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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자율주행 차량 및 지능형 항공 시스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야외 장면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안개

가 존재하는 날씨의 경우 영상 전반의 명암 대비가 

낮아지고 색상 정보가 왜곡되는 등 영상 품질의 열

화로 인해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안개 제거를 통해 영상 품질을 개선하고 안

전과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

다 [1-4].

안개 제거 (dehazing)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

로 Schechner 등은 동일한 위치에서 각기 다른 편

광 (polarization) 필터에 의해 획득한 두 장의 영상

을 이용하여 영상의 깊이 정보를 얻고 이로부터 안

개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5, 6]. 또한 

Narasimhan과 Nayar 등은 서로 다른 날씨 하에 

동일한 장소에서 획득한 두 장 이상의 영상을 이용

하여 안개를 제거하였다 [7-9]. 이러한 방법들은 

매우 좋은 결과 영상을 제공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각각 다른 편광 필터를 사용하거나 여러 장의 영상 

외에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안개의 농도로 가정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

서 최근에는 안개가 포함된 영상 한 장만을 이용하

여 안개를 제거하는 단일 영상 안개 제거 방법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Tan 등은 안개 있는 영상은 안개가 없는 영상에 

비해 명암 대비 (contrast)가 낮고, 안개 값은 급격

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국부적으로 

대조비를 최대화함으로써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10]. 그러나 과도한 대비 증가로 인한 

포화 현상과 국부적 처리로 인한 후광 효과 (halo 

effect)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Fattal 등은 영상

의 일정 영역 내의 반사율은 일정하며, 전달량은 안

개의 밀도와 깊이 정보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반

하여 ICA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와 

MRF (Markov Random Field) 모델을 적용하였다 

[11]. 그러나 반사율이 일정하지 않거나 안개가 깊

은 영역에서 안개가 제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He 등은 DCP (Dark channel prior)에 기반한 

안개 제거 방법으로써 안개가 없는 영역에서는 

RGB 채널 중 적어도 하나의 화소값이 매우 어두운 

값을 가진다는 관측을 이용하여 안개값과 전달량을 

추정하였다 [12]. 이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안개 

영상에서 영상의 왜곡이 적은 결과를 가지지만 명

암 대비가 낮고, 블록 단위로 다크 채널을 계산하기 

때문에 경계선 영역에서 후광 현상이 발생하기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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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후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달량 정제 

과정 (soft matting)을 거치므로 많은 계산량을 요

구한다. Meng 등은 고유의 경계 제약 조건을 이용

하여 최적화된 전달 맵을 추정하였으며 [13], 

Fattal 등은 안개 없는 영상의 화소들은 RGB 공간

에서 안개 라인을 형성한다는 관측에 기반하여 패

치 단위로 안개값과 전달량을 추정하였다 [14]. 반

면 Berman 등은 Fattal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화

소 단위로 전달량을 계산하는 전역 기반 안개 제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15]. 그러나 결과 영상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감마 교정이 후처리에 사용되며, 

영상의 품질이 후처리에 의존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안개 제거 방법들은 RGB 컬러 

공간에서 주로 밝기의 특성에 기반하여 안개를 제거

하므로 영상이 어둡고 에지가 잘 표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색상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안개 영상은 빛의 산란으로 인해 밝기 값이 커질 뿐

만 아니라 안개의 두께에 따라 채도가 작아지게 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HSI 컬러 공간에서 안개에 

의한 채도의 특성을 분석하고, 채도의 선형성을 이용

한 안개 제거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RGB 컬러 기반의 

안개 제거 방법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안개 영

상의 모델과 기존의 DCP 기반의 안개 제거 알고리

즘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안개 제거 방법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다양한 영상에 대해 제안한 방법의 성능 평가 결과

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한다.

Ⅱ. 안개 영상의 모델

1. 안개 영상의 물리적 모델

일반적으로 안개 영상은 Koschmieder의 대기 

산란 모델에 의해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6].

