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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10년 전부터 공중파 방송 

표준을 2백만 화소의 1K급 full HD(high definition)

을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공중파 콘텐츠나 

OTT(over-the-top) 서비스에서는 8백만 화소의 4K

UHD(ultra HD)급 고화질을 제공하고 있다[1]. 이보

다 더 나아가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은 HR(high reso-

lution)뿐만 아니라 색역(color gamut)과 명암비

(contrast ratio)를 크게 확장한 HDR(high dynamic

range) 제품을 오래전부터 판매하고 있어 사용자는 

공급되는 영상 화질보다 우수한 디스플레이를 보유

하고 있다[2]. 그 결과, 디스플레이 장비에서는 LR

(low resolution) 및 SDR(standard dynamic range)/

LDR 입력 영상의 크기와 동적 범위를 확장하는 칩을 

내장하고 있으며, 영상 소스와 출력 장치 사이의 부

정합 현상은 디지털 멀티미디어의 표준화 기술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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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3], 낮은 해상도로 기록된 콘텐츠를 재생할 경우에

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근 OLED와 QLED 등 고선명 디스플레이 기술

의 발전으로 저해상도 영상 콘텐츠를 고성능 디스플

레이에 표현하기 위해, 영상 보간(interpolation) 기

술과 HDR 효과를 제공하는 색 사상(tone mapping,

TM)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4]. 영상 보간 기술

은 단순 up-scaling시 발생하는 계단 현상을 제거하

기 위해서 방향성 보간 기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지

만, 구현 속도로 인해 양방향 선형(bi-linear) 보간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각선 경계가 존

재하는 부분에서 화질이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다

[5]. 최근 딥러닝 기반의 HDR 방법이 연구되고 있지

만[6], 많은 고화질 데이터를 확보해야하고 전적으로 

학습 영상에 의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7]. 그러므

로, 전통적으로 입력 영상에서 평균과 하이라이트 등

을 검출한 후 하나의 변환 함수 TMO(tone mapping

operator)를 결정하는 전역 기법[8]과 영상의 지역적

인 특성을 반영하여 다수의 TMO를 사용하는 국부 

접근법[9]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영상의

조명(illumination)과 반사(reflectance) 성분을 분리

해서 처리하는 Retinex 기법[10]이 가장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기록된 LR 영상이나 디스

플레이 장치보다 낮은 해상도 및 동적 범위의 영상을 

HDR의 HR 영상으로 해상도와 동적 범위도 함께 변

환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한 기법은 

고해상도로 보간하는 업스케일링 모듈과 동적 범위

를 확장하는 TM 모듈로 구성된다. 업스케일링에서

는 수평-수직 화소만 고려하는 양방향 선형보간과 

계산량이 비슷하면서 방향성 보간을 적용할 수 있게 

웨이브릿 변환을 활용하며, 보간의 불연속이 발생하

지 않으면서 8-방향 선형 보간이 가능하게 제안한다.

이 보간 과정에서 영상의 변화 영역을 검출하여 TM

모듈에서 이 정보를 활용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다.

제안한 TM 기법은 색 복원 기능이 있는 MSRCR

(multi-scale Retinex with color restoration)을 평탄 

및 변화 영역의 화소에 따라 주변 함수(surround

function)의 크기를 조정하여, 기존의 Retinex 기법

의 단점인 경계 부분에서 빠른 밝기 변화가 잘 반영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한다.

2. 관련 기술  

2.1 시각 장치의 동적 범위

자연에서 존재하는 빛의 동적 범위는 무한대이며,

인간 시각은 10-5～107cd/m2까지 매우 폭넓은 동적 

범위를 인지한다. 이는 눈이 환경에 적응하는 기능 

때문이며 순응에 따른 지연에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

으로 눈이 인지하는 평균 동적 범위는 Fig. 1에서 보

는 것처럼 다른 영상 장비보다 매우 넓다. 또한, 대표

적인 획득 장비인 카메라의 광학센서는 HDR 디스플

레이보다 동적 범위가 좁기 때문에, HDR 처리는 기

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1].

