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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비트맵과 색도 일 성을 이용한

무 잔상 High Dynamic Range 상 생성

( Ghost-free High Dynamic Range Imaging Based on Brightness Bitmap 

and Hue-angle Constancy )

 엔 시*, 하 호 건*, 이 철 희***, 하  호***

( Xi Yuan, Ho-Gun Ha, Cheol-Hee Lee, and Yeong-Ho Haⓒ )

요  약

HDR(high dynamic range) 상 생성은 실세계의 고명암비 상을 재 하는 방법이다. Exposure fusion은 여러 HDR 상 생성 

방법  한 가지로 true-HDR 상을 생성하지 않고, 바로 pseudo-HDR 상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노출이 다른 여러 입력 

상들 에서 이동하는 물체가 존재하면 잔상 효과가 발생하여 pseudo-HDR 상의 화질 열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단 을 해결하

기 해 본 논문에서는 시간 역에서 일치성 평가를 통한 무 잔상 exposure fusion을 제안하 다. 먼  다  역치  밝기를 이용한 

비트맵과 색도 일 성 맵을 이용하여 각 입력 상들간의 일치성을 평가하 고, 이를 시간 역 가 치 맵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기존 exposure fusion에서의 공간 역 가 치 맵과 결합하여 최종 가 치 맵을 생성하 다. 마지막으로 각각 입력 상에 최종 

가 치 맵을 용한 후, 합성하여 잔상이 제거된 pseudo-HDR 상을 생성하 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pseudo-HDR이 기존

의 방법보다 잔상이 더 많이 제거되어 화질이 개선됨을 확인하 고, 객 인 평가 방법인 기  상 비 오차도 더 게 나타남을 

확인하 다.  

Abstract

HDR(High dynamic range) imaging is a technique to represent a dynamic range of real world. Exposure fusion is a method 

to obtain a pseudo-HDR image and it directly fuses multi-exposure images instead of generating the true-HDR image. 

However, it results ghost artifacts while fusing the multi-exposure images with moving objects. To solve this drawback, 

temporal consistency assessment is proposed to remove moving objects. Firstly, multi-level threshold bitmap and brightness 

bitmap are proposed. In addition, hue-angle constancy map between multi-exposure images is proposed for compensating a 

bitmap. Then, two bitmaps are combined as a temporal weight map. Spatial domain image quality assessment is used to 

generate a spatial weight map. Finally, two weight maps are applied at each multi-exposure image and combined to get the 

pseudo-HDR image. In experiments, the proposed method reduces ghost artifacts more than previous methods. The quantitative 

ghost-free evaluation of the proposed method is also less tha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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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동  범 (dynamic range)는 주어진 장면에서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의 밝기 비율을 의미한다. 인

간이 인지하는 동  범 는 -  정도인데 반해 카

메라와 디스 이들이 가지는 동  범 는 -이

다. 따라서 이런 장치들에서는 인간이 인지하는 실 

세계를 그 로 재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해 노

출이 서로 다른 상들을 이용하여 넓은 동  범 의 

상을 재 하기 한 HDR(high dynamic range) 상 

생성 방법이 제안되었다[1],[2]. 이 방법은 노출이 서로 다

른 상과 카메라 응답 곡선으로부터 장면의 휘도

(radiance)를 추정하여 실제 동  범 와 비슷한 밝기를 

가지는 true-HDR 상을 생성한다. 그러나 true-HDR 

상은 각 채 당 10비트(bit) 이상의 높은 비트를 사용

하기 때문에 일반 디스 이에서는 재 이 불가능하

다. 그래서 톤 매핑(tone-m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일

반 인 디스 이에서 재  할 수 있는 8비트의 

pseudo-HDR 상으로 변환하여 표 한다
[2-6]

.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카메라 응답 곡선을 추정하고, 다시 톤 

매핑을 하는 등의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다. 이런 과

정을 이기 해 exposure fusion이 제안되었다
[7]
. 그

림 1에서와 같이 exposure fusion은 노출이 서로 다른 

상을 통해 true-HDR 상을 구하지 않고, 합성

(fusion)을 통해 바로 pseudo-HDR 상을 획득한다. 

