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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support a solution of optimizing TMO (tone mapping operator). JPEG XT Profile A

and C utilize Erik Reinhard TMO that works well in most cases, however, detailed information of a scene is lost in some

cases. Reinhard TMO only calculates its coefficient to have tone-mapping curve from log-average luminance, and this

lead to lose details of bright and dark area of scenes in turn. Thus, this paper proposes an enhancement of the default

TMO for JPEG XT Profile C to optimize tone-mapping curve. Main idea is that we divide tone mapping curve into several

ranges, and set reasonable parameters for each range. By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scheme shows and obtains

better performance within a dark scene, compared to the default Reinhard T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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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상 획득 장치 및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통해 표현되는 대부분의 영상 정보의 동적

범위(Dynamic Range)는 실제 장면 및 사람의 시각이

인지할 수 있는 영상 정보의 동적 범위에 비하여 한정

적이다[1]. 실세계에서 사람의 눈이 인지할 수 있는 휘

도(Luminance) 범위는 대략 100,000 : 1 수준이지만,

일반 카메라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256 : 1 정도로 상당히 제한적이다[2]. 일반 카

메라를 통해 획득한 영상은 RGB 포맷으로, 각 칼라

채널(Color Channel)당 8비트로 구성되어 한 픽셀

(Pixel)을 24비트로 저장한다. 이를 LDR (Low Dynamic

Range) 영상이라 하며, LDR 영상으로는 실시계 장면

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림

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동적 범위를 다루기 위

해서는 영상 획득 및 표현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기술적

으로 처리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구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영상을 HDR (High Dynamic Range) 영상이

라 한다[3]. 

HDR기술은 사진 및 영상의 픽셀에서 실세계와 가까

운 데이터를 획득하여 저장하고 표현하는 기술을 의미

한다. HDR 영상 기술은 기존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촬영할 때 얻는 영상의 비트-깊이 제약사항을 뛰어넘

는 기술로써, 실세계 장면을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픽셀당 비트수가 높아진다[4]. 이러한 영상은 서

로 다른 셔터 속도 또는 특수 하드웨어 장치를 통해 동

일한 장면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촬영하고 높은 동적

래디언스 맵(High Dynamic Radiance Map)을 통해 얻

는다. 이렇게 저장된 HDR 영상을 디스플레이하기 위

해서 모니터 역시도 고해상도와 높은 동적 범위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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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모

니터는 24비트 RGB까지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동적 범위를 갖는 HDR 영상을 적절하게 표현하

기 어려우며, HDR 영상을 LDR 영상으로 변환하여 모

니터에 디스플레이하게 된다. 이렇게 동적 범위를 줄이

는 변환 과정을 톤 매핑(Tone Mapping)이라 하며, 여

러 톤 매핑 알고리즘들이 연구되고 있다[4,7].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HDR 영상 국제표준 압축인

ISO/IEC 18477 JPEG XT [8]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Reinhard 톤 매핑 연산자(TMO, Tone Mapping Opera-

tor) [9]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제안 알고리즘을 JPEG XT Profile C에 적용하여

성능적 실험 평가를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대표적인 톤

매핑 알고리즘을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제안 알고리

즘을 설명하고, 4장에서 알고리즘 구현 결과 및 성능에

대해 논의하고, 5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관련연구

HDR 영상 기술에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HDR 영상을 LCD패널과 같은 기존의 일반 재생 매체

로 디스플레이할 때 발생하는 HDR 영상의 정보 손실

이다. 이는 재생 매체가 높은 동적 범위를 표현하지 못

하는 활용적 제한성에서 유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래디언스 맵(Radiance map)

의 동적 범위를 디스플레이 장치의 동적 범위에 적합

하도록 변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환 과정을 톤 매핑

(Tone mapping) 또는 톤 재생(Tone Reproduction)이

라 한다[9]. 최근 다양한 톤 매핑 방법에 대해 논문 발

표가 있었으며[7-13], 이러한 방법은 크게 2가지 분류

로 나눠진다[14]. 전역 톤 매핑(Global Tone Mapping)

기술은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해 하나의 적절한 공간

적 불변 매핑 함수를 사용한다. 전역 매핑 기술은 구현

하기가 간단하지만 세부 상세정보를 손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부분 톤 매핑(Local Tone

Mapping) 기술은 영역의 픽셀 통계 또는 부분 픽셀 컨

텍스트에 매핑하는 함수를 사용한다. 부분 매핑 기술은

적용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많은 매개변수를 설정해야

하며, 이러한 매개변수는 개념적으로 도출된 수식에 따

라 적용되기 보다는 경험이나 실험에 따라 얻어진 값

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문제의 특성상, 모든 HDR 영상에 항상 최적의

톤 매핑 함수를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하나의 매핑 함

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논의하기가 어렵다[15]. 따라서

사용되는 HDR 영상의 특정 요구에 따라 하나의 매핑

함수 또는 여러 방법을 조합한 함수를 적용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3. 제안 알고리즘

본 논문의 주요 제안요소는 영상의 전체 평균 휘도

를 적용하는 Reinhard TMO 알고리즘의 개선이다. 이

를 통해 어둡거나 밝은 영역에서 실세계 장면에 보다

유사할 수 있도록 디테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Rein-

hard TMO는 Log-average luminance 관계식으로 나타

나는 톤 매핑 곡선을 개선한다.

제안하는 톤 매핑 커브 곡선은 영역에 따라 깊이 정

보를 추정하고 깊이 영역별로 적응적 휘도 값을 산출

하여 동적으로 적용한다. 먼저, 수식 (1)을 통해 영역별

단계를 구하고, 수식 (2)를 통해 영역 깊이에 따른 적

응적 계수를 산출한다. 