2.2 웨이브릿 변환과 경계

웨이브릿 해석은 Fig. 2와 같이 LPF(low pass fil-

ter)와 HPF(high pass filter)를 입력 신호에 반복적

으로 적용하고, 2배 부표본화(down-sampling)를 수

행하여 입력 신호와 동일한 크기의 주파수 계수로 

분해(decomposition)하는 변환이다. 그 결과, all-

pass filter와 같이 제거되는 주파수 성분이 없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입력 신호의 주파수 구성을 세밀하

게 해석할 수 있고 완벽하게 원신호를 복원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사용하는 필터에 따라 다양한 종류

의 웨이브릿 변환이 있지만, 가장 단순한 Haar 웨이

브릿 변환은 산업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영상 압축 및 해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Haar 웨이브릿의 1D analysis 필터는 

       

와 같이 표현되고 기본적으로 2-화소 단위로 계산되

며, LPF와 HPF는 각각 평균과 뺄셈으로 구현된다.

예를 들어 2×2 영상이 Fig. 3(a)와 같이 입력될 때,

수평 방향 1D 변환 결과 Fig. 3(b)를 거쳐, 수직 방향 

1D 변환 후 최종 2D Haar WT 결과인 Fig. 3(c)가 

된다. 각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면, 첫 번째 행의 수평

Fig. 1. Dynamic ranges of vision. [luminance:cd/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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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D Haar WT는

  


 





,     






이 되며, 2행에도 수평방향 변환을 적용하면 Fig.

3(b)와 같이

  


 





,     






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1D 수직방향 변환을 적용하

면 Fig. 3(c)와 같이 Eq. (1)∼(4)의 각 주파수 채널 

계수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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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계는 HPF로 검출되므로 Eq. (1)의 

양방향 저주파 계수는 제외하고, 변화 정보를 검출할 

수 있는 고주파 계수인 Eq. (2)∼(4)에서 동일한 부호

를 갖는 화소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Fig. 4와 같다.

그러므로, Haar WT의 세 고주파 계수는 2-화소씩 

묶은 화소 쌍들 간의 평균적 차이를 추출하는 것이

다. 즉, 수직 방향 경계 유무를 검출하는 HHL은 수직 

방향으로 묶은 화소들 간의 차이, 수평 경계 검출인 

HLH 계수는 수평 화소 쌍들의 차이, 마지막 대각선 

경계 계수 HHH는 대각선 방향 화소 쌍의 차이이므

로, 두 화소 쌍들 간의 차이만 판단하여도 수평, 수직 

및 대각선 방향의 8-방향 경계 유무를 판단할 수 있

고 Haar 웨이브릿 변환과 동일하다.

2.3 Retinex 기법

국부적인 TM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Retinex 기

(a)

(b)

Fig. 2. Wavelet analysis. (a) 2D analysis and (b) an example.

(a) (b)

(c)

Fig. 3. 2×2 Haar WT. (a) 2×2 input image, (b) Horizontal 

1D WT, and (c) Bi-directional 2D WT.

(a) (b) (c)

Fig. 4. The relation between pair-wise differences and 

high frequency coefficients in Haar WT. (a) HHL, 
(b) HLH, and (c) H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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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Fig. 5와 같이 입력 영상에서 조명 성분을 추출

하기 위해 서로 다른 크기의 Gaussian 주변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SSR(single scale Retinex)을 가

중치 병합하고 색을 복원하는 MSRCR이 주로 이용

된다. 작은 크기(narrow scale)의 주변 함수를 사용

하는 SSR은 역광 등에 의해 발생된 과도한 밝기의 

범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큰 크기(wide scale)의 

주변 함수를 사용하는 SSR은 부드러운 표현이 뛰어

난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각 N개의 SSR의 결과에 

크기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MSR을 아래와 같이 획득

한다.

MSR  
  



 log  log   (5)

여기서 ωk는 k-번째 주변 함수를 사용한 SSR의 

가중치를 나타내고 크기별 Gaussian 주변 함수는 Fk
이다. MSRCR은 컬러 채널별 3개의 MSR 출력에 이

득과 비선형성을 조정하여 색을 복원한다. 그러므로 

최종 MSRCR의 결과는 

MSRCR    MSR  (6)

와 같이 표현되고 Ck는 k-번째 spectral band, 즉 R,

G, B 채널의 색보정 함수를 나타낸다.

