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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많은 컴퓨터 비  응용 로그램에서 보다 더 좋은 결과 

상을 얻기 해서는 깨끗한 입력 상이 필요하다. 특히 

객체를 탐지하거나 분간할 때, 혹은 상의 엣지 정보를 사

용할 때는 상이 깨끗할수록 좋은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외에서 획득한 상의 경우에는 다양한 외부 요인

에 의해 실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밝기나 색상 정보를 그

로 획득하기 어렵다. 컨 , 카메라를 통해 상을 획득할 

경우 객체로부터 획득되는 빛과 색은 공기 의 밝기  색

상과 혼합되어 원래의 색과 다른 색을 띄게 된다. 더욱이 기

상 상태로 인하여 안개와 같은 다른 빛 무리가 있을 경우 

객체의 원래 색과 형태를 획득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 그림 

1은 간단한 상획득의 를 보여 다. 

안개가 짙은 기상 상태에서 카메라 등의 장치를 통해 

상을 획득했을 때는 같은 색을 가진 객체라 하더라도 안개

의 농도에 따라 획득되는 상에서는 각각 다른 색을 가진

다. 안개의 농도가 진할수록 안개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획득된 상 내 객체는 원래의 색을 많이 잃어버리고, 안개

의 색( 는 빛)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따라서 상의 색 정

보를 이용하는 컴퓨터 비  알고리즘은 안개가 많은 역에

서는 좋은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좋지 않은 기상 상태에서 깨끗한 상을 만들어 

내기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안개가 있는 상을 

그림 1 안개가 있을 때의 상 획득

Fig. 1 The optical model of haze atmosphere

획득하 을 경우 이를 개선하여 안개가 없을 때 획득한 

상과 유사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개의 상을 이용하거나, 상 외에 추가 인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한 개의 상을 

통해 안개를 제거하고 상을 복원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He 등이 제안한 한 개의 상을 통해 안

개를 제거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더 빠른 연산속도를 가지는 

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에 제안된 

여러 안개제거 방법에 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 본 논문에

서 이용한 He 등의 논문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제안하는 

방법에 해 설명한다.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실험결과를 통

해 제안하는 방법이 효율성을 비교하고 결론을 짓는다.

2. 기존의 연구

안개 상을 깨끗한 상으로 복원하기 해서 앞 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여러 개의 상을 이용하거나, 상 외에 추

가 인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 이다. 

여러 개의 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우선 편 을 이용한 

방법[1, 2]을 들 수 있다. Schechner 등[1]이 제안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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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확히 동일한 치에서 2장의 상을 획득한다. 단 2

장의 상은 각각 다른 편  필터가 장착된 상태로 촬 되

어야 한다. 때문에 2장의 상은 다른 편  아래 획득된 

상이 된다. 편 에 의해 변경된 안개 값이 다르기 때문에 편

된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편  값을 개산 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 된 안개를 제거한다.

Shwartz 등[2]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다. 단 편  라

메터를 측정할 때 분할 과정을 통해 라메터를 구하는 차

이 이 있다. [1]과 [2]는 매우 좋은 결과 상을 제공하지

만, 동일한 치에서 각각 다른 편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는 강한 제한 조건이 있다.

편  필터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여러 장의 상을 이

용하는 방법[3, 4, 5]은 같은 치에서 다른 날씨 환경 아래 

은 여러 장의 사진을 이용함으로써 상으로부터 안개 정

보를 획득한다. Narasimhan 과 Nayar에 의해 제안된 이 방

법[3, 4, 5]은 동일한 치이지만 안개 값에 의해 서로 다른 

밝기를 가지는 두 상으로부터 안개 값을 구하고, 구해진 

안개 값을 이용하여 안개의 깊이 정보를 구하는 방법을 이

용하여 안개를 제거하 다. 

여러 장의 상을 이용하는 신 상의 깊이 정보를  이

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 역시 제안되었다. Kopf 등[6]

은 카메라에 내장된 GPS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촬 하는 

즉시 깊이나 텍스쳐 정보를 획득한다. 획득된 깊이 정보는 

안개 값의 농도( 도)로 가정하여, 상의 안개를 제거한다.

[7]에서 Narasimhan 과 Nayar에 의해 제안된 방법은 사

용자에 의해 제공된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한다. 

