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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추가 설비 없이 기존 CCTV 영상을 디지털 영상 처리를 통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영상처리 알고리즘은 노이즈 제거, 샤프닝, ROI 지정, 엣지 강도 계산, HSV 변환을 통한 보정 순으로 구성

되며 C++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구현하였다. 한달동안 캡쳐한 CCTV 이미지들에 본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

과 ROI 영역에 대해 계산된 엣지 강도는 미세먼지 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데이터간 상관관

계를 추론하고자 MATLAB을 이용하여 거듭제곱 방정식 형태의 추세선을 수립하였으며 그 추세선으로부터 이탈한 

데이터 포인트들의 개수는 12.5% 내외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약 87.5%의 정확도를 보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measuring fine dust concentration through digital processing of images captured by 
only existing CCTVs without additional equipment. This image processing algorithm consists of noise reduction, edge 
sharpening, ROI setting, edge strength calculation, and correction through HSV conversion. This algorithm is implemented 
using the C ++ OpenCV library. The algorithm was applied to CCTV images captured over a month. The edge strength 
values calculated for the ROI region are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fine dust concentration data. To infe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types fo data, a trend line in the form of a power equation is established using MATLAB. 
The number of data points deviating from the trend line accounts for around 12.5%. Therefore, the overall accuracy is 
about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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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세먼지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미세먼지 

측정소는 주로 주민센터나 구청 등 소수 관공서에만 설

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사각지

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도심속을 촬영하는 

CCTV 카메라는 현재 공공분야 설치 대수만 85만대로 

민간 부분과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더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 이처럼 CCTV 카메라가 미세먼지 측정소보다 수

천배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본 논문에

서는 추가 장비 및 설치 비용 없이 기존 CCTV 영상을 

디지털 영상 처리를 통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참고로 [1] 등과 같은 기존 연구를 통

해서 CCTV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치들이 

고안된 적은 있으나 레이저 빔 모듈 등 고가의 광원 모

듈을 추가 장착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Fig. 1 City images taken with the same CCTV 
(up: clean, bottom: fine dust)[2]

그림 1과 같이 서로 다른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는 이

미지들에 대해 영상처리를 통해 미세먼지 특성 파라미

터를 추출하여 데이터화하고 측정소에서 실측한 미세

먼지 농도 데이터와 상호 관계를 분석하여 추세선 방정

식을 수립함으로써 측정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

도 CCTV 카메라만 있으면 영상 처리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유추 방식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본  론

초기 연구를 위해 서울 남산타워에 장착되어 있는 

CCTV 카메라(720p), [2]로부터 비교적 날씨가 양호한 

날 각각 오후 2시, 3시, 4시에 획득한 한 달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카메라가 촬영하

고 있는 ROI (Region of Interest) 지역에 존재하는 미세

먼지 측정소에서 같은 일자, 같은 시각에 실제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들도 에어코리아[3]로부터 얻어 기

록해두었다. 수집된 한 달분의 이미지들의 엣지 강도와 

미세먼지 농도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엣지 

강도를 정밀하게 추출하고자 노이즈 제거, 샤프닝, ROI 
지정, 엣지 강도 계산, HSV (Hue Saturation Value) 이미

지를 이용한 보정 순으로 구성된 영상처리 과정(알고리

즘)을 각 이미지에 적용하였다. 알고리즘 전 과정은 C++
의 OpenCV 라이브러리[4, 5]를 이용하며 구현하였으며 

얻어진 엣지(edge) 강도와 실측 미세먼지 농도간 추세선 

방정식은 MATLAB을 이용하여 수립하였다. 각 단계별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1. Median Filtering
CCTV 는 야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가 각종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오염원은 고주파와 저

주파 성분이 섞인 얼룩 성질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저주

파 성분이 많은 곳을 ROI 로 설정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전체 화면에서 너무 

얼룩이 많은 경우는 ROI 에도 얼룩이 존재할 수 있어 고

주파 성분은 평활화하고 저주파 성분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얼룩 제거를 위해 high pass filter를 사용하면 

본 논문의 핵심인 edge 강도 계산에 인위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Median filtering[6, 7] 를 전처리 과정에 

적용하여 평활화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영상처리 과정 

중 핵심 단계는 산능선이나 빌딩 윤곽선의 엣지 강도를 

누적 방식으로 인지하는 단계인데 고주파 잡음은 엣지 

강도를 실제보다 증가시키기 때문에 본 필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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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 of median filtering[6]

Median filtering 은 지정된 크기의 커널 마스크가 점

유하는 영역내의 픽셀들의 값을 1차원 형태로 정렬시키

고 그 중에서 중간값을 새 중심 픽셀값으로 하는 방식으

로 수행된다. 그림 2는 3×3 크기의 커널에 대한 필터링 

예를 도시하고 있다.