3. 제안한 방법

제안한 기법에서는 YCbCr을 기본 영상 형식으로 

사용하고 방향성 보간과 MSR 처리에서는 기본적으

로 휘도(luminance) 신호 Y를 사용하며, CR에서는 

RGB 형식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최근 MPEG, 디지

털HD(ITU-R BT.709) 및 UHDTV(ITU-R BT.2020)

등에서의 영상표준이 YCbCr(감마보정된 Y’CbCr/

YPbPr 포함)을 기본 칼라 영상 포맷으로 사용하고 있

고 제안한 방식은 HD와 UHD 환경에 적용하기 위함

이다. 그러므로, 입력이 RGB영상인 경우에는 YCbCr

=4:4:4로 변환되므로, Y신호에 대해 1옥타브 보간을 

수행하면 Y영상의 표본화율은 4화소에서 16화소로 

업스케일링되며 색차신호는 4에 머물게 되어 YCbCr

=16:4:4, 즉 YCbCr=4:1:1형식으로 HR칼라영상이 복

원된다. 제안한 기법의 블록도는 Fig. 6에서와 같이 

휘도 신호에 대해서 비간축 웨이브릿 변환을 통해 

수평, 수직 및 대각선의 8-방향 보간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고주파 변화 정보가 추출된다. 다음 단

계인 MSRCR에서는 변화 및 평탄 영역에 따라 주변 

함수의 크기가 다르게 적용되어 변화 영역의 보상이 

강조된 1옥타브 업스케일링된 최종적인 HDR 영상

을 출력하게 된다.

3.1 비간축 웨이브릿 변환

통상적인 웨이브릿 변환은 Fig. 2에서 본 것과 같

이 down-sampling 연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한 개의 

표본을 건너뛰면서 연산을 수행한다. 이는 원 신호를 

decomposition해서 해석하고 복원하는 절차에서는 

2개의 표본 단위로 이루어져도 가능하다. 그러나, 영

상 보간에서는 Fig. 7과 같이 2×2 블록이 인접해있다

면 a-b-c-d와 e-f-g-h 블록의 내부 화소들은 변환

에 포함되어 주파수 변화는 알 수 있지만, b-e-d-g

사이의 화소에서는 주파수 성분을 알 수 없다. 그러

므로, 제안한 기법에서는 고주파 분석이 모든 화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down-sampling을 수행하

지 않는 Fig. 8의 비간축 웨이브릿 변환을 사용한다.

Fig. 5. Block diagram of a typical MSRCR algorithm.

Fig. 6.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algorithm.



1399비간축 웨이브릿 변환과 레티넥스 기법을 이용한 HDR 업스케일링 알고리즘

3.2 방향성 보간

방향성 보간은 Fig. 7(b)에서처럼 1옥타브로 확대

될 때 수평, 수직 및 대각선(H, V, D) 화소가 raster-

scan 순서로 새롭게 추가되는 홀수 행과 홀수 열의 

화소를 웨이브릿 변환의 계수를 이용하여 경계방향

과 평행하게 보간을 수행하고 평탄 영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방향 선형(bi-linear)보간을 적용한다.

수평 경계 화소는 a-b와 c-d 사이에 경계가 존재

하는 화소이며, 웨이브릿 계수의 HLH가 큰 값을 가지

게 된다. 그러므로, 경계와 수평으로 보간하려면 수

평방향 보간화소(H)는 a와 b화소의 차이가 작은 경

우이므로

 


    and   (7)

와 같이 보간된다. 방향성 수직 보간(V)은 Eq. (8)과 

같으며, 개념은 Eq. (7)과 동일하다.