기존의 방법들은 모두 여러 장의 상을 이용하거나 는 

한 장의 상을 이용하더라도 추가 인 정보를 이용하여 안

개를 제거 하 다. 하지만 최근에는 추가 인 정보 없이 한 

장의 상 만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에 한 연

구가 시작되었다. 한 장의 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모르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추가 인 가정이나 제한 조건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특정 제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의 안개를 제거하고 복원하는 상처리 기법들이 제시

된다. 이 게 한 장의 상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

법들은 공통 으로 아래의 안개 모델링 식을 이용한다.

            (1)

(1)의 식은 R,G,B 채 마다 정의 되어있다. 식에서 

는 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상이고, 는 복원해야할 깨

끗한 상, 는 상의 안개 값, 는 달량

(transmission)으로써 획득된 상이 깨끗한 상과 안개 값

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상의 안개 제거는 로부터  , 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를 복원하는 것이다. 
Tan은 [8]에서 비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안개를 제거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즉, 안개가 없는 깨끗한 상은 안

개가 있는 상에 비해 높은 비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한다. 깨끗한 상은 높은 비 값을 

가지고 깊이 정보가 비슷한 치에서의 안개 값은 같다. 따

라서 안개 값은 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가진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하여 비차이를 데이터 항(term)으

로, 그리고 안개 값의 차이를 연속 항(smoothness term)으

로 둘 수 있다. 데이터 항과 연속 항을 이용하여 

MRF(Markov Random Field)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MRF를 graph-cut이나 신뢰도 (belief propagation: BP)

를 이용하여 풀어내면 복원된 결과 상을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개선된 상은 안개가 짙은 상일지라도 비

가 높게 개선되기 때문에 상의 형태나 구조가 확실히 들

어난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비 증가로 인하여 

포화되는 상이 일어나며, 깊이 정보가 많이 차이나는 구간

에서는 후  효과 (halo effect)가 발생하기도 한다. 

Fattal은 [9]에서 상의 반사율을 측정하고, 일정 지역 

내에서 측정된 반사율은 항상 같은 벡터 방향을 갖는다는 

가정을 통하여 안개를 제거하고 상을 복원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하 다. 깨끗한 이미지의 상 J는 안개가 낀 상

에서 일정한 반사율을 가지는 상수 벡터 의   배라고 

둘 수 있다. , 달량 는 안개의 양( 도)와 깊이 정

보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를 사용

하여 상을 복원한다. 

He 등이 제안한 [10] 방법은 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안개가 없는 깨끗한 

상이 있을 때, 부분의 경우에 일정 구간 안의 한 은 매

우 어두운 값을 가진다는 측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러한 측은 부분의 상에서 잘 

용되며, 이를 이용하여 만족할만한 결과 상을 얻을 수 있

다. He 등의 알고리즘은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

도록 한다.

3. 제안하는 방법

3.1 Dark Channel Prior

본 에서는 우리가 개선하는 알고리즘인 dark channel 

prior 방법[10]에 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Dark 

channel prior 방법은 간단한 측에서부터 시작된다. 안개

가 없는 깨끗한 상에서 일정 구간 내 한 픽셀  어느 한 

채 (R,G,B  한 채 )은 부분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이를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2)

식(2)에서  는 상의 각 채 을 의미하고, 는 y
을 심으로 한 일정 구간을 나타낸다. 측에 의해 식(2)

의 부분의 값은 0의 값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3)

식(1)의 양변에 min 연산자를 취해주고, 값으로 나 어

주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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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 Dark channel prior를 계산했을 때 나타나는 블록 상

의 , (a) 원본 상, (b) 계산된 dark channel prior, 

(c) 엣지 정보와의 비교

Fig. 2 An example of block effect, (a) original image, (b) 

calculated dark channel prior, (3) compare with edg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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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2) 와 (3)에 의해 식(4)의 우측 항  J가 들어간 항을 

0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결과 으로 우리는 최종의 식 

(5)를 얻게 된다.





∈

 
 


        (5)

그러나 식(5)를 이용하여 계산된 달량 는 일정 구
간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상과 완 히 일치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 온다. 따라서 엣지와 결과가 일치 하

지 않는 블록 상이 일어난다. 그림 2는 블록 상이 나타

난 를 보여 다. 

블록 상을 제거하기 해서 정련과정을 거치는데, He등

은 안개 모델링 식과 matting 식이 비슷하다는 을 이용하

여 거친 달량을 정련한다. 정련하는 알고리즘은 Levin등

이 제안한 방법[11]을 이용한다. 하지만 Levin 등의 방법은 

상의 총 픽셀 수가 N일 경우 N x N크기의 매우 큰 

matting 행렬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커질 뿐

만 아니라 계산 속도가 느리다는 단 이 있다. 

