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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외선 상의 특성을 활용한 안개 제거 알고리즘

( Image Dehazing Algorithm Using Near-infrared Image Characterist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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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외선 상은 외 의 밝기에 향을 게 받아서 원격 탐사  상 보안 등의 응용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안개와 같은 기상 악화상황으로 인하여 해당 외선 상의 화질이 크게 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칼라 상의 안

개제거 기술이 다양하게 연구되어온 반면 외선 상의 안개제거 기술은 상 으로 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근 외선 역 상에 하여 외선 상의 통계학  특징을 이용한 안개 제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계학습 기법을 활

용하여 달량을 보정하고 다  후처리 기법을 용하여 정확한 달량을 구하 다. 제안 기술을 이용하여 복원한 외선 

상이 기존 칼라 상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외선 상에 용하여 얻은 결과보다 화질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The infrared light is known to be less dependent on background light compared to the visible light, and thus many 

applications such as remote sensing and image surveillance use the infrared image. Similar to color images, infrared 

images can also be degraded by hazy weather condition, and consequently the performance of the infrared image-based 

applications can decrease. Nevertheless, infrared image dehazing has not received significant interes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infrared images, especially near-infrared (NIR) images, and present an NIR dehazing algorithm 

using the analyzed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a machine learning framework is adopted to obtain an accurate 

transmission map and several post-processing methods are used for further refinement.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NIR dehazing algorithm outperforms the conventional color image dehazing method for NIR image dehazing. 

      Keywords : Machine learning, near-infrared image, image dehazing, support vector machine, transmiss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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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객체 인식  물체 추 과 같은 컴퓨터 비  응용 기

술은 실외에서 많이 이용된다. 그러므로 악천후와 같은 

외부 요인에 향을 받지 않도록 응용 기술을 설계하는 

것이 요하다[1]. 특히 안개가 많이 낀 환경에서 촬 된 

상은 시인성이 크게 떨어지며 인식률  검출률과 같

은 응용 기술의 성능이 크게 하되는 문제가 발행한

다. 그러므로 컴퓨터 비  응용에서 안개의 향력을 

제거하는 기술은 매우 요한 연구 주제로 지속 으로 

발 되어 왔다. 재까지의 안개제거 기술 연구는 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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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칼라 상 상으로 하고 있으며
[1∼8]

 일부 칼라 상

과 근 외선 상을 함께 사용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9]. 두 상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에는 칼라의 세 색상 

채  정보와 근 외선 채  정보를 사용하여 칼라 상

의 안개 제거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다.  

일반 으로 안개의 세기는 장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 물리 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 장 역에

서는 안개의 향력은 무시할 수 있는 수 이 된다. 그

러나 많은 응용에서 활용되는 근 외선 상의 경우 안

개에 의한 상의 열화가 무시할 수 없는 수 으로 존

재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방

식으로서, 한 개의 근 외선 상만을 입력으로 이용하

여 안개 효과가 제거된 상을 획득하는, 근 외선 

상 안개 제거 기술을 제안한다. 

Ⅱ. 칼라 영상에 기반한 기존의 안개 제거 연구

1. 안개 영상 물리 모델

Koschmieder 모델
[8] 

에 따라 안개 상 I는 식 1 와 

같이 표 된다. 

 exp  exp 
(1)

이 때 J(x) 는 안개가 없는 원 상(haze-free 

image), A는 기  (atmospheric light), β는 안개 상

수, d(x) 는 깊이 정보를 나타내는 상 (depth image)

을 일컫는다. 상에서 깊이 값이 클수록 안개의 향

을 받으며 안개 상 I(x) 는 A와 유사한 값을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반 의 경우 I(x) 값이 J(x)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안개 모델로부터 안개 제거한 상 

J(x)는 식 2와 같이 나타내어진다.