이를 해 각각의 입력 상에 한 공간 역(spatial 

domain)의 가 치 맵(weight map)을 구한 후, 이를 

응한 상에 용하고 합성하여 한 장 pseudo-HDR 

상 생성한다. 그러나 여러 장의 사진을 을 때 장면의 

움직임이나 이동하는 물체가 존재하면 그림 2의 빨간 

사각형에서 보는 것과 같이 pseudo-HDR 상에서 잔

상 효과(ghost effect)가 발생되어 화질의 열화를 가져

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무 잔상(ghost- 

그림 1. 기본 인 exposure fusion 개념

Fig. 1. The concept of exposure fusion.

그림 2. Exposure fusion에서 발생하는 잔상 효과; 

(a)-(e) 노출증가에 따른 입력 상, (f) 잔상 효

과를 포함한 pseudo-HDR

Fig. 2. The ghost artifacts in pseudo-HDR image; 

(a)-(e) input images with increasing exposure 

time, (f) pseudo-HDR image with ghost artifacts.

free) exposure fusion들이 제안되었다. 먼  여러 장의 

다른 노출 상이 아닌 한 장의 상을 이용한 무 잔상 

exposure fusion이 제안되었다[8]. 이 방법은 개념 으로 

완벽한 무 잔상 pseudo-HDR 상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 으로 한 장의 상만 이용하기 때문에 노

출이 서로 다른 상들을 이용한 pseudo-HDR 만큼의 

화질을 재  할 수 없다. Kartrien Jacobs은 엔트로피

(entropy)를 이용하여 무 잔상 exposure fusion을 제안

하 다[9]. 무 잔상 pseudo-HDR 상을 얻기 해서는 

노출이 서로 다른 상들 간의 반드시 움직이는 물체를 

찾고, 이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상의 각 

지역 역의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엔트로피를 비교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추정하여 제거하 다. 그러나 노출 시

간 많으면 엔트로피가 노출에 따라 일 으로 변화하

지 않아서 움직이는 물체를 잘 추정할 수 없다. 그 결과

로 pseudo-HDR에 잔상 효과를 발생시킨다. W. Zhang

은 상 밝기의 기울기(gradient) 방향을 이용하여 무 

잔상 exposure fusion을 제안하 다[10]. 밝기의 크기는 

노출에 따라 변화하지만 밝기의 기울기 방향은 노출에 

무 한 인자로서 노출이 다른 상에 해 일 성을 가

진다. 따라서 밝기의 기울기 방향을 이용하여 입력 

상간의 일치성을 시간 역의 가 치 맵으로 나타내고, 

이를 비교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

나 포화(saturation) 역에서는 기울기 방향을 계산할 

수 없어 잔상 효과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무 잔상 pseudo-HDR를 얻기 해 시

간 역에서 일치성 평가를 통한 새로운 가 치 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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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 다. 다  역치  밝기를 이용한 비트맵과 색

도 일 성 맵을 이용하여 시간 역에서 각 입력 상

간의 일치성을 평가하 다. 그리고 이를 시간 역의 

가 치 맵으로 생성하고, 기존 exposure fusion 방법의 

공간 역 가 치 맵과 결합하여 최종 가 치 맵을 생

성하 다. 마지막으로 각각 입력 상에 최종 가 치 

맵을 용된 상을 융합하여 잔상이 제거된 

pseudo-HDR 상을 생성하 다.

Ⅱ. 기존의 방법

1. 밝기의 기울기 방향을 이용한 무 잔상 exposure 

fusion 

T. Mertens은 true-HDR 상을 획득하기 필요 없

이, 바로 일반 인 디스 이에서 재 될 수 있는 

pseudo-HDR 상을 얻기 해 exposure fusion을 제

안하 다. 노출이 서로 다른 상에 해서 좋은 노출

(well-exposureness), 비(contrast), 포화도(saturation)

을 평가해서 공간 인 역에 가 치 맵을 만들고, 이

들을 각각의 상에 용한 후, 합성하여 결과 상을 

생성하 다. 그러나 노출이 다른 상들 간의 고려, 즉 

시간 인 공간(temporal domain)에 한 고려 없기 때

문에 장면에 이동 물체들이 있으면 잔상 효과가 발생하

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 Zhang은 밝기의 기울기 방향을 

이용하여 무 잔상 exposure fusion을 제안하 다. 일반

으로 노출 시간의 차이는 상들 간의 밝기를 변화시

킨다. 그러나 단순 상들 간의 차를 이용해서는 움직

이는 물체를 추정할 수 없다. 그래서 노출 시간에 상

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인자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

