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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 색 공간 색상 보정을 이용한 안개 제거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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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azing in HSI Color Space with Color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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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Median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은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전달량 맵을 만들어 안개를 제거한다. 그러

나 기존의 안개 제거 알고리즘은 RGB 색 공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색상의 왜곡 오류가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HSI 색 공간에서 안

개 영상의 색상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색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은 기존 방법으로 안개 제거

시 색상이 왜곡 되는 현상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Abstract

The haze removal algorithm using median dark channel prior is an efficient and fast method with relatively accurate 
transmission estimation. However, conventional methods may produce color distortion since the method ignores the color mismatch 
between estimated airlight and actual airlight. In this paper, we propose a color correction with measuring color fidelity in the HSI 
color spac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gives better color correction scheme.

Keyword : dehaze, dark channel prior, HSI, color correction, fog

Ⅰ. 서 론

안개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지표 가까이에 작

은 물방울이 떠 있는 현상이다.  안개는 공기보다 입자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의 산란을 발생시키고, 안개 영상은 빛의

산란에 의해서 Contrast와 채도가 감소된다. 획득된 영상은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과 대기 빛이 카메라와 물체의 거리

와 대기 중의 입자에 의해 산란되어 입력된다. 이러한 안개

영상은 낮은 Contrast와 색의 정확도(Color Fidelity)를 잃는

다[1]. 많은 컴퓨터 비전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좋은 결

과를 얻기 위해 깨끗한 입력 영상이 필요하다.
안개 영상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

이 있다. (i) 안개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 품질 향상을

기반으로 가시성을 높이는 방법[2][3], 그리고 (ii) 안개 모델

을 이용하여 빛의 산란 정도를 측정하고 영상을 복원하는

방법[4][5][6][7][8][9]이 있다. 첫 번째 방법 중 Multi-scale Reti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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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R)을 이용하여 영상의 Contrast를 향상시켜 안개를 제

거하는 방법
[2]
과 Contrast-Limited 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CLAHE)[3]
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로컬 기

반 영상 처리 기법으로 영상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낮은

Contrast 영상에 적합하다. 이 방법들의 장점은 물리적인 영

상처리 모델 없이 다양한 영상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영상의 Contrast는 향상시키나 색상에 대한 고

려가 없고, 지역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상

이 부자연스럽고, 세부적으로 불완전한 처리 능력을 보여

준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개 영상 모델의 물리적 기반의 정보

를 이용하여 영상을 복원한다. 이 방법은 안개 및 날씨에

의해 저하된 영상 복원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모델은 알

수 없는 Airlight와 전달량(transmission)을 효과적으로 구

하는 것이다.  Schechner 등이 제안한 방법은 동일한 위치

에서 각각 다른 편광 필터가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을 비교하여 안개의 양을 획득하고 제거한다
[4]. Narasim- 

han과 Nayar에 의해 제안된 방법은 같은 위치에서 시간과

날씨가 다른 환경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이용하여 안

개 정보를 획득한다
[5]. 

Kopf 등은 카메라의 내장된 GPS의 정보를 이용하여 영

상의 깊이 정보를 이용해 안개정보를 획득한다
[6]. 위의 방

법들은 영상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나 여러 장의 영상 정보

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 단일 영상으로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Tan은 안개가 없는 영상은 안개 영상

보다 contrast가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지역적으로 contrast
를 극대화하여 안개 영상을 복원한다

[7]. 지역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블록 현상이 남아 있는 단점이 있다. Fattal은
안개 영상 내 반사율을 측정하고, 일정 지역 내에서 측정된

반사율은 항상 같은 벡터 방향을 갖는 다는 가정을 통하여

영상 내 빛의 반사율을 구한다
[8]. 전달량은 영상의 깊이와

조명 성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된 반사율을 이용하

여 전달량을 구하고, ICA를 이용하여 영상을 복원한다. 이
방법은 성능에 비하여 복잡도가 매우 높다.

