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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변환을 사용한 히스토그램 평활화
(Histogram Equalization using Gamma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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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상의 밝기 값 분포가 한 곳에 집되어 있는 경우, 출력 상의 밝기 값 

범 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시각 으로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래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감마변

환은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을 비선형  변환을 통해 보정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감마변환의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상의 화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 방법은 먼 , 입력 상의 평균 밝기 값을 이용하여 한 감마변환 식을 도출하고, 입력 상의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도출된 감마변환 식과 선형 결합하여 새로운 CDF를 생성한 

후, 새롭게 변형된 CDF를 사용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한다. 실험결과 제안방법이 기존방법들에 비

해 entropy, UIQ, SSIM 등과 같은 정량  평가에서 좋은 성능을 보 고, 시각  에서도 자연스럽게 

화질을 개선하 다.

키워드: 감마변환, 히스토그램 평활화, 화질 개선, 상의 밝기 평균

Abstract Histogram equalization generally has the disadvantage that if the distribution of the 

gray level of an image is concentrated in one place, then the range of the gray level in the output 

image is excessively expanded, which then produces a visually unnatural result. However, a gamma 

transformation can reduce such unnatural appearances since it operates under a nonlinear regim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new histogram equalization method that can improve image quality 

by using a gamma transformation. The proposed method 1) derives the proper form of the gamma 

transformation by using the average brightness of the input image, 2) linearly combines the earlier 

gamma transformation with a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or the image in order to obtain 

a new CDF, and 3) to finally perform histogram equalization by using the new CDF.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relative to existing methods,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good performance in 

terms of quantitative measures, such as entropy, UIQ, SSIM, etc., and it also naturally enhances the 

image quality in visual perspectiv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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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비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 폐쇄회로카메라, 차량

용 블랙박스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획득한 상들이 

여러 응용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화질 상

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카메라의 물리  한

계, 도, 조작 미숙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상 

화질 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명의 향

으로 무 어둡거나 과도하게 밝아진 상의 경우, 시각

으로 인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콘트라스트를 향상시켜 

화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 까지 화질을 향

상하기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표 인 방

법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Histogram Equalization), 히

스토그램 명세화(Histogram Specification), 히스토그램 

스트 칭 등이 있다.

이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가장 리 알려진 방법으

로 화소 값의 분포함수를 이용하여 명도 값 분포가 

균일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상 체의 비를 개선한다. 

하지만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상의 밝기 값 분포가 한 

곳에 집 되어 있는 경우, 출력 상의 밝기 값 분포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시각 으로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래하거나, 상의 특성을 반 하지 않은 채 무조건 균일

하게 분포하도록 수정하기 때문에 변환 후 상의 평균

밝기가 변하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상의 평균밝기 값을 기 으로 히스토그램을 둘

로 나 어 각 서 히스토그램에 독립 으로 평활화를 

수행하는 BBHE(Brightness preserving Bi-Histogram 

Equalization)[1]와 이 방법을 확장하여 히스토그램을 

반복 으로 분할하여 평활화를 수행하는 RMSHE(Recur-

sive Mean-Separate Histogram Equalization)[2]이 연

구되었다. RSWHE(Recursively Separated and Weighted 

Histogram Equalization)[3]는 RMSHE와 유사하게 히

스토그램을 반복 으로 분할하지만 각 서 히스토그램

에 가 치를 용하여 평활화를 수행함으로써 의미있는 

세부정보를 무시하지 않고 보호하며 상을 개선한다. 

히스토그램 클리핑 기반 방법인 BHEPL(Bi-Histogram 

Equalization with Plateau Limit)[4]는 히스토그램을 

분할한 뒤 클리핑 벨을 산정하여 히스토그램을 잘라

내고, 잘린 히스토그램을 정규화하여 평활화를 수행한다.

