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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가이디드 영상 필터 (guided image filter: GIF)를 이용하여 컨볼루션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한 역 톤 매핑 (inverse tone-mapping) 기법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필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저동적범위 (low dynamic range; 
LDR) 영상을 고동적범위 (high dynamic range; HDR) 디스플레이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역 톤 매핑 기법은 지속적으로 제
안되어왔다. 최근 들어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하여 단일 LDR 영상을 HDR 영상으로 변환하는 알고리듬이 많이 연구되었다. 그 중엔
제한된 동적범위 (dynamic range)로 인해 화소가 포화되어 기존 화소 정보가 손실되는데 이를 학습된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해서 복
원하는 알고리듬이 존재한다. 해당 알고리듬은 비포화 영역의 잡음까지는 억제하지 못하며 포화 영역의 디테일까지는 복원하지 못한
다. 제안한 알고리듬은 입력 영상에 가중된 가이디드 영상 필터 (weighted guided image filter; WGIF)를 사용해서 비포화 영역의 잡
음을 억제하고 포화 영역의 디테일을 복원시킨 다음 컨볼루션 신경망에 인가하여 최종 결과 영상의 품질을 개선하였다. 제안하는 알고
리듬은 HDR 정량적 화질평가 지표를 측정하였을 때 기존의 알고리듬에 비해 높은 화질평가 지수를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filtering method that can improve the results of inverse tone-mapping using guided image filter. 
Inverse tone-mapping techniques have been proposed that convert LDR images to HDR. Recently, many algorithms have been 
studied to convert single LDR images into HDR images using CNN. Among them, there exists an algorithm for restoring pixel 
information using CNN which learned to restore saturated region. The algorithm does not suppress the noise in the non-saturation 
region and cannot restore the detail in the saturated region. The proposed algorithm suppresses the noise in the non-saturated 
region and restores the detail of the saturated region using a WGIF in the input image, and then applies it to the CNN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final image. The proposed algorithm shows a higher quantitative image quality index than the existing 
algorithms when the HDR quantitative image quality index was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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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비해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디스플레이가 많이 출시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해상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넓은 동적

영역을 가진고동적범위 (high dynamic range; HDR) 영상
을출력할수 있는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HDR 영상 콘텐
츠를 체감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카메라가 아닌특수하게 고안된 HDR 카메라를 통해콘텐
츠를얻기때문에 이용할수 있는 콘텐츠의수는디바이스

에비해매우부족하다. 이를해결할방법으로다양한노출
값을 가진 저동적범위 (low dynamic range ;LDR) 영상을
합성하여 넓은 동적범위로 확장시키는 다중 노출 융합

(multi exposure fusion; MEF) 기법이 제안되었다[7]. 이 방
법은 낮은 연산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등

연산 성능이 낮은 휴대용 디스플레이에 가장 널리 보급된

HDR 영상기법이다. 하지만각기다른노출값을가진영상
을얻기위해연속으로 영상을얻어내는 과정에서시간흐

름에 따라 움직이는 피사체가 투영되는 고스트 아티팩트

(ghost artifact)가 발생한다[21]. 또한 미리 설정한노출값외
에는다른노출에서관측할수있는영역은포함하지못한

다. 따라서 LDR 영상과 HDR 영상간의 변환 연관성을 이
용하여 LDR 영상을 HDR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제안되었
다. HDR 영상을 LDR로 매핑 시키는 기법을 역 톤 매핑
(inverse tone-mapping)이라고 한다. 
기존의역톤매핑알고리듬은다음과같다. 대부분카메
라 곡선을 이용하여 LDR 영상을 비선형적으로 매핑하여
HDR 영상을 획득한다. 기존의 역 톤 매핑 알고리듬들은
어두운 영역을 자세하게 표현하도록 매핑한다. 그로 인해
영상 내 밝은 영역에서 임계치를 넘어간 화소들이 포화된