Fig. 3 Example images before and after median filtering

그림 3은 5×5 크기의 커널로 Median filtering 을 수행

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점 잡음이 효과적

으로 제거됨으로써 노이즈가 엣지로 검출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게 된다.

2.2. Edge Sharpening

Edge sharpening 은 이미지의 실제 엣지 부분을 좀 더 

도드라지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며[8] 그림 4와 같이 원 

이미지에 Low pass filtering을 수행하여 저주파 성분만 

통과한 이미지를 특정 가중치 값을 곱한 다음 원 이미지

에 대해 차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저주파 성분을 줄이고 

고주파 성분은 더 강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림 5는 엣지 픽셀 부근에서는 픽셀 값 변화를 그래

프로 도시한 것이다. x축이 픽셀 값, y 축은 픽셀 위치를 

나타내며 순서대로 각각 그림 4의 (a) 원 이미지, (b) 
blurring 후 이미지, (c) 차 연산 후 이미지를 나타낸다.

Fig. 4 Process of edge sharpening[6]

Fig. 5 Intensity change near an edge

Fig. 6 Sharpening filter masks[6]

그림 6에 지금까지 설명한 일련의 Edge sharpening 
연산 과정을 한 번의 2D convolution으로 처리할 수 있

도록 해주는 Sharpening filter masks (3가지 K 값으로 

생성한 예)를 나타내었다. Sharpening filter 는 일종의 

High pass filter 이므로 mask의 중심 픽셀과 주변 픽셀

의 부호가 반대이며 계수의 총합이 1 로서 필터링 후 원

래의 값 분포를 가능한 비슷하게 유지하여 원 이미지와 

결과 이미지 간 명암 차이를 최소화해준다. Sharpening 
filter를 이용하여 엣지가 보다 강조되도록 함으로써 엣

지 검출 단계(2.4절)에서 엣지 강도가 보다 명확하게 측

정되도록 한다.

2.3. ROI

ROI는 전체 이미지 중 특정 관심 영역을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엣지의 세기를 판별해낼 부분이 담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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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관심의 대상이므로 엣지가 많고 또렷한 ROI 가 

설정되어야 한다.

(a) sky

(b) buildings

(c) ridge
Fig. 7 ROI examples

이를 위해 CCTV 카메라로부터 얻은 이미지에 대해 

몇 가지 ROI를 설정해 보았다. 먼저 그림 7 (a)의 경우 

ROI (노란색 박스)를 이미지의 하늘 영역으로 선택하였

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지에 굴곡이 없어 엣지를 검출하

기 적합하지 않아 미세먼지 농도가 변하더라도 그 차이

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림 7 (b)의 경우에는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어 엣지가 존재하나 너무 많고 여러 방향의 

엣지가 존재하며 각 건물 주변의 휘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본 논문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해보았을 때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른 엣지의 강도 차이가 또렷하

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림 7 (c)의 

경우에는 산등성이와 하늘의 대조가 뚜렷하여 단일한 

수평 방향으로 명확한 엣지를 검출할 수 있어 영상처리 

알고리즘 적용 결과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에 따른 엣지

의 세기 변화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엣지 강도 (Edge Strength) 측정

엣지 강도는 ROI 내에서 x 축 방향의 전 좌표에 대해 

각각 수직(열) 방향으로 pixel-to-pixel 기울기(상하 인접 

픽셀 간의 차이 값[9])를 계산하여 그중 가장 큰 값을 찾

은 다음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요즘은 CCTV 
가 대부분 컬러이므로 그 영역 내에서 R, G, B 컬러값들

을 평균하여 그레이 스케일의 이미지로 변환한 뒤 상기 

과정을 실시한다.