(1)

수식 (1)에서 R은 영역별 단계 변수이고, n은 영역

분할 최대값이다.

(2)

수식 (2)에서 D는 영역별 깊이 값으로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으로 갈수록 d값이 증가한다. d는 최대영

역 분할 값인 n에서 평균값을 제외한 어둡고 밝은 영

역을 분리한 값이며, d는 1부터 시작하며 가장 어둡고

밝은 위치의 영역은 d+(n−1) 값으로 설정된다. 영역별

깊이에 따른 적응적 계수 a는 식 (3)으로 계산된다.

(3)

예를 들어, 영상의 휘도가 7단계로 나눠질 경우, 적

응적 계수는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Reinhard 톤 매핑에 적용되는 평균 휘도 계수를 대

신하여, 수식 (3)을 통해 얻어진 영역 깊이에 따른 적응

적 계수를 적용하고 JPEG XT Profile C을 수행한다. 

4. 실험 결과

4.1. 실험 데이터 및 실험 환경

본 실험에서는 HDR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

용되는 7개 장면 영상(memorial, beach, boats, b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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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dome, dyrham, sunset)에 대해 JPEG XT Profile

C를 적용하여 얻은 영상과 제안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영상을 비교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JPEG XT 코드는 ISO/IEC JTC1

SC29 WG1의 WG1N6833을 활용하였으며[8], Profile

C를 대상으로, 압축 매개변수는 q와 Q에 각각 90을 반

영하였다. Intel Core 3.3GHz CPU와 4GB 메모리가

장착되고 Windows 7 Enterprise 64비트 운영체제인

PC환경에서 Visual Studio 2015를 사용하여 구현 실험

을 수행하였다. 

4.2. 실험결과 

실험에서는 객관적 이미지 화질 평가(Objective

Image Quality Assessment)를 통해 2개의 결과 영상들

을 비교 평가한다. 입력 영상으로 주어진 PFM 포맷의

HDR 영상과 직접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 영상에

대해 무-기준(No-Reference) 화질 평가 방식을 적용하

며, Mittal이 제안한 Naturalness Image Quality Evalu-

ator (NIQE)를 화질 평가 항목으로 적용하였다. NIQE

는 자연 영상에서 관찰된 통계적 규칙성으로부터 측정

가능한 편차 만을 사용하는 블라인드(Blind) 화질 평가

방법으로[16], 사람에 따른 왜곡된 훈련 데이터 또는

노출에 따른 왜곡된 영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무-

기준 방식의 모든 화질 평가 방식은 기계적으로 학습

된 기초 정보가 필요하며, NIQE 에서는 공간 도메인

자연 장면 통계(NSS, Natural Scene Statistic) 모델을

기반하여 통계적 특성의 품질 인식 정보 데이터를 수

집하며, 사람 의견이 반영되어 생성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성능적으로 비교 우위를 갖는 것으

로 평가된다. 

Table 1은 JPEG XT Profile C에서 기본 Reinhard

TMO를 적용한 영상과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한 영상에

대한 NIQE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해당 결과에 의하면,

영상 휘도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경우에 제안 알

고리즘에서 근소한 차이로 화질이 보다 좋고 디테일 정

보를 더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 8는

JPEG XT Profile C를 통해 얻은 결과 영상과 제안 알

Fig. 1. Examples of the equation for adaptive coefficient

with 7 levels.

Fig. 2. Example of results, Reinhard tone mapped Sunset image in (a). Tone mapped Sunset image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in (b).

Table 1. Comparison of NIQE values of tone mapped

images between using Default Reinhard TMO

and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Default TMO [9] Proposed Method

Beach 3.2248 3.2410

Boats 2.1307 2.7327

Bracelets 4.7899 5.1659

Dome 2.8594 2.9331

Dyrham 3.9267 4.0380

Memorial 2.2993 2.2536

Sunset 8.6599 8.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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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results, Reinhard tone mapped Beach image in (a). Tone mapped Beach image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in (b).

Fig. 4. Example of results, Reinhard tone mapped Boats image in (a). Tone mapped Boats image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in (b).

Fig. 5. Example of results, Reinhard tone mapped Bracelets image in (a). Tone mapped Bracelets image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in (b).

Fig. 6. Example of results, Reinhard tone mapped Dome image in (a). Tone mapped Dome image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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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 영상이다.

제안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결과 영상을 보면 전체

적으로 기존의 영상과 유사하지만, 어두운 영상과 밝

은 영상에서는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디테일한 정

보를 보다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결과 영상에서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에서 기존

알고리즘보다 손실이 적게 발생함을 시각적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영상의 평균 휘도가 아닌 영

역으로 분할하여 영역별 휘도 계수를 적응적으로 연

산하여 선명도에서 보다 좋은 시각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휘도값이 유사한 분포를 갖는 영상에

서는 기존의 Default Reinhard TMO와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얻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DR 영상 국제표준 압축인 ISO/IEC

18477 JPEG XT의 Profile A와 C에서 기본 톤 매핑 알

고리즘으로 사용하는 Reinhard TMO 알고리즘을 개선

하였다. Reinhard TMO는 영상 전체의 평균 휘도 값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상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서로 다른 휘도 값을 적용하

여 톤 매핑 곡선을 생성하여 전체 영상에 영역 깊이에

따른 적응적 계수를 적용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알고

리즘보다 어두운 영역에서 보다 디테일한 실세계 장면

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7. Example of results, Reinhard tone mapped Dyrham image in (a). Tone mapped Dyrham image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in (b).

Fig. 8. Example of results, Reinhard tone mapped Memorial image in (a). Tone mapped Memorial image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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