      (1)

여기서 는 영상에서의 2차원 화소 위치를 의미

하며, 는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안개가 포함된 

영상, 는 복원해야 할 안개 제거 영상을 나타낸

다. 또한 는 안개의 밝기 정도, 즉 안개값을 나타

내며, 는 산란되지 않고 카메라로 도달한 빛의 

전달량으로써 식 (2)와 같이 화소의 깊이에 대한 지

수적 감소 형태로 표현된다.

     (2)

  

그림 1. 안개 영상의 형성 과정

Fig. 1 Optical haze image formation

이때 는 산란 계수 (scattering coefficient), 

는 화소 위치 에서의 깊이를 나타낸다. 일반

적으로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는 객체일수록 깊이는 

크며, 대기는 더 산란되고 안개가 두꺼워져서 카메

라까지 전달되는 정보는 감소된다.

안개 제거 알고리즘은 관측된 안개 영상 로

부터 안개값 와 각 화소의 전달량 룰 추정하

고, 이를 이용하여 안개가 제거된 영상 를 복원

하는 과정이다. 이때 RGB 채널 c에 대한 안개 제

거 영상  은 식 (3)과 같다.

  

  
  (3)

그림 1은 안개가 끼인 날씨에서 영상 획득의 과

정을 도시한 것이다. 안개가 존재할 때, 우측의 풍

경은 안개를 구성하는 대기 중의 성분에 의해 산란

됨으로써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안개가 포함되어 

카메라나 사람의 눈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관측

된 영상은 대기 중에서 산란된 빛의 양  

과 물체로부터 직접 반사되어 전달된 빛의 양 

의 산술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2. DCP (Dark Channel Prior) 안개제거 알고리즘

DCP를 이용한 안개 제거 알고리즘은 안개가 없

는 깨끗한 영상은 국부적 구간 (window) 내 한 채

널의 화소 값이 항상 0에 수렴한다는 아래의 관측 

결과를 이용한다.

  
min
∈

min
∈ ≈ (4)

여기서 는 화소 위치 를 중심으로 한 국

부적 구간을 의미한다. 만일 안개값을 알고 있고, 

국부적 구간 내에서 전달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14권 제  4호  2019년  8월 199

식 (1)의 양변에 최소 연산을 적용한 후 안개값 

로 나누어 주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min
∈ min

∈ 

  
 ×

min
∈ min

∈ 

  
(5)

안개가 없는 구간의 경우 식 (4)에 의해 

 ≈ 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식 (5)를 전달

량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in

∈ min
∈ 

   (6)

그러나 안개값이 클수록 안개 영상 의 RGB 

값은 모두 증가하므로 RGB 채널간의 차이는 매우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min
∈ 

  으로부터 전

달량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안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색상 정보를 왜곡하

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안개 영상에 백색 

사물이 존재할 경우 전달량이 낮게 계산되어 안개

값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안개가 많은 영역으로 오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 안개가 적은 영역에 대해 필

요 이상으로 안개를 제거함으로써 영상의 명암 대

비가 낮아지고, 그림 2와 같이 가까이에 있는 나무

의 경계면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Ⅲ.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DCP 기반의 안개 제거 

알고리즘에서 발생하는 색상 왜곡 문제와 전달량 

오추정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안개 제거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안개 영상을 HSI 컬러 공간

으로 변환한 후, 안개 영상의 명도 및 채도의 특성

을 살펴보고 채도의 국부적인 선형 특성을 이용하

여 보다 깨끗한 안개 제거 영상을 얻고자 한다.

1. HSI 컬러 공간에서 안개 영상의 명도 및 채

도의 특성

RGB 컬러 모델에서 HSI 컬러 모델로의 변환식

은 다음과 같다 [17].

   if ≤
 

(6)

∵ cos














 










(7)

  

(a) (b)

그림 2. DCP를 이용한 안개 제거의 예 (a) 안개 

영상 (b) 후광 현상을 보이는 안개 제거 영상

Fig. 2 An example of dehazing using DCP (a) 

haze image (b) dehazed image with halo artifact

(a) (b)

그림 3. HSI 값의 비교 (a) 안개 없는 영상 (b) 안개 영상

Fig. 3 Comparison of HSI value (a) haze-free 

image (b) haze image

  


min (8)

 


(9)

여기서  ,  , 는 각각 색상, 채도 그리고 명도

를 의미한다. 