다. LDR 영상에서 한정된동적범위로 인해포화돼버린화
소정보는매핑과정을통해복원되지않는다. 기존의알고
리듬을 이용하여 포화되는 영역의 손실된 화소를 원본 화

소로복원할수없기때문에딥러닝 (deep learning)을기반
으로 하는 복원 알고리듬이 제안되었다[5,6]. 그럼에도 불구
하고 딥 러닝 기반의 복원 알고리듬도 매핑하는 과정에서

에지 영역의 디테일이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논
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된 가이디드

영상 필터 (weighted guided image filter; WGIF)를 전처리
과정에적용하였다. WGIF는에지영역을보존하면서잡음
도억제할수있기때문에본논문에서포화영역을제대로

복원하기위해 사용하였다. 역 톤 매핑신경망은포화되는
영역의 손실된 화소를 복원하기 위해 WGIF 결과 영상에
적용되었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2장에서는관련이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듬을 자세히
설명한다. 4장에서는 기존의 알고리듬들과 제안된 알고리
듬을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이론

1. 역 톤 매핑 (inverse tone-mapping) 

기존의 역톤매핑 알고리듬은전역적방법과지역적방

법으로나뉜다. 전역적 방법들은 모든 화소 동적범위를 동
일하게 확장시키는 방법이다. Landis 등에 의해 제안된 알
고리듬은 멱함수 (power function)를 이용하여 역 톤 매핑
을 하였다[1]. Akyüz 등에 의해제안된 방법은감마 보정이
결합된 선형 변환을 사용하였다[2]. 
지역적 방법은 주로 분석함수를 통해 확장 맵을 추정하

여역톤매핑을하는방법들이다. Banterle 등이제안한알
고리듬은 톤 매핑의 역 과정을 적용하는 밝기를 매핑하고, 
확장 맵을 측정하여 광원의 밀도를 추정하였다[3]. 이 알고
리듬은 톤 매핑의 역 과정이기 때문에 역 과정을 적용할

톤 매핑 연산자 (tone-mapping operator; TMO)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기본적으로 해당 영상이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이 균형 잡힌 영상이라는 가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화소가 포화될 경우 해당 화소를복원할
수 없다. 지역적 방법 중에서 확장 맵을 추정할 때 대비를
유지하기 위한에지-스탑핑 (edge-stopping) 함수와결합된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기도 한다[4,5,6]. 
최근들어딥러닝을이용한역톤매핑알고리듬이제안

되었다. Eilersten 등이 제안한알고리듬은기존의역톤매
핑 기법들이복원하지못했던포화영역복원에 중점을두

었으며포화된 영역을합성곱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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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CNN)으로 검출한 뒤 이를 학습하여 복원한다[5]. 
Marnerides 등에의해제안된 ExpandNet은 LDR 영역의지
역적 특징을 추출하는 네트워크, 전역적 특징을 추출하는
네트워크 및 HDR 영역으로 팽창시키는 네트워크를 각각
CNN으로구성하고그출력을하나로연결하여 HDR 영상
으로 복원한다[6]. 

2. 가이디드 영상 필터 (guided image filter; GIF) 

GIF는지역적필터링기반에지보존형스무딩기법이다
[20]. GIF는양방향필터에비해연산량이낮고우수한에지
보존성능을나타내지만후광아티팩트 (halo artifact)가발
생한다[20].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Li 등에 의해WGIF가
제안되었다[19]. WGIF의 복잡도는 GIF와 같으나 GIF에서
발생하는 후광 아티팩트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WGIF는
잡음을 억제할 뿐 아니라 디테일을 개선할 수도 있다. 
WGIF에서는 에지 영역을보존하기위해가중치를사용한

다(식 1). G가가이던스영상이고 
 ′를 3×3 윈도우

의 가이던스 영상의 분산이라고 하자. 

′   


 





 


 ′ 

(1)

여기서 은 입력 영상의 동적범위 로부터 계산되어

×의값을가지는상수이다. 식 1 에서  ′
값은 ′이에지영역에있을경우 1보다크게되고, 부드러
운영역에있을경우 1보다작게된다. 따라서에지영역일
경우 다른 화소들에 비해 가중치를 크게 가지게 된다. 