정련과정이 끝나면 다시 (1)의 식을 이용하여 를 구
할 수 있다. 

안개 값 는 안개 상의 dark channel prior 에서 

10%의 밝기를 가지는 픽셀들  가장 밝은 픽셀의 값으로 

선택된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가장 밝은 픽셀을 선택했을 때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2 Bilateral filter를 이용한 달량 정련 개선

앞 에서 설명한 것처럼 matting 알고리즘은 매우 큰 행

렬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나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cross 

bilateral filter를 용한다.  

그림 3 달량(Transmission)이 bilateral filter를 통해 정련된 

결과 (a) 원본 상, (b) 정련 , (c) 정련 후

Fig. 3 Transmission refinement result using bilateral filter (a) 

original image, (b) before refinement, (c) after 

refinement

[12]에서 Tomasi 등은 엣지 정보를 보존하는 노이즈 제

거 필터로써 bilateral filter를 제안하 다. bilateral filter는 

기존의 가우시안 필터에 색상 정보를 이용한 가우시안 필터

를 결합함으로써 비선형 인 필터이다. 두 필터의 결합을 통

해 색상 정보에 기반을 두는 가우시안 평균값과 거리에 기

반을 두는 가우시안 평균값의 조합된 평균값을 얻을 수 있

다. 이를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 ∥  ∥  

(6)

 식에서 는 필터가 용되는 치(x, y)를 의미하고, 

는 일정 구간   안의 모든 치를 의미한다. 는  x에

서의 화소 값이고, 는 값을 표 편차로 가지는 가우시

안 도우이다.  는 정규화를 한 항으로써 다음의 식

으로 나타내 진다.

  
∈
∥ ∥          (7)

Bilateral filter는 기본 으로 한 장의 상을 이용한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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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층  bilateral filter의 용 과정, 최상  단계에서는  역에 해 bilateral filter가 용되고, 이후 단계에서는 엣지 

정보가 있는 부분( 색)에 한하여 bilateral filter가 용된다. 필터가 용되지 않는 부분은 상  단계의 정보를 이용한다. 

FIg. 4 Overview of hierarchical bilateral filter process. In top level, bilateral filter is applied to the all region. Next level, bilateral 

filter is applied to only for edge region. We use the information of upper level for non-filtered region.

이다. 하지만 필터 내에서 두 개의 가우시안 도우를 사용

할 때 각각 두 개의 상을 이용하여 필터링 할 수 있다. 즉 

거친 상태의 달량을 필터링 해야 할 객체로 두고, 획득한 

이미지의 색상 정보 차이를 가우시안 필터로 이용하면 달

량을 정련할 수 있다. 식 (6)에서 ∥  ∥부분에
서 획득된 상의 정보를 사용하면 엣지 정보와 일치하는 

달량을 얻을 수 있다.

  


∥ ∥ ∥  ∥    (8)

그림 3은 달량이 필터를 통해 정련된 상태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원 상의 엣지 정보에 기반을 

두어 가우시안 필터가 용된다.

식 (8)에서 거친 상태의 달량 는 입력 상인 안

개 낀 상의 색상 정보 차이를 이용하여 cross bilateral 

filtering이 된다. 이 때, 필터를 1회만 용시킬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값이 클 경우, 엣지 정보를 정확하게 반 하기

가 어렵고, 값이 작을 경우에는 엣지 정보는 반 하기가 

쉽지만, 엣지의 바깥부분에서 후  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깊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서 경계가 흐려지며, 

되는 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는 

다양한 을 이용하여 여러 번 필터를 용시켜 주어야 한

다. 여러 번 필터를 용시키면 엣지 정보를 반 하고, 후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두 화소간의 색상 차이가 0~255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값은 3~15 사이

의 값으로 설정하 다. 

Bilateral filter는  역에 해 일정 크기의 도우를 

이용하여 필터를 용하기 때문에 원 논문에서 사용한 

matting과 달리 많은 양의 메모리 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  상과 같은 문제를 제거하기 해서 여러 번 

필터를 용시켜야 하므로 계산속도 면에서는 이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산 속도를 개선하기 해 계

층  구조를 제안한다.  

3.3 계층  구조를 이용한 계산속도 개선

본 논문에서는 계산 속도를 이기 해 계층  구조를 

사용한다. 그림 4는 계층  구조를 이용한 개선 방법을 나타

내고 있다. 앞 에서 설명한 것처럼 bilateral filter를 1회만 

용할 경우 문제 이 발생한다. 따라서 문제 을 개선하기 

해 필터를 여러 번 용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속도가 매

우 느려진다. 따라서 필터를 여러 번 용하면서 속도를 개

선시키기 한 방법으로 계층 인 구조를 사용하면 보다 빠

른 계산이 가능하다. 