그림 3은 안개 없는 영상과 안개 영상에 대해 

HSI 값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개로 인해 색상 

는 거의 변하지 않지만 명도 는 커지고 채도 

는 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색상 정보는 유지하면서 명도와 채도에 기반하여 

전달량을 추정한다. 먼저 식 (1)을 전달량 에 

관한 식으로 변환하고, 최소 필터를 적용하면 아래

와 같다.

  min
∈  

 
min

∈  
 

min
∈  

 
min

∈  
 

(10)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안개값이 클수록 

RGB 채널의 최소값을 이용하여 전달량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min
∈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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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도와 명도에 관한 항으로 대체하면 보다 명확한 

전달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RGB 컬러의 안개 영

상  및 안개 없는 영상 에 대해 식 (8)을 

min
∈ 

 와 min
∈  

 에 관한 항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min
∈  

      (11)

min
∈  

      (12)

여기서   및 는 아래와 같이 각각 안개 

영상과 안개 없는 영상에서 각 화소에서의 RGB 채

널 값의 평균인 명도를 나타낸다.

  

     
(13)

 

   
(14)

따라서 식 (11), (12)를 식 (10)에 대입하여 정

리하면 전달량은 다음과 같이 명도와 채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15)

이때  
min

∈  
 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안개 영상으로부터 안개 없는 영

상의 명도  와 채도  를 추정함으로써 전

달량을 계산한다. 

2. 안개 없는 영상의 명도  의 추정

안개값이 클수록 안개 영상의 명암 대비는 안개

가 없는 영상에 비해 매우 작고, 명도는 안개 영역

에 밀집된다. 그림 4 (a)와 그림 4 (b)는 각각 안개 

없는 영상과 안개 영상의 명도 및 명도 히스토그램

을 비교한 것으로써 안개 없는 영상의 명도는 어두

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안개 영상의 명도는 밝은 영역에 밀집되어 낮

은 명암 대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개 영상의 명도  로

부터 안개 없는 영상의 명도 를 추정하기 위해 

CLAHE (Contrast-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를 이용한다.

     (16)

(a)

(b)

(c)

그림 4. 명도 및 명도 히스토그램의 비교 (a) 안개 

없는 명도 영상과 명도 히스토그램 (b) 안개 명도 

영상과 명도 히스토그램 (c) CLAHE를 사용하여 

추정한 명도 영상과 명도 히스토그램 

Fig. 4 Comparison of Intensity and Intensity 

histogram (a) Intensity and Intensity histogram 

of haze-free image (b) Intensity and Intensity 

histogram of haze image (c) Intensity and 

Intensity histogram estimated by using CLAHE 

(a) (b)

그림 5. 안개 영상 및 CLAHE를 사용한 복원 영상 

Fig. 5 Haze image and recovered image by 

using CLAHE to the Intensity of haze image (a) 

Haze image (b) Recovered image by using 

CLAHE to the intensity of haze image

CLAHE는 영상의 명암 대비를 개선하기 위해 

잘 알려진 기법으로써 영상을 작은 영역으로 분할

하고 각 영역에 대해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한

다 [18]. 이를 통해 안개 영역에 높게 치중된 밝기 

성분을 영상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킴으로써 영상의 

명암 대비를 향상시키고 잡음 뿐 만 아니라 명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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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안개 없는 영상과 안개 영상의 채도 관계 (a) 