체를 찾아야 한다. 이에 밝기의 기울기 방향은 노출정

도에 상 없는 일정한 인자이다. 노출에 비례하여서 

상의 밝기값은 변화하는데 반해서 밝기의 기울기 방향

은 일정하다. 그래서 Zhang은 밝기의 기울기의 방향을 

노출에 일 인 인자로서 간주하고, 한 장의 기  

상에 한 다른 입력 상들 간의 이들의 차이를 구하

여 시간  역의 일 성 평가를 하 다. 밝기의 기울

기의 방향 는 x과 y방향으로 편미분 된 가우시

안 필터의 콘벌루션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 될 수 있다.

   arctan
∗




 ∗



(1)

여기서,  는 k  번째 상 x, y  치에서 밝기 값

을 의미하고,   는 가우시안 필터의 표 편차를 의미

한다.

상내의 동일한 치에서 밝기의 기울기 방향을 구

한 후, 한 장의 기  상에 해서 노출이 다른 상 

간의 기울기 방향의 차이를 이용하여서 움직이는 물체

를 단하는 시간 인 가 치 맵  을 생성한다. 

이 때, 밝기의 기울기 방향의 차이를 exp 함수를 통해 

정규화된 가 치로 변환한다.

   exp
   



 (2)

여기서 는  exp 함수의 표 편차를 나타내고,   는 

기  상의 밝기의 기울기 방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 값은 아래와 같이 정했다.

   i f    
 

(3)

그림 3. 밝기의 기울기 방향의 변화 (a) 노출 상, 

(b)기  노출 상, (c) 고노출 상, (d) 각 노출

상에서 빨간원 부분 상의 밝기의 기울기 

방향 변화, (e) 각 노출 상에서 란원 부분 

상의 밝기의 기울기 방향 변화

Fig. 3. The direction changes of image gradients; (a) 

one of under-exposed images, (b) reference 

image, (c) one of over-exposed images, (d) 

gradient direction changes inside red circle, and 

(e) gradient direction changes inside blue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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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제안한 exposure fusion의 흐름도

Fig. 4. The flowchart of the proposed ghost-free 

exposure fusion.

여기서  는 기  상을 의미한다. 만약 기  상

이 포화가 되어 밝기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

는 경우 를 작은 값으로 할당하여 밝기의 기울기 방

향의 차이가 게 나더라도 많은 가 치를 할당하여 오

차에 비한다. 반 로 포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를 

큰 값으로 할당한다. 그림 3은 움직이는 물체에 따른 

밝기의 기울기 방향 변화를 나타낸다. 란색 원으로 

나타낸 부분에서처럼 와 가 노출이 다르더라도 이

동 물체가 없으면 밝기의 기울기 방향이 거의 유사하

다. 한 이동하는 물체가 있는 와  , 의 값이 다

름을 알 수 있다. 즉 밝기의 기울기 방향 비교를 통해 

노출이 다른 입력 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빨간색 원으로 나타낸 상에서처럼 상

이 무 어두우면 주변과의 밝기차이가 나지 않아서 밝

기의 기울기 방향을 계산하는데 있어 오차를 유발하고 

결과 상에 잔상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Ⅲ. 제안한 방법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시간 역 일 성을 가 치로 

용하여 무 잔상 exposure fusion을 제안한다. 그림 4

는 제안한 방법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기존의 exposure 

fusion을 이용하여 공간 역의 가 치 맵를 계산하고, 

이를 제안한 시간 역의 가 치와 결합하여 최종 가

치 맵을 도출한다.

제안한 시간 역의 가 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어지는데, 각각 밝기와 색도를 이용한 시간 역의 일

치성 평가를 통해 맵으로 나타낸다. 첫 번째는 밝기값

을 이용하여 시간 역의 일치성을 평가하는 다 역치 

비트맵(multi-level threshold bitmap)과 밝기강도 비트

그림 5. MTB 생성 방법

Fig. 5. The steps for generating a MTB.