우선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이용하여 상을 n 단계로 축

소한다. n 단계로 축소된 상  가장 상  단계의 상 

체에 bilateral filter를 용한다. 가장 작은 상이기 때문

에 필터가 용되는 도우의 크기 한 n단계로 축소된 

도우를 사용한다. 최상  단계에서의 필터 용은 계산 속도

에 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작다. 이후 단계에서는 상 

체에 필터를 용하지 않고 엣지가 존재하는 부분에 해서

만 필터를 용한다. 엣지가 존재 하지 않는 역에 해서

는 상  단계의 화소 값을 확 함으로써 계산 량을 인다.

상에서 엣지는 아래 식과 같이, 각 픽셀의 그래디언트 

값을 얻음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 

∥∇∥








 





   (9)

상의 그래디언트 값은 Sobel 엣지 검출기를 이용하여 

획득하 다. 이 때, 획득된 엣지 정보에 하여 임계값을 지

정함으로써 엣지 정보가 약할 경우에는 계산을 생략하도록 

하 다. 실험에서는 임계값을 12의 값으로 설정하 다. 

   ∥∇∥ 
 

       (10)

제안하는 계층  처리에서 엣지를 포함하는 역에서만 

필터가 용되기 때문에, 그림 4처럼 필터 용 역을 확장

시킨다. 구체 으로 그림 4의 두 번째 열에서 하얀 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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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5 bilateral filter의 용 횟수에 따른 후  상 비교

(a) 원본 상, (b) bilateral filter 1회 용, (c) bilateral filter 3회 용, (값은 5, 10, 10 순으로 용하 음) (d) 계층  

bilateral filter 용 (3단계의 계층 용, 값은 각각 3, 5, 15 순으로 용하 음)

Fig. 5 Comparison of halo effect. (a) original image, (b) Bilateral filter 1 time, (b) Bilateral filter 3 times (=5, 10, 10), (d) 

Hierarchical bilateral filter (3 level,   = 3, 5, 15)

표시된 각 엣지 픽셀을 세 번째 열에서 색으로 표시된 

역으로 확장하여 필터를 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엣지 픽셀 

주변의 확장하는 역의 크기를 bilateral 필터가 사용하는 

도우 크기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즉 각 픽셀 p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bilateral 필터로 처리된다. 


∈ 

                    (11)

식 (11)에서 는 를 심으로 한 도우 이고, 는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다. 따라서 한 화소 가 있을 

때, 가 심인 도우 를 설정하고,   내에 어느 
한 화소라도 엣지 정보가 있을 경우, 필터를 용한다. 만약 

안개가 짙어 엣지 값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임계값에 의

해 엣지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필터가 용되지 않는다. 

그림 4에서 각 단계에서 엣지가 존재하는 부분, 즉 필터가 

용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상 내 안개가 짙은 경우

에는 필터가 용되는 부분이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 체에 필터를 용할 경우 안개가 짙은 역의 엣

지 정보도 보존이 되는 상이 발생한다. 안개가 짙은 역

의 엣지 정보가 보존될 경우, 같은 깊이를 가지는 안개 역

임에도 불구하고, 필터에 의해 가 다른 값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때문에 엣지가 있는 역에 한하여 필터를 용해

야 안개가 짙은 역에 해서는 미리 계산된 달량을 사

용할 수 있다. 상의 크기를 작게 인 상태에서는 약한 엣

지는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상 체에 필터를 용해도 

문제가 없다. 

 방법을 용하면 부분의 경우 만족할만한 결과를 획

득할 수 있다. 그러나, 안개 깊이 차이는 크나 실제 상 내

에서는 임계값보다 작은 엣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정해

주기 해서 상  단계에서 정련된 달량의 엣지 정보를 

이용한다. n - 1 단계에서 정련된 달량은 안개의 깊이가 

상의 엣지를 경계로 하여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개의 

깊이 차이를 이용한 엣지 검출이 가능하다. 검색된 엣지 정

보는 n 단계로 확 된 후, 상의 엣지 정보를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임계 값 이상의 엣지가 존재하는 역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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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기존 방법과의 비교 아래는 정련된 달량을 보여 다. 

(a) 원 상, (b) 기존 방법[10], (c) bilateral filter 용 (3회), (d) 계층  bilateral filter 용

FIg. 6 Comparison with original method, bottom images show the refined transmission.