He 가 제안한 Dark Channel Prior(DCP)에서는 안개가

없는 영상에서 일정한 윈도우 내 RGB 값의 최솟값은 아주

낮은 값을 갖는 특징을 이용하여 Dark channel을 구하고, 
또 Dark channel로부터 Airlight와 전달량을 구한다

[9]. DCP
는 비교적 정확한 전달량을 구할 수 있지만 엣지 값이 손실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soft-matting 기법을 이용한다. 하
지만 이 기법은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메모리가 필

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한 것이 Gibson 이 제안한

MDCP 방법이다
[10]. 일정한 윈도우 내에 최솟값 대신 중간

값을 이용하여 엣지를 보존하고 계산 시간을 단축 시켰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RGB 색 공간에서 안개 화소들의

contrast를 향상시켜 안개를 제거한다. 그러나 기존의 알고

리즘은 luminance와 색상을 분리하지 않고 luminance의
contrast를 증가 시키는 만큼 색의 성분을 고려하지 않고

색상의 contrast, 즉 채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Airlight의
색상이 luminance와 동일하지 않으면 안개 제거된 화소의

색상이 왜곡된다. 기존의 방법에서 contrast를 많이 시킬수

록 색상의 왜곡이 많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이 발생 시키는 색의 왜곡 현

상을 현저히 줄이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HSI 영역에서 기존의 안개 제거 방법을 분석하여 안개 제

거 영상의 색상의 왜곡을 측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
안하는 방법은 제시된 모델로 기존의 안개 제거 기법이 채

도를 변화시키면서 색상을 왜곡하는 정도를 구하여 그 왜

곡을 보상한다. 제안한 방법은 HSI 색 공간에서 기존 방법

에서 Contrast 향상을 유지하면서 색상을 보정하여 안개 제

거시 발생되는 색의 왜곡 현상을 현저히 줄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에 사용

되는 DCP와 MDCP와 기존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3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으로 색상 왜곡을 보정하고, 4장에서

는 실험을 통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측정, 평가 하고, 5장
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기존의 연구

1. 안개 제거 모델

그림 1은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이 사람의눈이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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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상 획득 모델
Fig. 1. Image acquisition model

에 도달하는 모델을 도식화 한다. 사람의 눈이나 카메라에

들어오는 입력 영상은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도달하는 빛의

양과 대기 중에 산란되어 도달하는 빛의 양으로 나누어진

다. 에 위치한 픽셀의 값을 라 하면 다음과 같

은 computer vision모델이 성립된다.

 물체로부터반사된빛의양대기중에산란된빛의양


(1)
  

   
는 Contrast나 색상의 저하가 없는 영상이다. 는

Airlight로 영상 내 전역적으로 퍼져 있는 대기 값이고, 
는 빛 전달량(transmission)이다. 는 물체로 부

터의 거리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감소하는

지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될 수 있다.   

   (2)  

식 (2)에서 는 대기의 산란 계수이고, 는 물체로

부터의 카메라의 거리이다. 안개제거의 목적은 입력된 영

상 으로부터 A와 를 측정하여 안개가 없는

영상 구하는 것이다. 식 (1)로부터 안개가 없는 영

상 은 다음과 같다. ∈

  


 (3)

  

2. Dark channel Prior, Median Dark channel Prior

일반적으로 안개가 적게 낀 지역의 영상 신호들은 Con- 

trast가 높기 때문에 화소 각 RGB 각 성분의 최댓값과 최솟

값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He는 영상의

안개의 정도를 나타내는 map을 구하기 위하여 Dark chan-
nel prior(DCP)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특정한 크기

의 윈도우(×)에 존재하는 화소들의 RGB 성분에서 최

솟값 중에서 window내 최솟값으로 해당 윈도우의 Dark 
channel 값을 구한다. 따라서 윈도우(×) Dark channel
의 map은 다음과 같이 된다.

 
min

∈
min

∈   (4)  

일반적으로 빛의 산란에 의해 안개가 많은 지역은 높은

화소 값을 가지고, 안개가 적은 지역은 낮은 화소 값을 갖는

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안개가 없는 영상은 Contrast가

높아  가 낮은 값을 갖지만흐린날씨나 안개가 존재하

는 지역의 경우 빛의 산란으로 인하여 Contrast가 낮아지고

 는 에 위치한 화소 값과 비슷한 값을 갖는다. 
H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DCP로 구한 전달량 맵을

