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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최근에 카메라의 영상/비디오 신호를 사용한 객체 

추정방식이 여러 가지 응용에서 실현되고 있다. 영상

감시 장치, 자율주행 자동차, 계산 사진학, 스마트 폰

의 화질개선등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1-5].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광학 시스템의 제한에 따라,

어두운 환경에서 충분한 노출을 못하고, 조리개값도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야간에 촬영한 사진/비디오에 

대한 화질개선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1].

이렇게, 실제 현실적으로 입력되는 실시간 영상은 실

험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제된 영상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조명과 반사, 그리고 그 이외의 영상의 열화를

가져오는 나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

서 야간이나 비오는날에 촬영된 저조도 영상이 대표

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저조도 영상의 화질개선 문제는 영상처리 

방식이 소개된 3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는 주제였으나. 최근 deep learning 방식과 같은 

학습이론을 사용한 방식이 도입되면서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다[2]. 특히 전역 조도 개선에서 벗어나 영

상의 지역적인 조도 개선등 실제적인 문제에서 이전

의 방식보다 우수한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deep learning 방식의 알고리듬중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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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편적인 방식이 CNN(convolutional neural net-

work) 방식[2]과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

work) 을 사용한 방식들이 있다[2]. 이러한 방식들은 

대부분 학습훈련을 하기 위한 잘 정돈된 영상 set를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학습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소위 zero-refer-

ence 기반의 학습기반 저조도 기법이 소개되었다. 이

를 zero-reference deep curve estimation(Zero-DCE)

라고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학습방식과 비교하여 

몇몇의 응용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1,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장 최신의 Zero-DCE를 

구현하는 알고리듬의 구현을 비디오 신호로 확장하

고, 매우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는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효율적인 계산량으로 실시간 비디오 신호

처리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된다.

2. 저조도 영상개선의 연구동향

저조도 영상의 개선 방식은 히스토그램 기반 개선

방식, Retinex 기반과 같은 화소단위의 개선방식과,

인공지능을 사용한 CNN, GAN 등을 사용한 방식의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별된다. 어떤 연구자는 이를 

두고 전자를 기존의 화소단위 개선방식과 후자를 

data driven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1].

히스토그램 방식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히스

토그램 평활화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역 영상의 밝기 스펙트럼의 동적영역을 확대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개선과 지역적으

로 적합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상을 작은 영역으로 분할하

여 작은 블록 단위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con-

straint 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 같

은 방식이 소개되기도 하였다[5,6].

Retinex 방식은 영상이 반사도 (reflectance)와 조

도 (illumination)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가정에

서 출발한다. 인간의 시각 정보시스템은 영상의 반사

도에 좀더 민감함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영상에서 

조도성분만 Gaussain 저대역 필터와 같은 추정필터

로 추정하여 이 성분만을 보정하여 준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방식 역시 전역을 평가하여 보면 부자연스런 

결과가 자주 도출된다[7-9].

Data driven 방식은 가장 최근에 각광받는 방식으

로, 학습을 통한 조도개선 방식으로 크게 CNN(cov-

olutional neural network) 방식과 GAN(generative

adversal network) 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CNN의 

경우 조도가 저하된 영상과 조도가 좋은 영상을 학습 

데이터를 쌍으로 학습하는 지도학습 방식이 표준이

다. 이에 반해 GAN 방식은 비지도 학습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근본적으로 두 방식 모두 훈련되는 데

이터 쌍에 결과가 크게 의존하게 된다[1-4]. 가장 최

근의 연구결과로는 deep curve estimation 방식[1]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data driven 방식의 조도 개

선에서 최근의 deep curve estimation을 사용하는 방

식을 비디오로 확장하고, 이 계산량을 줄이는 효과적

인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3. 기존의 Zero-reference deep curve esti-

mation (ZDCE) 

Li [1] 등은 최근에 deep leaning 기반의 영상조도 

기법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비지도 학습 기반의 

알고리듬으로서 다음의 Fig. 1에 이 방식이 도시되어 

있다.

Fig. 1에서 영상을 DCE-net라는 학습을 통하여 

영상개선 함수 LE()를 얻는다. 입력 영상 I(x)에 대

해서, 영상개선 함수 LE()는 

    (1)

와 같은 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α는 -1과 1 사이

의 값을 갖는 값으로 curve의 곡률을 결정해 주는 

값이다. 이러한 식 (1)을 개선하기 위해 [1]에서는 

recursive 식을 사용한, 다음의 식을 제시하였다.

             (2)

와 같은 식이 도출되는데, x는 영상화소의 좌표이다.