 WGIF는 필터링된 결과 영상과 가이던스 영상 간에는
지역적 선형 모델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필터링

된 결과 영상의에지영역은가이던스영상의에지영역에

대응된다. 에지 보존 가중치는 비용 함수 ′′ 로 통
합된다. 결과값은필터링결과영상 와입력영상   사이
의 차잇값을 최소화함으로 얻어진다. 비용함수 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 ′

′′

′ 


′ 
(2)

 ′는화소 ′를중심으로반경 을가진사각윈

도우를 나타낸다. ′와 ′는  ′안의 두 상수이다. 

최적값 ′와 ′는 식 3, 4로 표현된다.

′ 

 ′ ′ 



⊙′  ′ ′ 
(3)

′ ′  ′′  (4)

⊙는 두 행렬의 요소별 곱셈을 말하고 는 각 항목의

평균값을의미한다. 최종필터링된영상 은다음과같

이 얻어진다.

  
 (5)

와  는각각윈도우안에서 ′와 ′의평균값이다. 

간단한 계산을 위해 가이던스 영상 와 필터링된 영상이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여 사용한다. 입력 영상은 필터링
된 베이스 레이어와 디테일 레이어로 이뤄진다. 입력 영상

그림 1.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순서도
Fig. 1. The flow chart of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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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디테일 레이어의 배수를 곱해 더해주면 디테일이 개선

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식 6). 

   (6)

 는 디테일이 개선된 영상을 의미하며, 는

입력 영상,  는 디테일 레이어를 나타낸다. 는 입

력 영상에서 필터링된 영상 를 빼서 얻을 수 있다. 
는증폭인자로양수상수이다. 즉, 값에따라디테일개선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Ⅲ. 제안하는 알고리듬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새롭게 제안하는 전처리 필터와
역 톤 매핑 컨볼루션 신경망을 결합한 형태이다 (그림 1). 
기존의 많은 역톤매핑알고리듬들은비선형 보정을고려

하지 않아 카메라가 획득한 정확한 화소값을 추정하지 못

했다. 따라서 역감마 보정을 이용하여 선형적으로 재매핑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포화된 영역을 매핑하는
과정에서 디테일이 사라지고 포화된 화소로 인한 비포화

영역에 잡음이 발생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해에지와 디테
일을보존하고잡음을억제하는WGIF를전처리과정에사
용하였다. 전처리필터에서입력 LDR 영상이역감마보정
을 하고 WGIF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전처리 필터를 통과
한 결과 영상을 역 톤 매핑 컨볼루션 신경망에 인가하여

복원된 HDR 영상을 출력한다. 

1. 전처리 필터

HDR 영상을 선형적으로톤 매핑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로 보는 영상과는 다른 영상을 얻게 된다. 인간의 시각은
베버의 법칙(Weber’s law)에따라밝기에대해 비선형적으
로반응하기때문이다[8]. 따라서일반적으로선형적으로얻
어지는카메라영상을인간이보는디스플레이에출력하기

위해 비선형적으로 매핑하는 과정을 거친다. 보통 어두운
부분을더자세하게표현하기위해감마보정 (gamma cor-
rection)을많이사용한다. 이를 HDR 영상에서사용하기위

해서는 역 감마 보정을 하여야 한다.   가 감마 보정된

입력 LDR 영상 화소이고 HDR 영상화소는   일 때 이

를 선형화하기 위해 역 감마 보정을 한다 (식 7). 여기서
 이다.

 


 (7)

그리고 역 감마 보정을 거쳐 비선형적으로 매핑한 영상

을 WGIF에 통과시킨다. 제안하는알고리듬은 WGIF의 디
테일을 개선 기능을 이용하여 에지를 보존하고 잡음을 억

제할 뿐 아니라 디테일 영역을 개선한다 (식 6).