만든다. Airlight는 영상의 DCP 중 상위 0.1%의밝기를 가

지는픽셀들 중 영상 내 가장밝은픽셀의 값으로선택된다. 
RGB각 채널의 최솟값을 취하고, 윈도우(×)의 최솟값

을 취하면 항은 0에 가까워진다. 이를 근거로 빛의

전달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min

∈
min

∈ 

 
 (5)

  

 는 R,G,B 각 채널의 Airlight로 영상의 가장 불투명

한 화소이다. 일반적으로 화소의 최상의 값이 대기 값이

될 수 있으나 흰색 빌딩이나 자동차와 같은 인위적인 물

체의 화소 값이 최상위 값이 될수 있기 때문에 상위 0.1% 
밝기의 화소를 Airlight로 정한다. 기존 방법은 가중치 

로 안개 제거 양을 조절한다. DCP에서는 0.95로 설정한

다.
식 (5)를 이용해 전달량 맵 생성 시 DCP는 영상의 세밀

한 영상의 신호와 상관없이 윈도우(×) 내 최솟값으로

전달량 맵을 만들기 때문에 엣지의 주변 픽셀들의 전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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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슷한 값을 갖게된다. 따라서 엣지근처에서는 측정된

전달량과 안개 영상의 엣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엣지 부분

에서는 정확하게복원되지 않고후광효과(halo effect)가 생

긴다. DCP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soft matting 기법을 이

용해 원영상과 엣지 정보를 일치 시키지만 계산 과정이 복

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Median Dark Channel Prior(MDCP)는 DCP에서 속도를

개선한 알고리즘이다. MDCP는 윈도우(×) 내 최솟값

대신 중간 값을 이용한다. 중간 값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큰 엣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세밀한 엣지는 부드럽게 처리

되어 DCP에서의 엣지 일치 과정(soft-matting 기법)을 생략

하고 복원 시간은 단축시켰다. 그러나 나뭇가지나 나뭇잎

과 같은 세밀한 엣지가 부드럽게 되어 후광효과가 완벽하

게제거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MDCP의 전달량 맵 구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


∈
min

∈ 

 
 (6)  

3. 빛의 산란

Rayleigh 이론은 직진하는 빛은 투과하는 입자의 파장, 
크기에 따라 산란되는 정도가 다르다

[12]. 입자가 매우 작을

때는 그림 2와 같이 전방위로 산란이 발생한다. 입자가 작

을 때 산란된 빛의 intensity는 아래와 같다.

그림 2. 입자 크기에 따른 빛의 산란
Fig 2. Light scattering

 


· cos (7)  

는 입사하는 빛의 intensity, 는 입자를 통과하는 빛

의 각도가 일 때, 산란되는 빛의 intensity, 는 빛의파장, 
는 입자의 물리적인 계수이다. 그러나 안개와 같이 입자

가 클 경우 그림 2와 같이 빛의 입사 방향과 순방향일 때

intensity가 가장 크다.

4. 기존 방법의 문제점

그림 3(a) 는 기존 방법을 RGB 색 공간에 도식화 한 것이

다. 안개낀화소  와 안개 제가 된 화소  의관

계는식(3)으로부터       와

같다. 따라서 그림 3.(a) 에서 보듯이 기존 방법의 안개 제거

방법은 RGB 공간에서 Airlight와 안개 화소를잇는직선상

에서 안개 화소들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화소간의 거리를

증가 시킨다. 안개 영상은 화소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화소

들의 변화가 적어 Contrast가 낮고 가시성도 낮다. 반면에

안개가 제거된 영상들은 화소간의 거리가 높아서 Contrast
가 높아진다. 
기존 알고리즘은 RGB 색 공간에서 안개 제거를 수행하

기 때문에 색의 정확도(Color Fidelity)와 채도(Saturation)
을 알 수 없다. 색의 정확도를 알기 위해 기존 알고리즘의

화소의 변화를 HSI 공간에서관찰한다. RGB공간에서 HSI 
공간으로 변환 수식은 아래와 같다.

  i f≤
 i f 

  cos














 







  
min

  



(8)

  

RGB 성분의 값이 동일한 화소가 HSI 공간으로 변환되

면 S는 ‘0’이 되어 HS 평면에서 원의 중심에 위치한다. 반



144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8권 제2호, 2013년 3월 (JBE Vol. 18, No. 2, March 2013)