 


   and    (8)

대각선 화소(D)의 보간은 대각선이 좌/우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좌 대각선(LD:left

diagonal) 방향이면 a와 d 화소의 선형보간, 우 대각

선(RD)이면 b와 c 화소의 선형보간을 사용한다.














   and 




   and 

(9)

경계 화소의 경우에만 위와 같이 H, V, D 화소가 

방향에 맞게 보간된다. Fig. 9는 입력영상에 대해 1옥

타브 up-sampling하는 경우, 방향성 보간과 잔여화

소 보간의 단계별 과정을 보여준다.

3.3 변화 영역 검출

제안한 방식의 변화 영역 검출은 위의 방향성 보

간에 사용된 웨이브릿 변환의 각 고주파 계수 HLH,

HHL 및 HHH의 절대치 합으로 정의하였다. 왜냐하면,

웨이브릿 변환이 8-방향의 경계를 검출하는 것이므

(a)

(b)

Fig. 7. Nonanalytic area of conventional decimated wave-

let transform. (a) LR image and (b) Interpolating 

pixels (H, V, D) using wavelet coefficients

Fig. 8. Undecimated wavelet analysis of the proposed 

algorithm.

(a) (b) (c)

Fig. 9. Phased results of the proposed interpolation. (a) 1-octave up-sampling, (b) H, V, and D directional inter-
polation, and (c) Residual pixel 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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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계 화소 또한 각 방향의 차이가 큰 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계 화소는 

  


    (10)

로 정의된다. Eq. (10)은 경계 화소만 검출하고 경계

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이후 HDR TM 모듈에서 

경계의 주변인 변화 영역에 색 보정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경계 화소로부터 주변 영역이 검출되어야만 한

다. 그러므로, 제안한 방식에서는 형태학(morphol-

ogy) 연산자의 팽창(dilation) 연산을 적용하여 아래

와 같이 변화 영역을 검출하였다.

   (11)

여기서, S는 structuring element를 나타내며, 7×7

크기의 원형을 사용하였다. Fig. 10은 웨이브릿 변환의

고주파 계수의 합으로 검출된 경계 화소와 형태학 연

산자를 적용한 변화 영역을 반전하여 표현한 예이다.

3.4 가변 주변함수 MSRCR

일반적으로 MSRCR에서 사용하는 Gaussian 주

변 함수의 창 크기는 29, 61, 125인 3개의 SSR을 가중

치 합으로 병합하여 MSR을 구현한다. 그러나,

Retinex 기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부적 TM기법

은 경계 화소 주변의 후광 효과 발생과 화질 열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각 화소당 가중치를 

조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11]. 그 결과,

화소별 가중치 조정이 어렵고 영상의 특성에 따라 

종속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Fig. 11은 Eq. (5)의 결과

를 주변 함수의 크기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같이 창

의 크기가 클 때 경계 주변에서 밝은 부분이 더 밝아

지고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는 후광 효과와 미세

한 세부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한 결과 이런 현상은 주변 함수의 창 크기

가 30 이상에서 관측되므로, 경계 주변인 변화 영역

에서는 SSR의 창 크기를 작게 유지해야만 한다. 그

러므로, 제안한 방식에서는 변화 영역인 경우, 각 

SSR의 창의 크기는 5, 9, 15를 사용하며, 평탄 영역에

서는 15, 29, 61을 사용한다. 창의 크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작은 이유는 1옥타브 작은 입력 영상에서 

검출되므로 업스케일되면 2배의 창을 적용한 결과와 

같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함수에서의 평균 계산은 

Gaussian 함수보다 효율적인 적분 영상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제안한 방식에서 MSR 결과는 아래와  

같다.

MSRy  
  






log  log  

 (12)

변화 영역에서 발생하는 후광 효과는 창의 크기를 

(a)

(b)

Fig. 10. Edge and change regions. (a) Edge and (b) 

Change regions.

Fig. 11. SSR results (W=15, 29, 6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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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하여 적용하였으므로 각 SSR의 병합 가중치는 

모든 화소에서 동일하게 1/3로 설정하였다. CR 함수

는 휘도신호의 MSR 결과 값이 반영된 신호를 RGB

형식으로 변환하여 각 color 채널의 색 비율을 색조

(hue)가 변화되지 않게 Eq. (13)과 같이 적용하였고 

최종 출력은 Eq. (14)가 된다.