(intensity bitmap)을 제안하 다. 다 역치 비트맵은 카

메라를 통해 획득된 다  노출의 입력 상을 밝기값들

의 크기에 따라 정렬하고, 다  문턱값(multi-threshold)

으로 이진화 상을 생성하여 맵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리고 노출 시간에 증가함에 따라 상의 밝기값도 증

가하는 특성에 기반하여 밝기 이진화 맵도 제안하 다. 

두 번째는 색도 일 성 맵(hue-angle constancy map)

을 제안하 다. 노출이 서로 다른 상은 밝기의 변화

에 비하여 색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

질을 이용해서 각 상에서 색도를 계산한 다음 가 치

로서 나타내고, 이를 서로 비교하여 맵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세 가지 제안한 맵을 바탕으로 시간 역 일치

성 가 치 맵(temporal weight map)을 구성하 다. 마

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상을 합성하기 해 상을 각 

level로 분해해서 가 치를 용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 결과 상을 도출하는 상 피리미트 융합

(image pyramid fusion) 방법을 이용하 다.

1. 다중 역치 비트맵 

노출에 따라 상의 밝기값은 선형 으로 변화한다. 

한 상의 밝기값 순서는 거의 일정하다. 이를 이용

하여 F. pece는 노출이 다른 상간의 움직이는 물체를 

추정하는 MTB(median threshold bitmap)를 제안하

다
[11～12]

.

상의 모든 화소에서 밝기값을 계산하고, 이를 순서

로 일차원 배열을 한다. 그리고 배열의 간값(median)

을 찾아 이보다 큰 밝기값들은 1, 작은 밝기값들은 0으

로 할당하여 이진화 상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각각

의 노출이 다른 입력 상의 이진화 상의 비교를 통해 

움직이는 물체를 찾는다. 그림 5는 MTB의 생성 방법

을 나타낸다. MTB로 이동 물체를 찾을 때 항상 그 이

동 물체의 일부분밖에 못 찾는다. 그래서 완벽하게 찾

기 하여 morphology 연산자를 추가하기도 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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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다 역치 비트맵의 생성 방법

Fig. 6. The steps for generating a multi-level threshold 

bitmap.

나 MTB의 하나의 문턱값(single-threshold)의 한계성

이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래

서 본 논문에서는 MTB를 향상한 다 역치 비트맵를 

제안한다.

제안한 다 역치 비트맵은 MTB에서 사용된 노출이 

서로 다른 상들에서 밝기값의 순서가 일 성이 있다

는 성질을 기반으로 하나의 문턱값이 아닌 다  문턱값

을 이용하여 비트맵을 생성한다. 제안한 다 역치 비트

맵을 해 우선 다  역치 값과 기  상을 결정한다. 

기  상은 exposure fusion에서 기  되는 상을 의

미하고, 다  역치 값은 다  문턱값을 의미한다. 제안

된 다  문턱값은 체 밝기값의 범 를 2등분하는 

간값을 첫 번째 문턱값으로 선택하고, 2등분으로 나

어진 밝기값 범  내에서 다시 각각의 간값을 찾아 

문턱값으로 설정한다. 그림 6에서처럼 다 의 문턱값에 

따른 각각의 MTB를 생성하고 이들의 차를 비트맵으로 

구한 후에, 다시 차 상의 비트맵들을 ‘OR' 연산으로 

계산하여 다 역치 비트맵를 생성한다. 이 때 문턱값의 

갯수는 상에 따라 사용자가 정의한다. 다 역치 비트

맵  는 아래의 수식으로 정의된다.

   
  



 ⊕

     i f   
 

 (4)

여기서 
는 k번째 입력 상의 t  문턱값을 

가지는 MTB를 의미한다.

2. 밝기강도 비트맵

노출이 아주 크거나 작은 상에 해서 다 역치 비

트맵의 보완하기 해 밝기강도 비트맵을 제안하 다.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의 밝기도 증가하기 때문

에 밝기강도 비트맵은 단순 노출에 따른 밝기값의 크기

를 비교하여 비트맵으로 나타내었다. 먼  노출이 은 

상에서 높은 상으로 순서 로 정렬한 후, 각 화소 

치에서 이 , 이후 노출의 상의 밝기를 비교하여 

이진화 상을 생성하 다. 밝기강도 비트맵  

은 아래 수식과 같이 정의된다.  