 
 

 (2)

여기서 t(x) (=exp(-βd(x))는 달량 (transmission 

map)을 나타낸다. 안개 제거는 안개가 존재하는 입력

상 I(x)로부터 t(x)와 A를 측하여 J(x)를 복원하는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2. Dark Channel Prior(DCP) 기법을 이용한 안개

제거 

칼라 상을 이용한 안개제거 방법에는 앞 에서 설

명한 안개 물리모델에기반한 다양한 기술들이 있다. 그 

에서도 안개가 없는 칼라 상에서의 통계학  정보를 

이용한 DCP 알고리즘이 많이 쓰인다. DCP 기법에서는 

안개를 포함하지 않은 칼라 상의 local patch 내부의 

RGB 값  어도 하나 이상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진

다는 특성을 이용한다. He[7] 는 그림 1와 같이 약 5,000

개의 상으로부터 추출한 dark channel의 화소 값이 0

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식 1에서 A를 이용하여 정규화한 결과에 RGB 세  

채 의 local patch에 최솟값 연산을 취하면 식 3을 얻

을 수 있다.

min∈   min 
 



 min∈   min 
 

 

(3)

  는 local patch 내의 화소들을 나타낸다.  

그림 1과 같은 통계학  특성으로부터 식 3에서 

min∈   min 
 

≈0 이라 할 수 있으므로 

  는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min∈   min 
 

 . (4)

그림 1. 안개를 포함하지 않은 칼라 상에서 dark 

channel 에 한 확률 분포
[7] 

Fig. 1. Probability distribution of dark channel in 

haze-free color imag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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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dark channel (=min∈   min 
 

)의 상

 0.1% 크기를 가지는 치  I가 가장 큰 값을 가지

는 치의 밝기 값으로 얻어진다. 식 4로부터 획득한  

와 A를 이용하여 식 2와 같이 안개 제거 상 

J(x)을 복원하게 된다. 

이때 가 local patch 내부 화소의 최솟값으로 생

성되었기 때문에 patch가 커질수록 blocking artifact 와 

같은 열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일

반 으로 식 4로부터 얻은 에 soft matting
[7]
 혹은 

guided image filter
[9]
 와 같은 후처리 알고리즘을 용

하여 달량 추정의 정확도를 높인다.

Ⅲ. 근적외선 영상에서의 안개 제거 알고리즘

1. 근적외선 영상의 안개제거 필요성

700nm-950nm 장 역의 근 외선 상은 칼라 

상에 비하여 안개의 향을 덜 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안개가 짙을 경우에는 근 외선 상의 

경우도 안개로 인하여 상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각 (a)와(b), (c.)와 (d)는 같은 scene을 

촬 한 칼라 상과 근 외선 상을 나타낸다. 그림 

2(a)의 경우 안개가 존재하지만 근 외선 상 (b)에서

는 안개의 효과가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그림 2. 안개제거의 필요성 (a),(c) 안개가 존재하는 칼

라 상 (b),(d) 근 외선 상

Fig. 2. Need to remove haze in image (a),(c) hazy 

color image (b),(d) hazy near-infrared image.

비교  짙은 안개가 존재하는 그림 2(c)에서는 그림 

2(d)와 같이 근 외선 상에는 여 히 안개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근적외선 영상의 분석

일차 으로 2.2 에서 소개한 DCP 기법과 같은 칼라

상에 기반한 안개제거 기술을 근 외선 상에서도 

그 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안개가 없

는 근 외선 상으로부터 상 특성을 구하기 해 그

림 3과 같은 RGB-NIR Scene Dataset
[11] 

상들을 활

용하 다. ‘country’, ‘mountain’, ‘field’, ‘urban’, ‘water’ 

등 다양한 477 개의 scene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안

개를 포함하지 않는 상 304개를 선별하여 특성 분석

에 이용하 다. 

세 개의 채 이 존재하는 RGB 상과 달리 근 외선 

상에서는 1개의 채 을 이용한다. 근 외선 상에서 

그림 3. 안개를 포함하지 않는 근 외선 상
[7]

Fig. 3. Haze-free near-infrared image.