아직까지 식 (2)는 영상전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식

인데, 각 화소별 맵에 의한 조도 조절을 위하여 화소

별 맵인 
를 칼라 영상 R,G,B 에 각기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recursive 식을 구하면 최종적으로 


    


  

  
 (3)

과 같은 식이 도출된다.

위의 Fig. 2에서는 이러한 맵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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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E-net는 저조도 영상을 입력으로 하고 최적의 

화소 단위의 curve를 출력 하게하는 학습 네트워크

이다. 다음의 Fig. 3에 DCE-Net의 개요도가 제시되

어 있다.

이 방식에서는 완전 연결된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

고, 7개의 레이어를 갖는 CNN 네트워크을 사용한다.

앞의 6개의 CNN 레이어 에서는 32 × 32 크기의 커널

을 사용하고 ReLU activation 함수를 사용한다. 마지

막의 레이어는 24개의 3 × 3 컨벌류셔널 커널에 

Tanh activation 함수를 채용하였다. 이 24개의 파라

미터는 8개의 iteration을 위한 (R,G,B)의 3개의 계수

값을 출력하게 함이다. 이러한 구조의 네트워크은 총 

79K의 훈련파라미터와 85G flop(floating point op-

ereation)을 1200 × 900 × 3 영상 사이즈에서 요구된

다.

이러한 네트워크을 훈련시키기 위한 loss function

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4가지의 loss 함수를 정의

한다.

spatial consistency loss : 인접한 화소간의 화소

값의 급격한 변화가 없다는 가정이다. 저조도 입력 

화소   와 개선된 출력 화소를   라고 하면 

  


  




∈


  

 (4)

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개요가 Fig. 4에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학습을 위한 loss 함수는 exposure loss

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준거는 저조도 레벨의 화소로

부터 적절한 노출을 E라고 하면, 이러한 타겟을 추종

하는 loss 함수를 제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함수가 

된다.

exp  


  




  (5)

Fig 1. Low light image enhancement based on Zero-DCE.

        (a)                  (b)                     (c)                  (d)                   (e)

Fig. 2. Image map  for the Z-DCE. (a) Input, (b) 
 , (c) 

 , (d) 
 , and (e) result.

Fig. 3. DCE-net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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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loss 함수는 color constancy loss인데, 이

는 한 화소의 {R,G,B} 값들의 조합이 gray 영상과의 

함수관계에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1], 다음

의 식

  
 ∈

     (6)

과 같다. 마지막 loss 함수는 illumination smooth-

ness loss 함수로 맵 A의 illumination이 부드러워야 

한다는 제약을 가해서, 인근 화소간의 미분값에 대한 

제한 조건을 가한 것으로 다음의 식처럼 된다.

  



  




∈

∇
 ∇

 
 (7)

이러한 4개의 loss 함수를 이용한 총 loss 함수 

은 

(8)

과 같고, 이것을 Fig. 3과 같은 DCE-net를 돌려서 

얻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ZDCE 방식에서 착안

하여 비디오 신호로 확장하고, DCE-net의 구조를 좀 

더 단순화 할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다음의 

두 장에서 이를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4. 제안하는 VE-DCE(video enhancement 

deep curve estimation)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기존의 ZDCE 방식을 

비디오 신호로 확대 적용한 방식을 제안한다. 비디오 

신호의 temporal domain에서의 조도 변화가 크기 않

은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Fig. 5와 같은 기존의 

Zero-DCE++의 블록선도를 개선한 비디오 조도 개

선을 제시하려 한다.

제시한 방식의 목적은 ZDCE의 특징 맵을 생성하

는 특성을 이용하여 ZDCE을 활용했을 때와 비교하

여 동영상 저조도 개선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다. 제안하는 방법은 현재 프레임의 ZDCE을 이용한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프레임의 ZDCE을 이용한 개

선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획득하도록 특징 맵을 추정

한다. 이때 사용되는 네트워크 모델은 계층의 ZDCE

(a) (b)

Fig. 4. Spatial consistency loss example. (a) low-light 

and (b) enhanced.