 

  i f      
(5)

3. 색도 일관성 맵

일반 인 상에서는 제안된 다 역치 비트맵과 밝

기강도 비트맵으로 좋은 성능의 무 잔상 pseudo-HDR

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 물체와 배경의 밝기 

비슷하거나 밝기 성분이 유사한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

는 경우 잔상이 잘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의 색

도를 이용한 가 치 맵을 제안하 다.

색도 일 성은 그림 7에서와 같이 동일한 장면에 

해 노출이 서로 다르더라도 응한 치에 있는 색도는 

항상 비슷하다. 노출이 증가하더라도 밝기값은 증가하

그림 7. 색도 변화 비교 (a) Engineering school 다  노

출 상, (b) 각 노출 상에서 란원 내부 상

의 색도 차이

Fig. 7. Hue-angle changes in multi-exposure image 

sequence of Engineering school; 

(a) multi-exposure image sequence and 

(b) hue-angle difference inside blue circle.



116 밝기 비트맵과 색도 일관성을 이용한 무 잔상 High Dynamic Range 영상 생성 위엔시 외

(116)

그림 8. 기  상에 한 색도 행렬 인덱스 맵 

Fig. 8. Index map for hue-angle matrix of a reference 

image. 

지만 색도 변화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가 없으면 같은 치에 해 노출이 서로 

다른 상이라도 색도가 항상 비슷하게 나온다. 그림 7

의 (b) 에서처럼 노출이 다른 상 간에 움직이는 물체

가 존재하면 색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일반 으로 기존의 밝기 기울기의 방향 차이보다 더 

크게 색도 차이가 발생한다.

  색도 일 성 맵을 해서는 기  상의 색도를 먼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기 이 되는 상의 화소들

이 포화된다면 기  상은 색도를 계산할 수 없기 때

문에 노출이 다른 상과 비교 할 수 있는 기 을 제

공할 수 없다. 그래서 기  상의 화소가 포화 을 

때, 다른 노출의 상들 에서 색도를 선택하여 새로

운 기  색도 행렬(hue-angle matrix)을 생성한다. 기

 상의 색도 행렬을 만들 때 화소값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 어 색도를 선택해야 한다. 기  상의 

화소값이 0에 근처 있으면, 기  상을 보다 노출이 

더 높은 상들에서 화소 치를 참고해 색도를 선택

한다. 같은 방법으로 기  상의 화소값이 255에 근처 

있으면 노출이 작은 상들 에서 색도를 선택한다. 

그림 8은 기  상의 색도를 나타내기기 한 색도 

행렬의 인덱스(index)맵을 나타내었다. 녹색은 기  

상에서 계산된 색도를 선택하고, 갈색은 기 상보다 

2단계 노출이 은 상의 색도, 란색은 1단계, 흰색

은 기 상 보다 1단계 노출이 높은 상의 색도, 빨

간색은 2단계 높은 상의 색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

을 나타내고 있다.

색도 일 성 맵은 exp 함수를 통해 정규화된 가

치로 변화하여 계산하 고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정의

된다.

  exp









 




(6)

여기서  는 번째  치에 상의 색도 일

성 가 치를 나타내고, 는 기  상의 색도를 

나태내고, 는 exp 함수의 표  편차이다. 

4. 최종의 가중치 맵과 영상 융합

가. 공간 영역 가중치 맵

공간  역의 가 치 맵은 exposure fusion과 동일

하게 계산되며, 세 가지 공간 역 화질 평가로 나뉜다. 

공간 역 화질 평가는 각각 노출이 서로 다

른 상들에 해 잘 표 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써 

비(C), 포화도(S)와 좋은 노출(E)의 곱으로 표 된다. 

   × × 

(7)

여기서    는 k  번째 상의  치에 있는 

화소값이다.  

나. 시간 영역 가중치 맵 

 는 시간 역의 일 성을 평가한 가 치 맵

으로 다 역치 비트맵, 밝기강도 비트맵과 색도 일 성 

맵의 곱으로 표 된다.  