2. 역 톤 매핑 신경망

 역톤매핑신경망은 Eilersten 등이제안한구조를사용
하였다. 해당구조는포화된 LDR 영상의영역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포화된 LDR 영역과

그림 2.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역 톤 매핑 구조
Fig 2. The structure of inverse tone-mapping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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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HDR 영역간의연관성을학습한다. 이신경망을복합
동적범위 오토인코더 (hybrid dynamic range autoencoder)
라고 명명하였다. Hinton 등이 제안한 오토인코더 구조와
비슷하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나뉘어져있다[9] (그림 2). 
오토인코더 구조의 특징은 입력 영상을 저해상도로 부호

화하면서 각 해상도에서 특징을 추출한다. 그리고 디코더
에서 다시 원래 해상도로 복원시킨다. 이러한 구조를 사
용하면 원본 영상의 해상도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각기

다른 해상도에서의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고, 입력영상과
출력영상의 해상도가 동일하게 출력된다는 장점이 있다. 
Vincent 등이 제안한 잡음제거 오토인코더는 잡음이 섞인
입력영상들을학습하여원본의깨끗한영상을복원하였다
[10]. Eilersten 등은해당잡음제거오토인코더구조에서포
화된 하이라이트 영역을 잡음으로 여기고, 인코더는 LDR 
영상으로부터확장된하이라이트부분을재현하고, 디코더
는 이를 HDR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끔 제안되었다. 
Eilersten 등은 해당 잡음제거오토인코더에서포화되어버
린하이라이트영역을잡음으로여기고, 인코더는 LDR 영
상으로부터 포화 영역을 복원하고, 디코더는 이를 HDR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게끔 제안하였다. 인코더와 디코더
간에는 skip-connection을이용하여 HDR 복원과정에서손
실될수있는바로직전레이어의 디테일을인코더 부분에

서 바로 전달받는다. 이러한 skip-connection은 He 등이제
안한 네트워크에서 디테일 복원 성능을 올리는 것으로 입

증된 기법이다[11].
인코더는 전결합층 (fully connected layer)을 제외한

VGG16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였다[12]. VGG16 신경망은
3×3 컨볼루션만사용하여간단하고복잡도가낮다. 디코더
는 LDR 영상을 HDR 영상으로확장하는부분이기때문에
log 도메인에서 동작한다. 이는 원본 HDR 영상과 예측된
HDR 영상 간의 손실 함수를 구할 때 원본 HDR 영상의
log 값을사용하기때문이다. 디코더에서출력영상을업샘
플링 (upsampling) 하기 위해 디컨볼루션 (deconvolution)
을 사용하는데 양선형 보간법 (bilinear interpolation)을 사
용하였다. 네트워크의 모든 층들은 rectified linear unit 
(ReLU) 활성화함수를사용하였고[17], 디코더각레이어뒤

에는 batch normalization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습과정
에서 사용된 손실 함수는 식 8과 같이 정의하였다.  
와 는각각예측된 HDR 영상과실제원본 HDR 영상

이다. 와 은각각 연산된조명성분과반사성분을의미

한다. 는   log  식을만족하며 log 도메인에서각
각원본과예측된값간의오차 를구한다. 는조명성분
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HDR 영상은 이 신경망을 거쳐서
예측된값을선형화된입력영상과결합하여얻을수있다. 
결합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9). 

  
exp

 (9)

는복원된최종 HDR 영상의컬러채널 c의 i번째화소

값을의미한다. 는입력 LDR 영상화소값이고 는인

코더에서예측한화소값이다. 은역카메라곡선이며실

험에선시그모이드 (sigmoid) 함수를사용하였다. 는복원

된영역만을알파혼합하기위한혼합계수로임계치를넘어

선포화영역을정의한다. 를구하는식은다음과같다 (식
10).