그림 4. 근 외선 상에 한 block channel 분포

Fig. 4. Need to remove haze in image (a),(c) hazy 

color image (b),(d) hazy near-infrared ima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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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  A와 block channel이 최  빈도수를 가

질 때의 intensity K의 계 

Fig. 5. Correlation between atmospheric light (A) and 

maximum frequency (K).

local patch 내에 최솟값을 min∈Ω    로부터 얻

을 수 있으며 block channel이라 일컫는다. He
[7]
의 방식

과 동일하게 모든 상은 최  가로길이를 500으로 조

하 으며 15x15 크기의 local patch를 사용하 다. 

RGB-NIR Dataset
[11]

를 이용하여 획득한 근 외선 

상에 한 block channel 분포를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100 사이의 값에서 큰 빈도수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근 외선 상에서는 

local patch  최솟값으로부터 얻은 block channel의 

화소값이 0이 아닌 상수 K와 가까운 값에서 peak를 갖

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기  A와 block channel 빈도수의 peak에 해당하

는 K와의 상 계를 다음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의 특성에 따라 상 계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

으나 A값이 증가할수록 K값이 일반 으로 증가한다는 

정도의 계는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정 하게 K값을 

계산하기 하여 A와 K의 계를 다음의 식 5와 같이 

생성하 다. 이는 그림 5의 데이터에 최소 제곱법을 이

용하여 생성한 모델이다. 

  
  


  (5)

3. 근적외선 영상에서의 안개 모델

Pan
[12]

은 원거리에서 촬 한 칼라 상에서 안개를 

효율 으로 제거하기 해 DCP 기법을 개선한 알고리

즘을 제안하 다. 기존 야외에서 촬 된 칼라 상에서

와 달리 원거리 상에서는 dark channel 값이 특정 

offset C(=27) 만큼 shift 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찰

하 다. 이로부터 offset을 반 하여 다음의 식 6 를 도

출하 다. 

min∈   min  
 min∈   min max 


(6)

식 3에서 min∈minmax≈0 라

는 것을 이용하여 원거리 상에 최 화된 달맵을 이

용하여 상을 잘 복원하도록 개선하 다. 

마찬가지로, 앞 에서 안개가 존재하지 않는 상에

서 block channel이 f(A) 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는 것을 

보 다. 이로부터 Pan[12]에서와 같이 A값에 따른 offset 

f(A)를 반 하여 min∈≈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A는 block channel 상  0.1% 

값들 에서 원 상에서 가장 밝은 값으로 정한다. 

의 Algorithm 1로부터 얻은   와 복원한 상 J(x) 는 

그림 6과 같다. 

Algorithm 1. 기 알고리즘 

안개모델 :      … (a)

Step 1: 식 (a)에서 양변에 Kt(x) 를 소거,

     

Step 2: 양변에 block 단  연산을 용,

min∈    min∈     


Step 3: 근 외선 상 특성을 이용, 식의 간소화

min∈    
Step 4: 달량 t(x) 



max 
  


 

 min∈  

Step 5: 상복원 

max 
min∈   



그림 6(b)는 를 나타내며, 이를 이용하여 복원한 

결과는 그림 6(c)와 같다. 와 같이 구하게 되면 실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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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lgorithm 1을 용한 결과 

(a) 안개 상, (b) 달량 t(x), (c) 복원한 상

Fig. 6. Result image with Algorithm 1. 

(a) hazy image (b) transmission map t(x)

그림 7. t(x)에서 실제 값과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

Fig. 7. t(x) is calculated differently with real value.

값 보다 크게 계산되거나 작게 계산된 부분이 존재한

다. 그림 6(b)에서 볼 수 있듯이 무 과하게 밝은 부분

과 어두운 부분이 존재한다. 

그림 7에서 K를 기 으로 오른쪽 부분은 실제로는 

min∈  값이 0보다 큰 값을 가지지만 0이

라고 가정하 기에 실제 값보다 값이 작게 측정이 

된다. 반 로 왼쪽 부분은 실제 값보다 크게 가정을 하

기에 이 크게 측정되는 역이다. 보다 정확한 

를 구하기 해 과  측정 (over-estimation) 는 

과소 측정 (under-estimation)된 정도에 따라 값을 

수정 할 필요가 있다. 