    × ×  (8)

여기서,  는 k번째 다 역치 비트맵의 

치에 있는 값이고  는 k번째 밝기강도 비트맵의 

 치에 있는 값이고  는  번째 색도 일

성 맵의  치에 있는 값이다. 

다. 최종의 가중치 맵

   각각의 상에 용하는 최종 가 치 맵은 

시간 역 가 치 맵과 공간 역 가 치 맵을 결합한 

것으로 정규화한 후에 최종 가 치 맵을 얻을 수 있다.

  






× 

×

(9)

여기서 는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한 상수값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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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상 융합 

노출이 다른 입력 상의 합성(fusion)을 통해 바로 

최종 pseudo-HDR 상을 획득한다. 그러나 최종 가

치를 용한 상을 바로 합성할 경우 경계  블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exposure fusion 방법과 같이 

상 피라미드(image pyramid) 융합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9. 다  노출 실험 입력 상(1); (a) Engineering 

school 상 (b) Sunshine 상

Fig. 9. Multi-exposure test image sequences(1); 

(a) Engineering school image sequence and 

(b) Sunshine image sequence.

그림 10. 다  노출 실험 입력 상(2); 

(a) Window 상 (b) Glove 상 

Fig. 10. Multi-exposure test image sequences(2); 

(a) Window image sequence and 

(b) Glove image sequence.

[13～14]
. 피라미드로 분해된 상의 각 벨에서 최종 가

치에 해서는 Gaussian 피라미드를 용하고 상

에서는 Laplacian 피라미드를 용한 후 합성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10)

여기서 는 k 번째 상의  치에 있는 

최  가 치를 나타나고, ∙
는 k번째 상의 l 

벨의 Laplacian 피라미드를 나타내고 ∙
는 k번째 

상에 l  벨의 Gaussian 피라미드를 나타낸다.

Ⅳ. 실험 및 결과 비교

1. Pseudo-HDR을 통한 제안한 방법의 평가

 제안한 무 잔상 exposure fusion 방법의 성능 평가를 실

험 하 다. 먼  동  범 가 넓은 장면에 해 노출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장의 입력 상을 획득하 다. 

한 각각의 노출 상에 해 여러 가지 이동 물체들을 장

면에 나타나게 하 다. 그리고 제안한 방법의 무 잔상 성

능을 비교하기 하여 W. Zhang, T. Mertens, F. Pece의 

방법으로 생성한 pseudo-HDR과 비교 평가하 다.  

  그림 9과 그림 10은 서로 다른 노출의 네 가지 실험 입

력 상들을 나타내었다. 왼쪽은 움직이는 물체를 포함

한 dynamic 상이고, 오른쪽은 동일한 장면에 해서 

움직이는 물체가 없는 static 상들이다. 여기서 static 

상은 기  pseudo-HDR을 생성하는 입력 상으로 이

용된다. 무 잔상 pseudo-HDR의 성능을 수치 으로 평가

하기 해 차 상(difference image)을 구하는데, 이러한 

차 상은 기  pseudo-HDR과 dynamic 상을 무 잔상 

exposure fusion을 이용해 생성한 pseudo-HDR과의 차

를 의미한다. 

그림 11～14는 네 가지 실험 입력 상에 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첫 번째 행은  T. Mertens, W. Zhang, 

F. Pece 방법과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생성한 

pseudo-HDR을 나타내고, 두 번째 행은 잔상 효과가 

발생하는 역에 한 기  pseudo-HDR와 각 방법을 

통해 생성된pseudo-HDR를 각각 나타내고, 세 번째 

행은 잔상 효과가 발생하는 역에 한 차 상을 나

타낸다. 그림 11, 12의 Engineering school과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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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ngineering school 실험 상에 한 결과 비

교; (a) T. Mertens 방법 (b) W. Zhang 방법, 

(c) F. Pece 방법, (d) 제안한 방법

Fig. 11. Comparison of results of Engineering school 

image (a) T. Mertens's method, (b) W. Zhang's 

method, (c) F. Pece's method, and (d) the 

proposed method. 

그림 12. Sunshine 실험 상에 한 결과 비교; 

(a) T. Mertens 방법 (b) W. Zhang 방법, 

(c) F. Pece 방법, (d) 제안한 방법  

Fig. 12. Comparison of results of Sunshine image 

(a) T. Mertens's method, (b) W. Zhang's 

method, (c) F. Pece's method, and 

(d) the proposed method. 