′   
  



  (13)

MSRCR    ′MSRy  (14)

4.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한 기법을 평가하기 위해 방향성 보간 모듈의 

업스케일링 성능과 가변 주변 함수를 이용한 MSRCR-

VSF(variable surround functions) 모듈의 HDR 성

능에 대해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방향성 보간 

모듈의 성능은 Fig. 12의 원본 실험 영상을 down-

sampling한 다음 기존의 0-차, 1-차(bi-linear), 3-차

(bi-cubic) 보간법과 비교하였고, HDR 성능은 제안

한 방법으로 업스케일링된 영상에 대해서 제안한 

MSRCR-VSF기법과 고정 크기의 주변 함수를 사용

하는 기존의 MSRCR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

였다.

보간 기법의 결과는 Table 1에 PSNR(peak sig-

nal-to-noise ratio)과 SSIM(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12]. 실

험 결과 방향성 보간 방법의 성능은 양방향 1차 보간

과 제안한 기법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실험 영상 1과 

4에서는 1차 보간이 수치적으로 약간 우수했고 영상 

2와 3에서는 제안한 방향성 보간이 우수하였다. 그러

나, Fig. 13에 일부 영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제안

한 방법이 대각선 경계 부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

타내며, 주관적 화질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보간 기법은 수평-수직 방향으로 

4-방향 보간만 수행하기 때문에 계단효과가 크게 발

생한다.

HDR 적용 결과는 Fig. 14에 나타내었으며, Table

2에는 MSRCR-VSF에 사용된 매개 변수를 표시하

였고 MSRCR에는 모든 화소에 대해서 동일한 주변 

함수 크기인 15, 29, 61을 사용하였다. 창의 크기를 

제외하면 모두 같은 변수 값이 적용되었다. Fig. 14를 

보면, 평탄 영역에서의 결과는 동일하지만 경계가 발

생하는 변화 부분에서 작은 창을 가지는 제안한 방법

의 결과가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역광이 있는 

밝기 변화가 과도한 부분에서 더 큰 보정 효과가 있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up-scaling methods.

Images
Results

Image 1 Image 2 Image 3 Image 4

size 2592×1728 3022×1888 4740×3118 4752×3168

PSNR
(dB)

0-order 29.15 27.96 30.09 38.79

bi-linear 32.28 32.11 37.51 44.07

bi-cubic 31.56 30.87 33.95 42.24

proposed 32.12 32.21 37.95 43.30

SSIM

0-order 0.9925 0.9918 0.9938 0.9990

bi-linear 0.9964 0.9968 0.9989 0.9997

bi-cubic 0.9957 0.9958 0.9974 0.9995

proposed 0.9962 0.9969 0.9990 0.9996

(a) (b)

(c) (d)

Fig. 12. Experimental images. (a) Image 1, (b) Image 2, 

(c) Image 3, and (d) Im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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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볼 수 있다. 세부 영역이 확대된 Fig. 15을 보면,

야자수 나무와 잎부분 그리고 벽면 등에서 보정 결과

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저해상도 LDR 영상을 고해상도 

HDR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업스케일링과 HDR

(a)

(b)

Fig. 15. Detailed results. (a) MSRCR and (b) MSRCR- 

VSF (proposed).

톤 맵핑을 동시에 적용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업스

케일링 기법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Haar 웨

이브릿 변환의 고주파 계수 분석 결과인 인접 2화소 

간의 평균적 차이를 이용하여 수평, 수직 및 대각선 

경계 방향을 추출하고 8-방향 보간이 수행되도록 설

계하였고 기존 웨이브릿 변환이 보간에 이용될 때,

down-sampling으로 인한 불연속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간축 웨이브릿 변환을 적용하여 연속적인 보

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이 경계 해석 과정

에서 변화 영역을 검출하여 HDR 단계에서 더 향상

된 톤 맵핑이 가능하도록 MSRCR의 주변 함수 크기

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MSRCR-VSF를 제시하였

다. 그 결과, 변화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

의 주변 함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미세한 밝기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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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Upscaling results of image 3. (a) Zero-order, (b) Bi-linear, (c) Bi-cubic, (d) The proposed, and (e) Original.