Fig. 8 Edge detection

그림 8은 산등성이 부분의 ROI 에서 픽셀열별 최대 

기울기값을 갖는 픽셀들을 녹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ROI 설정은 미세먼지가 없는 날(가장 농도가 낮은 날) 
일정 크기의 박스를 이용하여 이미지 내에서 랜덤하게 

박스를 이동시키면서 그 박스 영역 안에서 엣지 강도를 

계산했을 때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박스 영역을 ROI 로 

선발하고 이후로는 항상 같은 영역을 ROI 로 사용한다.
설정된 ROI 영역에 대해 한 달에 거쳐 엣지 강도를 

계산하고 미세먼지 농도별로 나열해 보았을 때 통상 미

세먼지 농도가 적은 날은 그 값이 크고 농도가 높은 날

은 그 값이 작게 나타났다.

2.5. HSV

엣지 강도는 약간의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CCTV 이미지에서 날씨 변

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 영역은 하늘이므로 하늘 부분을 

크게 ROI 로 설정한 후 RGB 형식으로부터 HSV 형식으

로 이미지 형식을 변환한 뒤 각각 H(색상), S(채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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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채널별로 픽셀값을 더한 뒤 그 ROI 내의 총 픽셀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다. 본 과정은 캡쳐된 전체 이

미지에 대해 실시한다. 3장의 실험 및 결과 부분에서 에

지 강도를 계산할 때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적었던 날의 

평균과 각 캡쳐 이미지의 평균간 차를 계산한 다음 그 

비율만큼의 가중치를 곱하여 전단계에서 계산한 엣지 

강도 값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보정을 하였다. 참고로 그

림 9 는 그림 1 의 이미지를 HSV 이미지로 변환한 다음 

그대로 R, G, B 값으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이다.

Fig. 9 HSV image

Ⅲ. 실험 및 결과

지금까지 설명한 알고리즘을 한달 동안 캡쳐한 CCTV 
이미지들에 적용하였다. x 축을 ROI 의 엣지 강도(edge 
strength) 값으로 하고 y축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에어

코리아[3]가 해당 지역에서 실제 관측하고 공표한 미세

먼지 농도(단위: ug/m3)로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10 과 같다.

Fig. 10 Trendline equation

상기 그림에서 상단은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그래프

이며 하단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그래프이며 x 축 

데이터와 y 축 데이터간 상호 상관관계를 MATLAB을 

이용하여 거듭제곱 방정식 형태로 추출한 추세선이 파

란색 곡선이며 함수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는 미

세먼지, 는 초미세먼지 농도이며, 는 ROI 의 엣지 

강도(edge strength) 값)

   ×
  × ×  × (1)

   ×
  × ×  × (2)

본 그래프를 통해 두 데이터 간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

을 알 수 있다[10]. 본 추세선 방정식에 CCTV 영상으로

부터 얻은 이미지의 ROI 엣지 강도값을 x 값으로 넣어

주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 값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Ⅳ. 결  론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는 ROI 영역의 엣지가 불투명

하여 적은 강도 값이 나타나며 먼지가 적은 경우 엣지가 

뚜렷하므로 큰 강도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전반적으로 추세선 그래프와 실측 데이터(점
들) 간의 이격도가 낮은 편이고 추세선으로부터 이탈한 

점들의 비율이 적었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날씨 보

정 전에는 추세선으로부터 이탈한 점들의 비율이 15% 
내외로 전체적으로 약 85%의 정확도를 보였고 날씨 보

정 후에는 추세선으로부터 이탈한 점들의 비율이 12.5% 
내외로 전체적으로 약 87.5%의 정확도를 보였다. 본 연

구를 통해 레이저 빔 등과 같은 별도의 광원 없이 영상 

처리만을 통한 미세먼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 기초로 하여 향후 연구에서

는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서 공통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의 ROI 설정 알고리즘

을 개발하여 ROI 의 선택, ROI 의 크기 선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날씨별 변화에 따른 보정 방안과 CCTV 는 외

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한 카메라 렌즈의 얼

룩 노이즈에 대한 보정 방안도 연구할 것이다. 또한, 매
우 긴 시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추

세선들을 이탈한 점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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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고안하여 유추 정확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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