그림 4. 기존의 기법에서 발생되는 안개 제거 강도에 따른 색깔 왜곡 현상 (a) 안개영상 (b) MDCP로 안개를 제거한 영상(w=0.80)  (c) MDCP로 안개를
제거한 영상(w=0.95)
Fig. 4 (a) Fog image (b) Dehazed image by MDCP(w=0.80) (c) Dehazed image by MDCP(w=0.95)

(a) (b)

그림 3. RGB 칼라 공간에서 기존 안개 제거 모델(a), 기존 알고리즘의 HS 평면에서 도식화 모델(b)
Fig 3. Conventional dehazing method in the RGB color space(a), Conventional method in HS space(b)

면에 RGB 성분의 값이 동일하지 않으면 S가 ‘0’이 되지

않아서 HS 평면에서 중심에 위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RGB 성분의 빛은 파장이 따라서 안개 입자에 의하여 산

란되는 정도가 다르다. 때문에 측정된 Airlight가 되는 화

소의 RGB 성분의 값은 동일하지 않아서 HS 평면에서 중

심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림 3.(b)는 기존 알고리즘을 HS 
공간에 도식화 한 것이다. 기존 알고리즘은 Airlight 화소

와 안개 화소를 잇는 직선상에서 안개 화소들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안개를 제거한다. 안개 화소의 색은 HS 평면

의 중심과 안개 화소가 이루는 각이 된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은 안개 영상의 contrast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Airlight 
화소와 안개 화소를 잇는 직선상으로 변화를 시키기 때문

에 원래 안개 화소의 색을 왜곡 시킨다. 그림에서 왜곡된

색의 정도는 ∆가 된다. ∆는 contrast를 증가시킬수

록 커진다.
그림 4.(a)는 안개 영상이고, (b)는 기존 알고리즘에서

w=0.80 일 때 안개를 제거한 영상이고, (c)는 기존 알고리

즘에서 w=0.95일 때 안개를 제거한 영상이다. 기존의 방법

으로 안개를 제거했을 때 전달량의 가중치에 따라 안개가

제거되는 비율이 달라진다.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은 안

개가 제거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색의 왜곡이 많이 발생하

여 백조와 같은 하얀물체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색

의 왜곡이 발생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색의 왜곡의 정도

는 안개 제거를 강하게 할수록 더욱 발생된다. 



엄태하 외 1인 : HSI 색 공 간 색상 보정을 이용한 안개 제거 알고리즘 145
(Tae Ha Um et al. : Dehazing in HSI Color Space with Color Correction)   

Ⅲ. 제안하는 색상 보정 기법

본 절에서는 기존의 방법에서 발생되는 색 왜곡 현상을

보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HS 평면에서 화소의 위치를 색

상과 채도의 극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HS 평면에서 채도

( )는 극좌표에서 채도가 ‘0’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

타내고, 색상(H)은 색을 나타내는 각이다. H=0인 경우 빨

간색이 된다. 그러므로 HS 평면에서 임의의 화소의 위치

좌표는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는 HS 평면에 안개 제거의 과정에 따른 화소의 위

치의 변화를 극좌표 표시한 것이다. 임의의 화소의 위치좌

표는 로 나타낼수 있다. 그림에서 안개 화소의 위치

는   이고 기존의 기법으로 안개가 제거된 화소

의 위치는      이다.

그림 5. 색상 보정 모델
Fig. 5. Color correction model

Airlight를 중심으로 안개화소와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안

개가 제거된 색상과 채도의 변화량을 각각 ∆과 ∆라

하면 다음과 같다.

∆  (9)  

∆    (10)  

안개 화소의 원래 색상은 안개 화소가 나타내는 색상과

같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안개가 제거 된 화소의 색도는

일 확률이 가장 높다. 기존의 안개 제거 방법은 안개가

제거된 색상의 채도를 가 되게하여서 기존의 안개제거

방법에서 왜곡되는 색상의 정도는 ∆일 확률이 가장 높

다. 이를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의 알고리즘에서 채도의 변화량 ∆를 유지하면서 왜곡된

색상 ∆를 보상하여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이다. 즉, 색상

이 보상된 화소의 위치는 안개 화소의 색상 방향으로

채도를 ∆만큼 변화시킨 것이다. 그림 5에서 색상이 보

상된 안개 제거 화소의 위치는 가 되면 의좌표는 다

음과 같이 된다.