Table 2. Experimental parameters of MSRCR-VSF.

Parameters SSR weights(wk)
Surround windows

Gain/Offset
change region flat region

value 1/3 5, 7, 15 15, 29, 61 40/50

(a) (b)

Fig. 14. HDR results. (a) MSRCR and (b) MSRCR-VSF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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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수 있었고 평탄 영역에서는 큰 크기의 주변 

함수 사용으로 부드러운 밝기 변화가 표현되었다. 실

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의 업스케일링 기법은 기존 

보간 방식과 비슷한 연산을 수행하지만, 대각선 경계

에서 우수한 결과를 가져왔고 변화 영역의 정보를 

사용해서 HDR 톤 맵핑 성능에서는 경계 부분이 크

게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제안한 기법은 

역광 영상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역광 보정에 특화된 보정 기법 및 MSRCR-

VSF에서 보다 다양한 크기의 주변 함수 선택과 영상

의 특성에 따른 gain과 offset을 적응적으로 결정하

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예정이다.

REFERENCE

[ 1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

17th Report, 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 FCC DA 16-510, ch.
3-4, pp. 4417-4587, 2016.

[ 2 ] Digital Trends(2020), HDR TV: What it is and

why your next TV should have it, https://

www.digitaltrends.com/home-theater/what-

is-hdr-tv/ (accessed August 1, 2022).

[ 3 ] H. Choi, S. Jeong, and J. Choi, “The Present

Status and the Prospects of UHDTV Tech-

nologies,”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
ety, pp. 16-23, Vol. 14, No. 2, 2010.

[ 4 ] Y.S. Moon, “A Survey on Applications of

High Dynamic Range Technologies in Consu-

mer Electronic Devices,”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
tems (ICCAS 2016), pp. 430-432, 2016.

[ 5 ] H. Kwon, G. Jeon, and J. Jeong, “Low Com-

plexity Hybrid Interpolation Algorithm Using

Weighted Edge Detector,”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pp.
241-248, Vol. 32, No. 3, 2007.

[ 6 ] G. Eilertsen, J. Kronander, G. Denes, R.K.

Mantiuk, and J. Unger, “HDR Image Recon-

struction from a Single Exposure Using Deep

CNNs,” ACM Trans. Graph., Vol. 36, No. 6,
pp. 1-15, 2017.

[ 7 ] J.H. Kim and D.Y. Suh, “Study on the Deep

Learning Based HDR Restoration Inverse

Tone Mapping in Local Contrast,” Proceed-
ings of KICS 2019 Winter Conference, pp.
1269-1270, 2019.

[ 8 ] E. Reinhard, W. Heidrich, P. Debevec, S.

Pattanaik, G. Ward, and K. Myszkowski, High
Dynamic Range Imaging: Acquisition Display,
and Image-Based Lighting, Morgan Kauf-
mann, p. 82, 2010.

[ 9 ] P. Ambalathankandy, M. Ikebe, T. Yoshida, T.

Shimada, S. Takamaeda, M. Motomura, and

T. Asai, “An Adaptive Global and Local Tone

Mapping Algorithm Implemented on FPGA,”

IEEE Transactions on Circuits and Systems
for Video Technology, Vol. 30, No. 9, pp. 3015-
3028, 2020.

[10] K.P. Han, “A Fast MSRCR Algorithm Using

Hierarchical Discrete Correlation,”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3, No. 11, pp.
1621-1629, 2010.

[11] T. Mertens, J. Kautz, and F. Van Reeth,

“Exposure Fusion: A Simple and Practical

Alternative to High Dynamic Range Photog-

raphy,” Computer Graphics Forum, Vol. 28,
No. 1, pp. 161-171, 2009.

[12] K.P. Han and G.H. Oh, “Adaptive Image

Interpolation Using Pixel Embedding,”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7, No. 12,
pp. 1393-1401, 2014.

한 규 필

1993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1995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1999년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2000년 3월～현재 금오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컴퓨터비전, 영상처리, 컴퓨터그래픽스, 증강 

및 가상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