 

maxmax
(10)

여기서 는임계치값으로 0과 1사이의값으로나타나고
히스토그램의포화임계치를의미한다. 예를들어 0.9로설
정하면영상히스토그램의상위 10% 이상이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실험 결과

 컨볼루션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HDR 영상과
이에상응하는 LDR 영상이존재해야한다. 기존의 HDR 영
상들은짝지어진 LDR 영상이대부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래서 OpenCV를이용하여 HDR영상의무작위영역을무작
위 카메라 보정을 적용하여 다양한 훈련 데이터를 얻었다. 

ℒ
  





log
log









log

 lo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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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보정 조건은 각기 다른 화소 포화 비율, 가우시안
잡음, 명도, 채도로 데이터를 증강시키고 무작위 시그모이
드함수를 이용하여 LDR로톤 매핑하였다. 컨볼루션신경
망 학습용 데이터는 Fairchild 데이터셋과 Ward 데이터셋
을 사용하였다[13,14].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320×320의단위
크기로 무작위 위치에서 추출, 회전, 반전시킨 뒤 무작위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 톤 매핑을 하여 훈련 데이터를

증강시켰다. 그리고 시험에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28개
의 HDR 영상과 5%만포화시켜 LDR로톤 매핑한 영상을
사용하였다. 즉   로 설정하였다. 

No. Akyüz 
et al.

Huo 
et al.

Eilersten 
et al.

Expand- 
Net

Proposed 
algorithm

1 7.695 7.783 32.341 28.381 32.352
2 10.328 12.639 33.027 30.205 33.227
3 8.771 9.782 33.127 30.987 33.192
4 7.238 6.730 31.265 27.888 31.113
5 8.097 8.317 33.855 23.942 33.823
6 6.973 6.183 28.535 24.745 28.569
7 8.542 9.960 32.773 27.873 32.727
8 11.395 14.836 40.795 37.788 40.662
9 9.698 11.005 35.014 38.394 35.078
10 8.882 9.760 35.330 39.514 35.333
11 9.520 10.617 37.899 38.085 37.900
12 8.444 9.551 36.211 28.776 36.191
13 7.381 7.110 30.564 36.996 30.569
14 8.912 10.558 30.186 30.254 30.170
15 7.398 7.088 25.828 26.366 25.868
16 9.044 10.112 36.757 37.056 36.854
17 8.658 9.648 31.982 33.272 31.984
18 8.112 8.518 35.991 35.970 35.997
19 8.398 9.200 36.472 35.643 36.424
20 7.466 7.164 27.995 38.269 28.015
21 8.250 8.535 36.686 37.626 36.699
22 8.402 9.051 34.734 38.707 34.761
23 9.682 11.032 41.989 39.646 41.840
24 8.294 8.897 32.166 33.744 32.235
25 7.402 7.126 32.550 26.980 32.568
26 7.291 7.059 26.801 25.034 26.842
27 7.480 7.262 32.596 39.307 32.606
28 7.408 6.708 35.390 26.389 35.350

avg. 8.399 9.008 33.531 32.780 33.534

표 1. 시험 데이터셋에 대한 지각적 연속성 부호화 최대 신호 대 잡음비
Table 1. The PU-PSNR of test dataset

No. Akyüz 
et al.

Huo 
et al.

Eilersten 
et al.