4. 전달맵  의 보정

앞 에서 언 했듯이, 가 크거나 작게 측정이 

된 경우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값보다 얼마나 크

거나 작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획득한 

와 실제 상 사이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 다. 

달량은 깊이에 반비례 하는 계 (t(x)=exp(-βd(x))를 

그림 8. Ground-Truth 상 

(a) 안개 상, (b) Ground-truth t(x) 상 

Fig. 8. Ground-Truth (a) hazy image, 

(b) Ground-truth of t(x).

갖기 때문에 그림 8(a)와 같은 상으로부터 깊이 정보

를 육안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Ground-truth에 해

당하는 달량을 그림 8(b)와 같이  을 생성하

다. 이는 근 외선 상에 한 Ground-truth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가피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Algorithm 2는 를 보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기계 학습의 방식으로 달량의 과소 는 과  측정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과소 는 과  측정 부류 

(class)를 나타내는 와 그 정도를 나타내는 C(x)를 

정의한다. SVM (support vector machine) 분류기를 통

해 측정된 달량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지를 악하고 

이에 따라 값을 조정해 다. 

Ground-truth 달량  과 측정된 달량   

비교를 통하여 상의 화소 숫자 만큼의 학습 샘 을 

획득할 수 있다. 측정된 달량의 부류를 나 기 하

여 8개의 부류 (1: 과도한 과소측정, 2: 과소측정, ... 8: 

과도한 과 측정)를 정의하 으며 각 부류에 의한 보정 

숫자는 실험 으로 80, 60, 30, 0, 0, -30, -60, -80으로 

정의하 다. 이때 보정의 정도를 조 하기 하여 상수 

k가 곱해진 값을 보정 숫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k

는 Label = x 일 확률에 한 score (0-1)값을 의 보

정 숫자에 곱해  값을 의미한다.

Ground-truth 달량 상과 획득한 달량 상들

로부터 약 70만개의 학습 샘 만을 추출하여 학습을 수

행하 다. 실제 SVM 학습을 해서는 과  는 과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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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2. 달량 t(x)의  보정  

Step 1: 달량 측정 오류 계산

  , ∈ 
Step 2: SVM 분류기 학습

① 학습 부류 생성

  D(x)에 따른 Label map L(x) 

          







 ≤≺
 ≤≺
 ≤≺
 ≤≺
 ≤≺
 ≤≺
 ≤≺
 ≤≤










② 학습 벡터 추출

 안개 상 I(x)에서 feature vector 계산

 

③ SVM 분류기 학습

Step 3: 달량 보정을 한 부류 추출

① Algorithm 1에서 계산한   보정을 해 I(x)로

부터 feature vector F(x) 추출

② Step 2에서의 SVM 분류기로 feature vector에 해

당하는 부류 추출

Step 4: 달량 보정 

  

,   







 if  
if 
if 
 if  
 if 
 if 
 if 
 if 










Dim Operation Attribute

 min∈  block channel

 max∈  brightness

 ∈  edge

 ∈  texture

 ∈  noise

 max∈ min∈  texture

 ∈ min∈  texture

표 1. Feature Vector 의 추출 

Table 1. Feature Vector extraction.

측정의 정도를 설명하는데 효과 으로 동작할 수 있는 

feature vector를 정의해야 한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feature vector를 나타낸다. 학습을 통하여 SVM 분류기

를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 실제 테스트 상에 해서

는 3.3 의 방식으로 를 생성하고 SVM 분류기에 

따라 과  는 과소 측정을 설명하는 부류를 획득하고 

이에 따라 값이 보정된 달량 를 최종 으로 획

득한다.