상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W. Zhang 방법과 제안

한 방법이 잔상 효과가 거의 없는 pseudo-HDR을 생

성한다.  

그러나 T. Mertens 방법은 각 노출 상간의 이동 

물체에 한 고려하지 없이 pseudo-HDR을 생성하기 

때문에 잔상이 많이 생겼고, F. Pece 방법은 single 

threshold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물체를 추정하기 때문

에 완벽하게 잔상 효과가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의 Windows 상을 사용했을 때는 제안

그림 13. Window 실험 상에 한 결과 비교; (a) T. 

Mertens 방법 (b) W. Zhang 방법, (c) F. Pece 

방법, (d) 제안한 방법  

Fig. 13. Comparison of results of Window image (a) T. 

Mertens's method, (b) W. Zhang's method, (c) 

F. Pece's method, and (d) the proposed 

method. 

그림 14. Grove 실험 상에 한 결과 비교; (a) T. 

Mertens 방법 (b) W. Zhang 방법, (c) F. Pece 

방법, (d) 제안한 방법 

Fig. 14. Comparison of results of Grove image (a) T. 

Mertens's method, (b) W. Zhang's method, (c) 

F. Pece's method, and (d) the proposed 

method. 

한 방법이 가장 좋은 무 잔상 pseudo-HDR을 생성하

다.Window 상에서는 이동하는 물체가 포화된 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된 기울기 정보에 오차가 많다. 

따라서 W. Zhang의 방법에서 잔상이 많이 발생시킨다. 

F. Pece 방법에서는 이동 물체와 이에 응되는 배경이 

single threshold을 기 으로 같은 역에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수 가 없고, 잔상을 발생시킨다. 

그림 14에서의 실험 상은 한 장 이상의 상에 

해서 이동 물체가 존재한다. 이처럼 입력 상에 다

의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방법만이 뛰

어난 무 잔상 pseudo-HDR 생성하며, 차 상의 비교를 

통해 더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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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ertens 

의 방법

W.Zhang 

의 방법

F.Pece의 

방법

제안한 

방법

Engineering

School
0.0635 0.0061 0.0129 0.0059

Window 0.0229 0.0199 0.0261 0.0055

Grove 0.0406 0.0136 0.0399 0.0111

Sunshine 0.0454 0.0045 0.0123 0.0018

표 1. Exposure fusion 방법들의 객  잔상 제거 성

능 평가

Table 1. Objective evaluation of ghost reduction in 

exposure fusion methods.

한 객 인 수치로 무 잔상 pseudo-HDR 성능을 

표 하기 해 차 상을 아래의 수식을 통해 수치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표 1에서처럼 제안한 방법의 오차

가 가장 음을 알 수 있다.

 ×



 

  


 

   

 (11)

여기서 e 은 무 잔상의 정도의 수치를 의미하고,  

는 ×  크기의 차 상 내  치에 있는 화소값

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exposure fusion을 이용한 pseudo-HDR 

상을 생성하는데 있어서 잔상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이를 해 노출이 서로 다른 상들 간의 

시간 역 상 계를 고려한 일치성 평가를 통해 새로

운 가 치 맵을 정의하고, 이를 기존 공간 역의 가

치 맵과 결합하여 상에 용함으로서 pseudo-HDR 

상에 나타나는 잔상을 제거하 다. 우선 같은 장면을 

어 나오는 다  노출 상의 화소 값들을 크기에 따

라 정렬하고 다 의 문턱값으로 이진화 상을 생성하

여 상간의 일치성을 평가하는 다  역치 비트맵을 제

안하 다. 한 증가한 노출 시간에 따라서 상의 밝

기가 증가하는 특성에 기반 하여 밝기강도 비트맵도 제

안하 다. 그리고 노출이 서로 다른 상은 밝기의 변

화에 비하여 색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색도 일 성 맵을 제안하 다.  

제안한 방법을 평가하기 해 다양한 이동 물체가 있

는 장면을 카메라로 획득하여 실험 상을 생성하 고, 

pseudo-HDR 상으로 재 하여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

하여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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