     ∆  (11)  

여기서삼각형 의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s∆·cos (12)

 ·cos∆·cos (13)

∆  ·cos·cos (14)

식(11), (12), (13)의 양변에 각각  ,  , ∆를곱하면

아래와 같다.


 ··cos·∆·cos (15)


 ··cos·∆·cos (16)

∆ ∆··cos∆··cos (17)

식 (14)와 식 (16)의 차를 구한 후, 식 (15)와 합을 하여

∆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  ···cos (18)

Ⅳ. 실험 결과

그림 6.(a)는 원본 안개 영상이고, (b)는 기존의 알고리즘

(MDCP)으로 안개를 제거한 영상, (c)는 제안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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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본 영상 (b)MDCP ©제안한 알고리즘

그림 6 (a) 원본영상, (b) MDCP로 안개를 제거한 영상, ©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안개를 제거한 영상
Fig 6. (a) Original Fog images, (b) Dehazed images by MDCP, © Dehazed images by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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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색상을 보정한 영상이다. 기존의 알고리즘으로 안개

를 제거하면 안개가 제거된 영상의 하늘 영역은 여러 색상

이 나타난다. 하늘 영역이 넓게 분포한 지역은 안개 제거

후붉게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붉은 색은 빛의파장이

길어 산란 정도가 적게되어 안개 영상에서 가장 많은 정보

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 번째 호수 영상에서는 기존

의 알고리즘으로 안개를 제거하게 되면 백조의 색상이 노

란색으로 변하는 색상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백조의 색상

이 노란색으로 왜곡되는 이유는 측정된 airlight의 색상이

파란색이고 백조의 색상의 밝기가 airlight보다 높다. 따라

서 기존의 방법에서처럼, HS 평면에서 airlight와백조의 색

상의 일직선 방향으로 채도를 증가시키면 백조에 속한 화

소의 색상이 노란색 방향으로 왜곡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맥 영상과 섬 영상에서도 기존 알고리즘으로 안개를 제

거한 영상은 측정된 Airlight에 따라 색상의 왜곡과 채도의

변화량에 의해 하늘 영역의 색상이 노란색, 보라색, 또는

붉은색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그림 6.(c)의 영상은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색상을 보정한

영상이다. 결과영상에서 하늘 영역의 색상들의 변화가 적

어졌다. 호수 영상에서 백조의목 주위에 약간의 노란색이

남아 있으나, 대부분의 색상의 왜곡을 감소시켰다. 약간의

노란색이 남아 있는 것은 안개 화소가 아주미세한 노란색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맥영상과섬영상에서는

하늘 영역에서 색상 보정을 통해 다양한 색상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안개 영상에서 안개가 짙을수록 산란 정도가 많아져서

원색을 알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안개 화소가 갖고 있는

색상이 원색일 확률이 높다.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안개

가 짙은 지역 또는 흰색 물체는 전달량이 낮게 측정되어

채도의 변화량이 높아진다. Airlight와 안개 화소가 일직

선 방향으로 채도의 변화량이 높아지면 ∆  의 값이 높

아져서 색상의 왜곡이 많이 발생한다. 기존 알고리즘의

색상 왜곡은 채도의 변화량(∆ )이 적을 때는 왜곡의 정

도가 작지만 채도의 변화량(∆ )이 클 때는 왜곡의 정도

가 커진다. 

Ⅴ. 결 론

기존의 알고리즘은 Airlight와 RGB성분의 연관성이 고

려되지 않아 색상이 왜곡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HSI 색 공간에서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HSI 영역에서 기존의 안개 제거 방법

을 분석하여 안개 제거 영상의 색상의 왜곡을 측정하는 모

델을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제시된 모델로 기존의

안개 제거 기법이 채도를 변화시키면서 색상을 왜곡하는

정도를 구하여 그 왜곡을 보상한다. 제안한 방법은 HSI 색
공간에서 기존 방법에서 Contrast 향상을 유지하면서 색상

을 보정하여 안개 영상의 원본 색상을 확률적으로 가장잘

유지한다. 그러나 색상의 왜곡은 물체가 받는 태양광의 각

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인간이 왜곡된 색상을 인지하

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객관적인 색상 평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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