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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Intensity와 색상의 채도 분석을 통한 안개 강도 측정과 제거, 그리고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영상에서 안개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히스토그램을 통해

분석하고 안개 강도 맵을 만들어 안개의 양에 따라 안개를 제거한다. 안개로 인하여 악화된 영상의

색상은 HSI 공간에서 분석하여, 안개 강도에 따른 보정을 한다. 색상뿐만 아니라 전달량에 따른

Intensity를 보정하여 영상의 전체적인 밝기와 Contrast를 향상시킨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기법

들과 비교하여 색상의 편향성을 보정하여 가시성뿐만 아니라 영상 내에 색상이 자연스럽게 조화된

결과를 얻었다.

1. 서론

안개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지표 가까이에 작

은 물방울이 떠 있는 현상이다. 인간이 물체를 인지할

때,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인간의 눈, 간상세포(rod cell)

과 원추 세포(cone cell)로 이루어진 망막을 통과하고 대

뇌에서 들어온 빛의 정보를 가지고 물체를 인식한다. 수

증기는 빛의 산란을 증가시켜 들어오는 빛의 정보를 저

하 시킨다. 이 때 색상 정보 또한 저하되어 정확한 물체

인식이 불가능 하다.

안개 제거를 위해 기존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안개를 제거 하였다. Schechner 등이 제안한 방법은 동

일한 위치에서 각각 다른 편광 필터가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비교하여 안개의 양을 획득하고 제거한다.

Narasimhan과 Nayar에 의해 제안된 방법은 같은 위치에

서 시간과 날씨가 다른 환경에서 찍은 여러장의 사진을

이용하여 안개 정보를 획득한다. Kopf 등은 카메라의 내

장된 GPS의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의 깊이 정보를 이용

해 안개정보를 획득한다. He 등이 제안한 방법은 안개가

없는 영상의 일정한 구간의 한 점은 매우 어두운 값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안개가 있는 영상에서 안개 정보를

획득 한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RGB공간에서 각 픽셀의 값과 대비

를 향상시키거나 변화를 주어 처리한다. 제안하는 알고리

즘은 색상의 순도(purity, Hue)를 고려하여 안개 강도에

따라 보정하기 때문에 색상의 편향이 일어나지 않고 가

시성과 영상의 색상 조화를 향상 시킨다.

2. 안개 제거 모델링

2-1. 수학적 모델

사람의 눈이나 카메라에 들어오는 영상은 Computer

vision and Computer graphic에서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

로 정의한다.

     (1)

는 카메라나 사람의 눈으로 관측된 영상이고,

는 저하가 없는 영상이다. 는 영상내 전역적으

로 퍼져 있는 대기 중에 산란된 빛이고, 는 빛이

얼마나 산란을 나타내 주는 척도 이다. 는 영상의 픽

셀을 나타낸다. 안개제거의 목표는 입력된 영상 

에서 A와 를 측정하여 구하는 것이다.

위 모델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의 도달하는 양     와

대기 중에 산란된 빛의 양      이

다.

전달량(transmiss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식 (2)에서 는 대기의 산란 계수이고, 거리 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빛이 대기에 의해 산

란 된다.

단일 영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입력 영상

 뿐이다. 이 입력 영상으로부터 airlight와

transmission을 계산하여 안개가 제거된 영상 를

얻는다.

2-2 빛의 산란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사, 굴절, 간섭, 회절 등 파동의 특징과 광전효과(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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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개에 의한 단일 색의 산란

표면에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쬐면 거기서 전자가 튀어

나오는 현상)와 같은 입자성을 지니고 있다.

빛의 두 가지 성질 중 날씨와 관련된 빛의 성질은 파

동성이다. 빛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다. 가시광선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으로 약 400nm~700nm이다. 인

간의 눈은 445nm(청), 535nm(녹), 575nm(적) 파장에 가

장 민감히 반응한다. CIE(Commission International de

l’Eclarage the-International)는 이 세 파장에 대해 표준

을 정하고 RGB의 조합으로 색상을 표현한다.

빛은 파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의 입자

(Airlight)에 의해 반사, 굴절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빛의

에너지는 100% 카메라나 사람의 눈에 도달하지 못하는

데 이러한 현상을 산란이라 한다. 대기 중에 안개나 연기

같은 입자가 많아지게 되면 산란이 많이 일어나 색상 저

하가 일어난다. 빛은 다양한 색상(파장)이 섞일수록 하얀

색을 띄는데, 안개가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주변에 산란

된 다른 파장이 섞여 들어오기 때문이다.

산란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Rayleigh

에 의하면 산란의 정도는 파장의 네제곱에 반비례 한다.

표x의 안개 영상의 각 RGB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R값

이 대부분 높게 가오는데, 이는 적색 파장이 가장 길어

산란이 적게 되기 때문이다.

3. Intensity 와 색상 분석, 보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색에 따라 파장이 다르고, 산란

되는 정도가 다르다. DCP, MDCP에서는 동일한

transmission을 파장이 다른 R,G,B에 적용한다. 그림(2)

의 결과 영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mDCP를 적용한 영상

들이 붉은색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빨간색의 파

장이 길어 산란이 다른 색에 비해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

다. 또한 노이즈가 두드러지거나 색상이 두드러져 부자연

스러운 영상이 출력된다.

3-1. Airlight Estimation

대기의 값(Airlight)는 Intensity 영상 내에서 상위 1%

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

로 대기보다 밝은 값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는 색이 없기 때문에 각 채널의 값이 같다고 가정한

다.