(a) original image, (b) original method[10], (c) bilateral filter (3-times), (d) hierarchical bilateral filter (3-levels)

필터를 용한다. 

 두 방법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다. n 단계의 상 정보

를 이용하여 엣지 정보 를 구하고, n - 1 단계의 정련된 

달량을 이용하여 엣지 정보 를 구한다. 를 n 단계의 

상으로 확 한 뒤 두 엣지 정보를 결합하여    

를 얻는다.   값  임계값 이상의 값을 이용하여 필터가 

용될 역을 계산한다. 용될 역은 식(11)을 이용한다. 

용될 역이 정해지면, 필터를 용한 뒤 다음 단계로 진

행한다. 더 이상 단계가 없을 경우에는 정련된 달량을 최

종 달량으로 사용한다.

결과 상을 획득할 때는 기존의 방법[10]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식 (1)에서 알 수 없는 값은 이고    

는 기존의 방법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계산되었기 

때문에 는 간단히 구할 수 있다. 단 구해진 값은 

원본 상 와 비교했을 때, 조  더 어두운 값을 가지

기 때문에 감마 보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밝기를 증가시

켜야 한다. 실험 결과에서 비교하는 상들은 모두 감마 보

정을 통해 밝기를 보정한 결과이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문을 기반으로 속도를 개선하

기 때문에 결과 비교는 기존의 논문과의 계산 속도  품질 

비교를 하도록 한다. 속도를 개선하면서 성능 하가 없음을 

보임으로써 제안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을 해 사용된 컴퓨터 환경은 펜티엄 쿼드 코어 2.8 GHz 

 2 GByte 메모리를 가진다. 로그램은 Matlab에서 구

되었으며 C를 사용할 경우 좀 더 빠른 속도를 보장할 수 있

을 것이다. 단, Matlab의 경우 matting 알고리즘은 [11]의 

자인 Levin등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을 이용

하여matting 과정을 수행하 다. 제공된 로그램은 Matlab

환경에서 구동되며 약 400 x 400 이상의 상에서는 메모리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결과 상을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Levin 등은 큰 상의 경우에는 상의 크기를 인 뒤, 

matting을 용하고, 얻어진 결과를 확 하는 방법을 통해 

원하는 크기의 matting 결과를 얻어낸다. 실험에서 비교할 

때는 동등한 조건에서 실험할 수 없으므로 결과에서는 ‘불

가’라고 표기하 다. 계층  구조를 이용한 bilateral filtering

은 3단계의 계층으로 실험하 다. 3단계의 피라미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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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ing
bilateral

filter

계층

bilateral

filter

200 x 300 13.6570 21.8750 6.86

600 x 800 불가 157.9690 39.82

1024 x 768 불가 280 89.18

표 1 상의 크기에 따른 각 방법의 계산 속도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calculation time

(단  : )

(a) (b)

(c) (d)

그림 7 기존 방법과의 비교 (철길 상), (a) 원본 상, (b) 

기존 방법, (c) bilateral filter 3회 용, (d) 계층  구조

Fig. 7 Comparison with original method (rail image), (a) 

original image, (b) original method[10], (c) bilateral 

filter (3-times), (d) hierarchical bilateral filter (3-levels)

할 때, 최상  단계에서는 계산 량이 1/16으로 감소하며, 2

단계에서는 1/4 이하로 감소한다. 

표 1은 달량의 정련과정에서 matting 방법과 bilateral 

filter를 3번 용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계층  bilateral 

filter를 3단계의 계층을 사용하여 용했을 때의 계산 속도

를 보여 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계층  구조를 사용했을 

때, 계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bilateral filter의 용 횟수에 따른 결과 상의 

차이를 보여 다. bilateral filter가 1회만 용되었을 경우에

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한 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용을 통해 후  효과가 

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그림 7은 원 논문에서 제공하는 그림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과 원 논문의 방법과의 결과를 비교하 다. 제

안하는 방법의 결과가 원 논문의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음

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논문에서 제시한 dark channel prior 

방법을 개선하여 빠른 계산 속도  은양의 메모리를 사

용하는 계층  bilateral filtering 방법을 제안 하 다. 기존

의 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많은 계산 속도 향상을 가져왔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결과 상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

법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속도  

알고리즘에서 보다 개선된다면, PC 기반이 아닌 모바일 장

치나 카메라 내부의 DSP칩에 장착되어 실시간으로 동작되

는 안개 제거 모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dark channel prior를 사용하지 않는 안개 제거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안개 제거 알고리

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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