감마변환(GT: Gamma Transformation)[5]은 무 

밝거나 어두운 상과 같이 밝기 값이 한 쪽으로 치우

친 상을 교정하기 한 방법으로 주로 모니터에 상

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한 목 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

에서는 히스토그램 평활화가 가지고 있는 단 을 극복

하기 해 감마변환이 가지고 있는 장 을 결합하여 

상의 비를 개선하는 새로운 상화질 개선 방법을 제

안한다. 감마변환은 감마값에 따라 비선형  변환을 수

행함으로써, 시각 으로 단 되어 보이거나 부자연스러

워 보이는 상을 여 상의 명도 값을 부드럽게 변

환하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히스토그램 평활화에 사용

되는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는 특정 

밝기에 집  분포된 상일수록 가 른 경사를 가지므

로 과도한 변환을 하게 된다. 이때 비선형 이면서도 완

만한 경사를 가지는 감마변환 곡선을 이용해 CDF를 완

만하게 교정한 새로운 CDF를 사용할 경우, 상이 가

지는 본래 밝기 값과 특성을 보존하며 과도한 밝기 변

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안 방법의 기

본 아이디어이다. 

2. 제안 방법

이 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화질 개선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제안 방법은 1) 

히스토그램을 smoothing 하기 하여 상의 히스토그

램에 WDF(Weighting Distribution Function)[6]를 

용한 후, 2) 원본 상의 평균밝기 값을 이용해 감마변

환 식을 도출하고, 3) 입력 상의 CDF와 도출된 감마변

환 식을 선형결합하여 새로운 CDF를 생성하여, 4) 새롭

게 구한 CDF를 사용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하

는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1 제안 방법의 수행 과정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2.1 히스토그램 스무딩(Smoothing)

먼  입력 상의 PDF(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에 WDF를 용하여 새로운 PDF  을 구한

다. WDF는 히스토그램의 모양을 부드럽게 스무딩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명암도의 빈도 차이를 이고 발생 

확률이 낮은 명암도의 확률 값을 높임으로써 상의 세

부정보를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

어두운 상의 경우 CDF가 격한 경사를 가지기 때

문에 원본 상의 밝기 값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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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의 세부정보를 잃게 되거나 artifact로 인

해 상이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히스토그램의 처리 과정

으로 WDF를 용한다. WDF는 식 (1)과 같다.

              maxmaxmin
min

  (1)

max는 의 최 값이고, min은 의 최소값이

다. 본 논문에서는 를 0.5로 사용하 다.

2.2 평균밝기 값을 이용한 감마변환 식 도출

식 (2)는 감마변환 식으로 는 입력 상의 명도값이

다. 기존 감마변환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상을 얻기 

해 값을 직  지정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를 

식(3)과 같이 상의 평균밝기 값인 에 따라 결정한다. 

가 1인 경우 identity transformation을 하고, >1인 

경우와 <1인 경우 반 의 효과를 가지는 감마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평균밝기가 어두운 편일 경우 상을 

밝게 보정하는 감마변환곡선을, 밝은 편일 경우 상을 

어둡게 보정하는 감마변환곡선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2)

                


≤≤  (3)

2.3 CDF와 감마변환 식의 선형결합

 의 화소들을 하여 CDF 함수  를 생성

한다. 이 후 식 (4)와 같이 가 치 m(0≤m≤1)를 이용

하여  와 을 선형결합하여 새로운 CDF 함수

인  를 생성한다.

         ××  (4)

히스토그램 평활화 이후 상의 밝기 값이 과도하게 

변화하는 원인은 변환함수로 사용되는 CDF의 격한 

경사 때문이다. 변환함수의 격한 경사는 비 향상에

는 매우 효과 일 수 있으나, 밝기 값의 범 를 과도하

게 수정하기 때문에 시각 으로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래한다. 이때 CDF와는 비슷한 양상을 띄지만 비교  

완만한 경사를 가지는 를 응 으로 사용함으로

써 명암도의 분포특성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밝기 값 변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4 새로운 CDF를 이용한 히스토그램 평활화

2.3 에서 구한 새로운 변환함수인  를 입력 상의 

CDF인 것처럼 간주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한다.

3. 실험  결과

제안방법은 Intel Core i5 3.40GHz CPU, 8.00GB 메

모리가 장착된 Windows 7 운 체제에서 실험하 으며, 

기존 방법인 HE, BBHE, BHEPL, RMSHE와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MATLAB으로 구 하여 성능을

그림 2 m값 변화에 따른 제안방법의 결과

Fig. 2 Output images according to various values for m

            (a)                         (b)

그림 3 (a) mandril 상; (b) mandril 상의 CDF, 감

마변환 곡선, 새롭게 변형된 CDF

Fig. 3 (a) mandril image; (b) CDF, gamma transformation 

curve, and new CDF for the mandril image

비교하 다.