Expand-
Net

Proposed 
algorithm

1 -0.1714 -0.1541 0.7731 0.8265 0.7738
2 -0.0910 -0.1107 0.9602 0.8974 0.9593
3 -0.1299 -0.1268 0.8804 0.7894 0.8804
4 -0.0917 -0.1151 0.7471 0.6367 0.7480
5 -0.1297 -0.1232 0.7865 0.8104 0.7890
6 -0.1288 -0.1467 0.5357 0.8423 0.5403
7 -0.1377 -0.1428 0.9094 0.8152 0.9095
8 -0.2057 0.0119 0.9515 0.8794 0.9570
9 -0.2969 -0.4613 0.9468 0.9686 0.9500
10 -0.1831 -0.2578 0.9187 0.8124 0.9186
11 -0.2176 -0.2662 0.9439 0.6693 0.9447
12 -0.1680 -0.1910 0.9008 0.7327 0.9021
13 -0.1312 -0.1401 0.6480 0.9402 0.6485
14 -0.1654 -0.2119 0.8859 0.9143 0.8861
15 -0.1623 -0.1644 0.6637 0.8037 0.6638
16 -0.2125 -0.2972 0.8915 0.8473 0.8977
17 -0.2059 -0.2659 0.8498 0.7754 0.8479
18 -0.1402 -0.1611 0.9110 0.7471 0.9133
19 -0.1490 -0.1776 0.8976 0.7811 0.9015
20 -0.1775 -0.1935 0.5911 0.9402 0.5919
21 -0.1538 -0.1578 0.6873 0.8349 0.6876
22 -0.1490 -0.1824 0.8310 0.9189 0.8298
23 -0.0963 -0.0044 0.9382 0.8205 0.9391
24 -0.2119 -0.2531 0.8254 0.8934 0.8265
25 -0.1153 -0.1149 0.8020 0.6467 0.8020
26 -0.1655 -0.1680 0.6970 0.7449 0.6980
27 -0.1234 -0.1317 0.6755 0.8371 0.6769
28 -0.0663 -0.0668 0.8951 0.4258 0.8986

avg. -0.1563 -0.1705 0.8194 0.8054 0.8208

표 2. 시험 데이터셋에 대한 지각적 연속성 부호화 구조적 유사성
Table 2. The PU-SSIM of test dataset 

 

비교알고리듬은 Eilersten 등의알고리듬[5], ExpandNet[6], 
Huo 등의 알고리듬[18], Akyüz 등의 알고리듬[2], 총 4개의
기존 알고리듬과비교하였다. 정량적 지표 비교 결과는 표
1과표 2와같다. 표 1과표 2는각각 HDR 정량적화질평가
지표인지각적연속성부호화최대신호대잡음비 (percep- 
tually uniform encoding peak signal-to-noise ratio; PU- 
PSNR), 지각적연속성부호화구조적유사성 (perceptually 
uniform encoding structural similarity; PU-SSIM) 및 고동
적범위 가시 차이 예측자 (high dynamic range visible dif-
ference predictor; HDR-VDP) 2.2를사용하였다[15,16]. 각각



강라훈 외 2인: 효과적인 역 톤 매핑을 위한 필터링 기법   223
(Rahoon Kang et al.: Image Filtering Method for an Effective Inverse Tone-mapping)

PSNR, SSIM 및 VDP 지표를 HDR 영상에 적용하기 위해
제안된정량적화질평가를위한지표이다. 각기다른최대
밝기값을 가지는 HDR 영상들을 균일하게 부호화하기 위
해 RGB 색공간으로 변환할 때 생기는 지각적 연속성

(perceptually uniform)을 이용하여 계산한다[15]. 
시험 데이터셋의 영상은 모두 일부 포화되어 있기 때문

에 Akyüz 등의 알고리듬과 Huo 등의 알고리듬은 모두 손
실된 화소를 복원하지 못했다. 또한지각적 연속성이 고려
되지않아평균 PU-PSNR과 PU-SSIM이매우낮게측정되
었다. 반면 딥 러닝을 사용한 ExpandNet과 Eiliersten 등이
제안한 알고리듬은 포화 영역의 복원값을 추정하고 해당

영역을 다시 매핑하기 때문에 원본에 가깝게 화소값을 복

원하였다. PU-PSNR은 ExpandNet이 본 알고리듬보다 20
번영상에서최대 10㏈이상높게나오는경우도있었다. 하
지만 제안하는알고리듬이 PU-PSNR 편차가적고 28번영
상에서는 최대 9㏈가 향상되었다. 결과적으로 ExpandNet
보다 평균 PU-PSNR은 약 0.6㏈ 이상 높았으며 비교 알고
리듬중에서가장높게측정되었다. 평균 PU-SSIM의경우