안개 없는 영상과 안개 영상 (b) 4개의 국부적 

영역에서 안개 없는 영상과 안개 영상의 채도 관계

Fig. 6 Saturation relation between haze-free 

and haze image (a) haze–free and haze image 

(b) saturation relations between haze-free and 

haze image in four kinds of local regions

내포된 안개를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 (c)는 그림 4 (b)의 안개 영상의 명도에 크기 

8×8의 타일 (tile)을 사용하여 CLAHE 기법을 사용

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밝은 건물 영역과 어두

운 울타리 영역의 명암이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5는 CLAHE를 사용하여 추정한 안개 

없는 영상의 명도  로부터 영상을 복원한 것을 

보인 것으로서 명도는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안개로 

인해 채도가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채도의 선형 변환에 기반한  의 추정

식 (2)로부터 카메라와 객체간의 거리가 멀수록 

전달량은 감소하며, 이에 따라 영상의 채도 또한 선

형적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은 4개의 

거리에 따른 안개 없는 영상과 안개 영상의 채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써, 15×15의 국부적 영역에

서 안개 없는 영상과 안개 영상의 채도 간에 선형

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 안개 영상과 안개 없는 영상의 채도 간의 

선형 모델링 

Fig. 7 linear modeling between haze image and 

haze-free image

따라서 안개 없는 영상과 안개 영상의 채도를 

각각  와 라 할 때, 그림 7과 같은 선형 

모델링이 가능하며, 아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7)

여기서 와 는 각각 기울기와 절편을 의미하

며, 다음과 같다.

 maxmin

maxmin
(18)

 maxmin

maxmin minmax
(19)

여기서 max 와 min 은 안개 없는 영상의 최

대 채도값 및 최소 채도값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다

음과 같이 안개 영상의 최대 및 최소 채도값 

max , min 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max  max , min  min  (20)

이때   는 제어 상수로써 실험적인 평균값 

0.01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식 (16) 및 식 (17)에 의해 추정

된 명도와 채도를 식 (15)에 대입함으로써 전달량

을 추정한다. 그러나 안개 없는 영상의 채도를 패치

별로 추정함으로써 전달량은 경계선 영역에서 영상

이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후광 현상이 나타날 수 있

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전달량 매팅 방법으

로서 속도가 빠른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였다 

[19].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개 제거 방법의 흐름도를 

요약하면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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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제안된 안개 제거 알고리즘의 흐름도

Fig. 8 The flow diagram of proposed dehazing 

algorithm

Ⅳ.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안개 제거 알고리즘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대표적인 5개의 자연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잘 알려진 He, Meng, Fattal 

그리고 Berman의 안개 제거 알고리즘과 비교하였

다. 채도 성분의 선형 예측을 위해 크기 15×15의 

패치를 사용하였으며, Fattal 등이 제안한 컬러 라

인에 기반한 안개값 를 사용하였다 [20].

그림 9는 기존의 안개 제거 알고리즘과 제안한 

방법의 안개 제거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He 방법

의 경우 안개 제거율이 높고 선명하지만 명암 대비

가 낮으며, 에지 부분에서 전달량이 오추정 되어 안

개 제거 후 에지의 경계가 모호하다. 또한 Meng의 

경우 전체적으로 영상이 어둡고, 특히 하늘 영역에

서 색상 왜곡이 발생하며, Fattal과 Berman의 경우 

전체적으로 어둡고 영상에 따라 색상의 과포화 현

상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반면 제안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명암이 자연스럽고 에지 

부분이 잘 표현되고 있으나, 숲 영상과 같이 안개가 

집중된 영역에서는 채도의 비선형성에 의한 전달량

의 오추정으로 인해 포화 현상이 존재하는 문제점

이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방법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

여 Tarel의 논문에서 제안한  ,  , 의 세가지 척

도를 사용하였다 [21]. 여기서 는 안개 제거 전과 

제거 후 에지의 비율로써 안개로 인해 가려진 에지

가 복원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아래의 식과 같다. 

 


(21)

이때  , 는 각각 안개가 제거된 영상 및 안

개 영상에서의 에지 화소수를 의미한다. 