그림 2는 식 (4)의 m값 변화에 따른 제안방법의 결과

상이다. 최 의 m를 구하기 해 실험한 결과 m를 

작게 하여  에 많은 가 치를 부여했을 때, 과도한 

비 향상으로 인한 상의 부자연스러움을 찰할 수 

있었다.  m를 크게 하여 에 많은 가 치를 용

했을 때 상 으로 비가 잘 향상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평균 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가

치인 m=0.5를 사용하 다. 그림 3은  와 , 

그리고 m를 0.5로 하여 생성된  를 보여 다. 그

리고 제안 방법의 각 단계별 결과물은 그림 4와 같다.

제안방법의 평가를 해 엔트로피, UIQ(Universal 

Image Quality)[7], SSIM(Structural SIMilarity) 인덱

스 값[8]을 비교하는 정량  분석과 자연스러운 화질 개

선 정도를 시각 으로 평가하는 정성  분석을 병행하

여 수행하 다. 실험 상은 일반 인 상처리에 사용

되는 상  다양한 평균밝기를 가진 15개의 상을 

선택하 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수치는 표에 굵

게 표시하 다.

3.1 정량  분석결과

표 1은 출력 상의 엔트로피를 비교한 결과이다. 엔트

로피의 값이 클수록 많은 정보를 보유한 상이라고 여

겨지는데, 제안방법의 결과 상이 다른 방법에 비해 얼

마나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해 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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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image      Input histogram 

     Smoothed histogram

      Derivation of new CDF

Output image       Output histogram 

그림 4 제안방법의 단계별 결과물

Fig. 4 Intermediate results for the proposed method

표 1 출력 상의 엔트로피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in terms of the entropy

Image HE BBHE BHEPL RMSHE Proposed

man 6.796 6.841 6.948 6.814 7.011

spine 3.620 3.522 3.813 3.611 3.857 

phobos 3.197 3.176 3.442 3.211 3.440 

img06 5.320 5.348 5.351 5.202 5.350 

img07 5.160 5.158 5.170 4.954 5.170 

lena 7.340 7.332 7.413 7.343 7.434 

l_room 7.017 7.075 7.214 7.054 7.262 

mandril 7.171 7.178 7.238 7.148 7.278 

onecat 4.699 4.744 4.760 4.721 4.761 

beach 4.871 4.790 4.847 4.771 4.903 

jet 6.425 6.586 6.648 6.557 6.650 

Einstein 6.747 6.745 6.845 6.693 6.871 

pirate 7.154 7.150 7.202 7.061 7.219 

U2 5.414 5.578 5.608 5.450 5.582 

woman 7.088 7.150 7.244 7.185 7.233 

로피 값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제안방법의 결과 상이 

15개의 상  11개에서 수치가 가장 높아 다른 방법에 

비해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와 표 3은 출력 상의 UIQ와 SSIM 인덱스를 비

교한 결과이다. UIQ와 SSIM 인덱스는 상 개선 후 

입력 상과 출력 상간의 외형 인 모습이 얼마나 잘 

보존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UIQ는 두 

표 2 출력 상의 UIQ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in terms of the UIQ

Image HE BBHE BHEPL RMSHE Proposed

man 0.669 0.700 0.856 0.721 0.920

spine 0.122 0.293 0.418 0.423 0.219 

phobos 0.108 0.218 0.310 0.312 0.185 

img06 0.312 0.308 0.347 0.581 0.559 

img07 0.296 0.307 0.329 0.576 0.477 

lena 0.845 0.851 0.909 0.932 0.971

l_room 0.748 0.757 0.902 0.914 0.968

mandril 0.766 0.768 0.861 0.878 0.955

onecat 0.479 0.601 0.574 0.614 0.768

beach 0.083 0.325 0.516 0.682 0.104 

jet 0.453 0.791 0.855 0.789 0.826 

Einstein 0.641 0.634 0.754 0.779 0.905

pirate 0.831 0.827 0.810 0.849 0.959

U2 0.134 0.566 0.820 0.817 0.308

woman 0.718 0.787 0.794 0.802 0.935

표 3 출력 상의 SSIM 인덱스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in terms of the SSIM Index