3-2. Transmission

Transmission은 DCP에서 속도가 개선된 mDCP[11]를

사용한다.

, ,
( ) 1 (min )

R G B

It x w med
A
W

W
= - ×

(3)

DCP로부터 구하여진 t(x)는 원 영상과 엣지 정보가 다

르기 때문에 복원시 halo artifact가 생긴다. 엣지를 보완

하기 위해 soft matting 기법을 이용하는데, 이 기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MDCP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윈도우내에 최솟값 대신 중간 값으로 대체한다. 기존의

DCP와 비교시 결과 값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고 중간

값을 이용함으로 인해 엣지를 보존하고 soft matting 단

계를 생략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준다.

, ,

( , )( , ) 1.05 0.90 (min )
R G B

I x yt x y med
A

W

W
= - ´

(4)

1이 아닌 1.05를 준 이유는 DCP에서 중간값을 취하기

때문에 mDCP 값이 DCP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였다. 또

한 를 0.90으로 고정하였다.

3-3. 색상 분석

사람은 색을 인지하거나 표현할 때, 삼원색(RGB)의 백

분율로 인식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 인간의 색상 인지

능력은 색상, 채도, 명도도 인식한다. HSI는 RGB 색 공

간에서 색(Hue), 채도(Saturation), 밝기(Intensity)로 변환

된 공간이다. RGB공간에서 HSI 공간으로 변화 수식은

아래와 같다.

   i f ≤ 
  i f  

(5)

  cos 








   






  







(6)

  
min 

(7)

  

 (8)

Airlight는 대기 중의 입자로서 색이 없다. 따라서 아래

와 같이 가정한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일출과 일몰

을 제외하고 백색광으로 가정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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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좌-원본 안개 영상, 가운데-mDCP, 우-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결과 영상

   는 Airlight 값의 각 RGB 값이고, 는

intensity의 Airlight 값으로 실험에 의해 최상의 값으로

부터 1% 값으로 정한다. 안개 영상과 안개가 제거된 영

상의 채도 , 는 아래 수식과 같다.

  

min  
(10)

  

min  
(11)

R,G,B는 안개 영상과 안개가 제거된 영상의 각 채널이

고 I는 intensity 값이다.

안개 영상과 안개가 제거된 영상의 어느 한 픽셀에서

최솟값을 갖는 채널은 같다. 만약 안개 영상의 한 픽셀

(x, y)에서 값이 최솟값을 갖는다면, 안개가 제거된 영

상의 픽셀(x, y)의 최솟값도 값이 된다. DCP나

MDCP는 같은 t(x,y)로 R,G,B 채널을 처리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풀이된다.

min  
min  

 (12)

min은 입력영상의 최솟값을 가지는 채널이고, min
는 안개가 제거된 영상의 최솟값을 가지는 채널이다. 따

라서 를 안개 영상 식으로 풀면 아래와 같다.

   



 




min   






 




 min  

   

 min  
(13)

안개 영상과 안개가 제거된 영상의 채도의 비( )를 구

하면 아래와 같다.

   

 
   

 
(14)

기존의 알고리즘(DCP,mDCP)를 식(x)와 같이 Airlight

가 같다고 가정하고 HSI영역에서 풀이하면 아래와 같다.

     (15)

    ·   (16)

  

  
 (17)

 ,  , 는 안개 영상의 색, 채도, 명암이고,  ,

 , 는 안개가 제거된 영상의 색, 채도 명암이다.

Airlight가 Gray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H(색상) 값은

변하지 않고, 채도와 명암만 transmission에 의해 변한다.

3-4. 색상 왜곡과 보정

그림 (2,가운데 영상)를 보면 건물의 외벽이 붉게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적색 파장은 녹색, 청색파장에 비해 파

장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산란이 덜 되고 안개가 있을

경우 관찰자에 조금 더 많이 도달하게 된다. 실제로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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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값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안개가 제거 될 때,

transmission에 따라 픽셀값의 변화량이 결정되는데 하얀

색 건물이나 하늘은 그 값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작은 차

이가 큰 차이가 된다. 또한 채도 영역에서 분석할 경우

Intensity의 값이 Airlight보다 높을 때는 가중치의 변화

가 적지만, 조금이라도 낮으면 낮은 transmission에서 급

격한 가중치가 곱해진다.(그래프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transmission이 매우 낮은

지역은 안개가 짙은 지역, 하늘 영역, 그리고 회색 물체

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안개가 짙은 지역의

경우 실제 색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빛이

산란되면서 색의 채도가 낮아 질 수도 있고, 색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히 낮은 부분의

transmission에 가중치를 주어 색상의 왜곡을 줄이고 붉

게 나타나는 현상을 없앨 필요성이 있다.

Intensity와 Airlight에 대한 차이가 적을수록

transmission이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중치를

Gaussian Function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18)

 ×






  
   (19)

  ,   

는 Arilight와 Intensity의 차이이고, 는 가우시안 함

수의 평균값, 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 

 
(20)

따라서 에 곱해지는 가중치 는 위와 같다.

5. Result

그림 (2, 첫 번째 행)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처리한

영상은 건물의 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2, 두 번째 행)에서 하늘영역이 색상이 왜

곡되는 것 또한 보정하여 붉은 하늘을 제거 하였다. 이는

기존의 transmission 측정 방법의 맹점은 하얀색 건물이

나 물체 또한 안개로 측정되어 강한 가중치를 주어 미비

한 색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극히 낮은 transmission에 대하

여 airlight와 intensity의 차이를 계산하여 색상 왜곡을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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