Fig. 5. Block diagram of conventional Zero-D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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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은 모델을 사용함으로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다음의 Fig. 6에 제안하는 VE-DCE(video en-

hancement deep curve estimation)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Fig. 7에는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불

러오는 queue의 형태가 제시되어 있다.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Fig. 7에서 보듯이 한 번에 

불러온 시퀀스 영상들을 한 프레임을 차이로 두어 

앞과 뒤의 정보를 갖도록 한다. 이것을 위해 학습 방

법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먼저 동영상에서 추출

된 영상들을 순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입력받고 Fig.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앞 프레임과 뒤 프레임을 

구분하기 위해, 처음 프레임 과 뒤에서 두번째 프

레임   까지를 앞의 프레임으로 하고 뒤 프레임을 

두번째 프레임 부터 마지막 프레임 까지로 구분

한다. 첫 프레임에 대하여 ZDCE을 이용해 가중치 맵

을 추정하고 그 이후에 제안하는 네트워크인 Video

Enhancement(VE)-ZDCE을 이용하여 추정된 가중

치 맵을 사용 한다. 다음의 Fig. 8에 제안한 VE-

ZDCE의 블록선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블록선도에서의 loss 함수는 Li 방식과 

유사하게 다음의 set으로 정의된 loss 함수를 적용하

였다.

(9)

여기서,  exp  는 각각 식 (5)～(8)에서 

Fig. 6. Proposed VE-DCE-net.

Fig. 7. Video data queue for the learning sequence.

Fig. 8. The proposed block diagram of VE-ZD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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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식과 동일하고 

   ∥∥ (10)

으로 정의되는 식이다.

5. 실험결과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BDD 100K 데이터 셋으

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해 제안된 데이터 셋이다

[10]. 다양한 조건에서 획득된 10 만개의 시퀀스 데이

터와 1억 2천만의 영상 데이터를 제공한다[10]. 실험

을 위해 그 중 야간에 촬영된 영상 1개의 시퀀스 1200

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학습하고 학습에 사용되지 않

은 다른 하나의 영상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될 네트워크의 학습 조건으로 최적화 방

법은 Adam을 이용하였고 학습율은 10-3, 가중치 감

소는 10-4 을 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8개의 영상

을 하나의 시퀀스로 하여 입력하였고 epoch는 200

회 수행하였다. 학습 환경은 CPU로 i9-10900을 사용

하였고, GPU는 RTX 3090, RAM 용량은 64GB 의 

환경에서 학습을 수행하였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동영상의 프레임에 무 참조 

영상 품질 점수인, NIQE와 NIQMC을 이용하여 평가

를 진행한다[11,12].

테스트 영상에서 실험한 결과는 크기를 1280 ×

720 2배 줄인 영상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위해 앞에서 처리된 영상 99장을 선택하

여 평가지표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에서 보

여주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방법이 처리속도는 ZDCE

계층을 단순히 줄인 결과와 유사하지만, 객관적 수치

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NIQMC는 영

상의 밝기 왜곡 정도를 평가하고, 값이 높을수록 영

상의 왜곡이 적음을 나타낸다. NIQE는 영상의 자연

에서 획득된 영상과 비교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더 

나은 지각 품질을 나타낸다.

정성적 평가로 Fig. 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순

히 계층을 줄였을 때의 결과보다 제안하는 방법이 

밝기 개선을 잘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조도 비디오 영상의 조도 개선을 

위해서, deep learning 기법을 사용한 기존의 영상에 

적용되던 비지도 학습 방법을 비디오로 확장하는 시

도를 하였다. 비디오 저조도 개선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앞선 프레임의 저조도 개선 특징 맵을 재

Table 1. Subject test results of various enhancement. (ZDCE-s is the reduced layer results with the same complexities 

with the proposed method).

Video-1 Video-2

NIQMC NIQE Process time NIQMC NIQE Process time

ZDCE-s 5.268 2.867 28.36s 4.355 3.154 26.39s

ZDCE 4.902 3.101 31.22s 4.571 3.227 31.58s

PP 5.370 2.862 28.28s 4.451 3.160 27.10s

(a) (b) (c) (d)

Fig. 9. Comparison of ZDCE and proposed method, (a) Input image, (b) ZDCE, (c) ZDCE with the same layers with 

the proposed method, and (d) Proposed VE-ZD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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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현재 프레임의 저조도를 개선하는 가중치 

맵을 추정는 방식을 시도하여 보았다. 비디오 부호화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temporal domain의 상관도를 

이용하여 연속된 시퀀스에서 신경망의 훈련 파라미

터를 줄이는 시도를 하였다.

특별히, 신경망의 계층의 개수를 줄여 실험을 진

행하였고, 연구 도중에 여러 가지의 망의 구조에 대

한 시도를 통하여,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최적

인 파라미터 선정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처리 속도

도 빠르면서 객관적 평가지표도 나은 결과를 획득하

였다. 신경망을 사용한 비디오 처리는 지금 가장 핵

심적인 연구분야로 이와 관계된 후속 연구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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