5. 신뢰도 정보 활용

         
(7)

앞 에서 얻은 의 값(Label)이 다른 Label과의 

score 차이가 일정 이상 차이나지 않을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가장 큰 값

을 가지는 score(1) 에 따라 값이 정해지지만, 그

다음으로 큰 값인 score(2)의 값도 고려를 하여 

값을 정확히 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식 7과 같이 

를  C(x)을 이용하여 보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로 실험을 진행하 다.

6. 전달량 후처리

상에서 분할 (image segmentation)을 수행한 후, 

각 분할 역은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방식이 스

테 오 매칭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달량도 상 깊이

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가정을 활용하여 달

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을 추가하 다. 3.5 에

서 구한 신뢰도가 높은 (R(x)=1) 역으로부터 linear 

fitting을 수행하여 신뢰도가 낮은 (R(x)=0) 부분의 

달량 값을 식 8와 같이 획득한다.

    (8)

이 때     는 각 분할의 linear fitting 계수를 나

타낸다. 분할 방식, linear fitting 계수  이를 이용한 

신뢰도가 낮은 역을 채우는 기법은 기존의 기법
[11]

을 

활용하 다. 

그림 9는 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의 결과들을 나타

낸다. 그림 9(b)는 가 잘못 측정된 정도를 나타내

는 이며, 그림 9(c)는 식 7에 따라 생성한 R(x)를 

나타낸다. 그림 9(d)는 상 분할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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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달량 보정 과정 (a) 안개 상 (b)   (c)   (d) 상 분할 결과 (e) C(x)를 통해 보정한   (f) 
=1이면서 분할된 역 (g) =0인 역을 linear fitting한 결과 (h) (g)의 결과를 guided filtering[8] 한 결과

Fig. 9. Procedure of transmission refinement (a) hazy image (b)   (c)   (d) result of image segmentation (e) 
  refinement with C(x) (f) segmented region with =1 (g) result of linear fitting with =0 (h) guided 
filtering result of (g).

9(e)는 그림 9(b)를 이용하여 달량을 보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9(f)는 상 분할 결과에서 신뢰도가 높

은 것으로 단된 화소들만을 나타내며 그림 9(g)는 

linear fitting을 수행하여 신뢰도가 높은 역의 달량 

값으로 신뢰도가 낮은 역을 채운 결과를 나타낸다. 

He[10]의 guided filter를 이용하여 보정해주어 최종 

(그림 9(h))를 얻게 된다. 

7. 결과

그림 10은 제안 기법의 체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

그림 10. 보정을 한 알고리즘의 흐름도

Fig. 10. Algorithm flow chart for   refinement.

림 11(a)의 안개 상으로부터 달맵을 구하여 안개를 

제거한 상을 얻게 된다. 기존 연구 에 근 외선 

상을 상으로 하는 안개 제거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칼라 상 기반의 DCP 알고리즘의 결과와 비교를 수행

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결과 상인 그림 11(c)를 보

면 그림 11(b)에 비해 원 상을 왜곡시키지 않고 안개

가 제거되었으며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근 외선 상의 안개제거 알고리즘

을 제안하 다. 기존의 칼라 상에 하여 제안된 

DCP 안개제거 기술을 수정하여 근 외선 상의 안개 

제거를 수행하 다. 근 외선 상의 특징을 반 한 모

델을 토 로 안개 제거 기법을 고안하 으며,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달량의 과  는 과소 측정 문제를 

해결하 다. 달량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신뢰도가 낮

은 역의 달량을 보정하는 기법도 용하 다.  기

존 칼라 상에 기반한 DCP 방법을 한 채 에 용했을 

때보다, 근 외선 상의 특징을 반 한 제안된 알고리

즘의 결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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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결과 상 (a) 안개 상 (b) 기존 dcp 방법
[10]
을 

이용하여 얻은 복원 상 (c)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얻은 복원 상 (d) 기존 dcp 방법
[10]

을 이용하여 얻은 t(x) (e)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얻은 

Fig. 11. Result (a) hazy image (b) restored image with 

dcp method
[10] 
(c) restored image with proposed 

method (d) t(x) with dcp method
[10] (e) t(x) with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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