Image HE BBHE BHEPL RMSHE Proposed

man 0.83 0.83 0.94 0.87 0.98 

spine 0.13 0.38 0.76 0.77 0.25 

phobos 0.14 0.28 0.71 0.73 0.23 

img06 0.46 0.48 0.54 0.70 0.79 

img07 0.43 0.44 0.48 0.67 0.72 

lena 0.87 0.88 0.92 0.94 0.98 

l_room 0.79 0.80 0.93 0.94 0.98 

mandril 0.79 0.79 0.88 0.90 0.96 

onecat 0.55 0.67 0.86 0.87 0.87 

beach 0.122 0.358 0.651 0.712 0.152 

jet 0.58 0.89 0.92 0.90 0.92 

Einstein 0.68 0.68 0.79 0.82 0.93 

pirate 0.88 0.87 0.84 0.90 0.97 

U2 0.19 0.72 0.89 0.93 0.40 

woman 0.81 0.88 0.82 0.88 0.98 

상간의 상 계(correlation), 평균 밝기(luminance), 명

암도(contrast)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1에 가까울수록 

외형이 잘 유지되었다고 보아 개선 결과가 우수하다고 

단한다. SSIM 인덱스는 평균 밝기, 명암도, 구조를 

바탕으로 계산하며, UIQ와 마찬가지로 1에 가까울수록 

구조 으로 유사한 것으로 분석한다. UIQ를 비교한 결

과 15개의 상  제안방법이 8개의 상에서 가장 좋

은 수치를 보 고, SSIM 인덱스는 11개의 상에서 가

장 좋은 수치를 보 다. 제안방법을 용했을 때, 모든 

상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균

으로 가장 많은 상에서 외형과 구조를 잘 보존하며 

화질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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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성  분석결과

그림 5에서 입력 상 beach의 HE 실험결과는 비가 

향상되어 해변의 모습이 비교  선명하게 보이지만, 과

도한 밝기 값 변환으로 인해 하늘 부분에 많은 artifact

가 발생하 다.  BBHE, BHEPL, RMSHE는 부분

          Original                    HE

           BBHE                  RMSHE

           BHEPL                 Proposed

그림 5 beach 상에 한 개선 결과

Fig. 5 Enhancement results for the beach image

      Original            HE             BBHE

     RMSHE           BHEPL         Proposed

그림 6 spine 상에 한 개선 결과

Fig. 6 Enhancement results for the spine image

으로는 비가 향상되었으나 해변의 사물을 분간할 수 

없어 잘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안방법은 밝기가 

고르게 분포되어 해변의 나무 등 상 내의 사물들을 

분간할 수 있고, 다른 방법에 비하여 artifact가 어 자

연스러운 결과를 보인다.

그림 6의 입력 상 spine은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부분이 선명히 보이지 않는다. HE의 결과는 과도한 

밝기변화가 있어 상이 왜곡되었고, BBHE, RMSHE, 

BHEPL의 결과는 평균밝기는 유지되었지만 부분이 

여 히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찰할 수 있다. 하지만 제

안방법에서는 척추의  역의 명암비가 높게 개선

되면서도 반 인 상의 밝기가 잘 유지되어 자연스

러운 개선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 제안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비교  상의 밝기 

값 특성에 큰 향을 받지 않고 시각 으로 보기에 우

수한 개선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감마변환에 기반한 새로운 상화질 개

선 방법을 제안하 고,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평가  실

험하 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제안방법은 상의 자연스

러운 명암 비 면에서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

다. 향후에는, artifact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한 

개선 방안을 심층 으로 연구하고, 컬러 상을 이용한 

실험을 추가 으로 실시하여 제안방법의 활용 범 를 

확장할 정이다.  새로운 변환함수를 생성할 때 평균

밝기 값이 클수록  에 더 많은 가 치를, 그리고 

평균밝기 값이 작을수록  에 더 많은 가 치를 

용할 때 결과 상의 엔트로피가 최 가 되는 경향이 

있음이 찰되었다. 따라서 평균밝기 값에 따른 최  가

치를 찾는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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