또한 는 안개 제거 전과 후의 명암 대조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p

log (22)

따라서 와 의 값이 클수록 안개가 잘 제거되

고 가시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는 안개 제거 후 영상의 포화되는 화소의 비율

을 나타낸 것으로써 다음과 같다.

 ×

 (23)

여기서 는 0 또는 255의 값을 가지는 포화된 

화소의 수,  , 는 각각 영상의 가로 및 세로 화소 

수를 나타낸다. 는 안개 제거 후 심한 안개 영역

에 해당하는 흰색 화소의 감소율을 나타내므로 값

이 작을수록 왜곡이 적다고 볼 수 있다. 

표 1은 그림 9의 영상들에 대한 성능 척도의 평

가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숲 영상의 경우 제안 방

법에서 와 이 가장 크지만 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인다. 또한 백조와 

기차, 호박 영상의 경우 는 다른 방법들과 유사하

거나 개선되었으나, 은 Fattal 방법에 비해 낮고 

Berman 방법보다는 높은 값을 가짐으로써 Berman

의 방법에 비해 명암 대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차 영상의 경우 는 He와 Meng 방법에 

비해 크나 시각적으로 색상 왜곡이 적고 안개가 잘 

제거된 Fattal과 Berman의 방법보다는 낮으며, 호

박 영상에서도 는 0.01의 비교적 낮은 값을 가진

다. 짚과 궁전 영상에서 는 Berman의 방법보다 

높으나, 짚 영상의 은 Berman의 방법에 비해 작

고, 궁전 영상의 은 Berman의 방법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인다. 또한 는 짚 영상과 궁전 영상에서 

각각 0과 0.01로 비교적 낮은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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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9. 안개 제거 결과 영상 (a) 안개 영상 (b) He 방법 (c) Meng 방법 (d) Fattal 방법 (e) Berman 방법 

(f) 제안 방법

Fig. 9 Saturation relation (a) haze image (b) He’s (c) Meng’s (d) Fattal’s (e) Berman’s (f) Proposed 

method

He Meng Fattal Berman Proposed He Meng Fattal Berman Proposed

 0.32 0.29 0.4 0.45 0.66  0.42 0.49 0.92 0.82 0.92

 1.39 1.34 1.6 1.65 1.7  1.08 2.12 2.34 2.03 2.03

 0 0 0 0 0.03  0.1 0.01 1.05 0.1 0.02

 0.29 0.35 0.23 0.09 0.2  1.29 1.11 1.34 1.26 1.34

 1.58 1.59 1.94 2.15 1.95  1.93 1.63 3.15 2.49 2.64

 0 0 0 0.01 0  0.02 0.01 0.15 0.32 0.03

 0.24 0.56 0.27 0.23 0.24  0.29 0.23 0.21 0.08 0.36

 1.47 2.36 1.49 1.53 1.57  1.61 1.53 1.89 1.79 1.82

 0.32 0.04 0 0.01 0.01  0 0 0 0.01 0.01

표 1. 성능 평가의 비교

Table 1. Comparisons of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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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DCP 기반의 안개 제거 

알고리즘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HSI 컬러 공간에서 안개에 의한 채도의 특성을 분

석하고, 채도의 선형성을 이용한 안개 제거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백색 또는 

안개 영역과 같이 RGB 전 채널이 높은 값을 가지

는 영역이 존재하는 영상에 대해, 안개 제거 후 색

상이 왜곡되는 현상이 감소되었으며, 안개 제거 후 

영상 전반의 명암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개선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전달량 오추정으로 인한 색상 과

포화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안개 제거 후 원본 영상

의 손실이 적고 안개 제거율도 비교적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영상에 따라 안개 제거의 

성능이 달라지고, 안개가 집중된 영역에서는 채도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색상이 포화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따라서 향후 영상 내에 존재하는 안개

의 분포와 크기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적응적으로 

명도와 채도를 모델링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

써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안개 제거 알고리즘을 연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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