ExpandNet에 비해 최소 약 0.02 이상 더 높게 측정되었는
데 이는 WGIF에 의해 원본의 구조적 특징이 많이 보존되
어 더 높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은 HDR-VDP-2.2의 계산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결과 비교 영상이다. HDR-VDP 시각화 지표는 붉은
색을띨수록원본과 다를 확률이높다는것을의미하고푸

른색을 띨수록 원본과 같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1번 영상의 결과 영상을 보면 제안한 알고리듬의 결과는
ExpandNet과 거의 유사하지만 강한 하이라이트 영역에서
그차이가나는것을볼수있다. 또한창문과같이디테일
이 많이존재하는 영역에서는 Eilersten의알고리듬에 비해
복원 확률이 더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WGIF를통해에지영역을보존하였기때문에기존의알고
리듬에 비해 원본에 더 가깝게 복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는 각 역 톤 매핑 결과들을 다시 LDR로 톤 매핑
하였을때, 그주관적화질비교결과를나타내었다. (g-l)은
복원된포화영역을확대한결과영상이다. 비교결과를보
면 기존의 사라진 하이라이트 부분이 복원된 것을 확인할

(a) (b) (c)

(d) (e)

그림 3. 각 역 톤 매핑 방법들의 HDR-VDP-2.2 확률 맵 시각화 비교결과(21번 영상), (a) Akyüz 등의 알고리듬, (b) Huo 등의 알고리듬, (c) Eilersten 등의
알고리듬, (d) ExpandNet, (e) 제안하는 알고리듬
Fig 3. The comparison results of inverse tone-mapping methods(at no.21 image), (a) Akyüz et al., (b) Huo et al., (c) Eilersten et al., (d) ExpandNet, 
(e)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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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다만다른 알고리듬들의경우 포화돼버린 화소
영역이 복원되지 않아 광원의 형태를 복원하지 못했다. 여
기서 기존의 알고리듬에 비해 제안하는 알고리듬은 역 감

마보정을통해광원의형태를좀더예측하기쉽게보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듬에 비해 원본에 가깝게

광원을 복원한 것을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역 톤 매핑 알고리듬들에 대한
소개와 기존의역 톤매핑알고리듬의결과를 개선하는전

처리 필터를 제시하였다.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보정하는
감마 보정과 영상의 각 디테일들을 보존하고 개선시키는

WGIF를 제안하였고, 이러한 전처리 필터를 거친 영상을
역 톤 매핑 신경망에 인가하였을 때, 기존의 알고리듬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HDR 정량적 화질평가를
통해 실험적으로 보였다.
많은역톤매핑알고리듬을사용하기에앞서본논문에

서제안한해당전처리필터를거친다면좀더개선된 HDR 
복원영상을얻어낼수있을것이다. 또한제안된알고리듬
은 HDR 복원하는사업영역에만사용되는것이아니라실
험결과에서보인것처럼다시 LDR로톤매핑하였을경우
관측할 수 없었던 영역을 복원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디스

플레이에서복원된영상을출력할 수 있다. 때문에한정된
동적범위, 각기 다른 조명환경 등에 의해포화되어잃어버
린 화소정보를 복원하여 영상 인식, 분석, 개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a) (b) (c)

(d) (e) (f)

(g) (h) (i) (j) (k) (l)

그림 4. 각 방법의 톤매핑 주관적 화질 비교결과(2번 영상), (a,g) 원본 영상, (b,h) Eilersten 등의 알고리듬, (c,i) ExpandNet, (d,j) Akyüz 등의 알고리듬, 
(e,k) Huo 등의 알고리듬, (f,l)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결과 영상과 예측된 포화 영역 영상
Fig 4. The comparison of tone-mapping result subjective image quality of each method(at no.2 image), (a,g) ground truth, (b,h) Akyüz et al., 
(c,i) Huo et al., (d,j) Eilersten et al., (e,k) ExpandNet,, (f,l) proposed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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