한 후 gradient를 더해준

결과 (d) CBM3D[9] (e) (c)의 결과에 고화질 영상과의 histogram specification을 수행한 최종 결과 (f)

NX300의 영상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저조도의 경우 화질이 나빠지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영상을 노이즈제거, 디테일 향상,

톤 보정을 통해 고화질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물리적 한계를 소프트웨어적인 후보정 방법으

로 접근하여 화질개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상

예제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기 때문에 촬영 환경을

정밀하게 조작하여 더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저화질 영상과 고화질 영상에서 나타나는 노이즈 특성

을 분석하여 영상 예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고화질 영상에서 획득할 수 있는 디테일

을 더 살릴 수 있는 기계학습적인 방법을 통해 고화질

영상을 더 잘 얻어낼 수 있도록 연구방향을 설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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