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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영상의 블럭 결함 제거와 변위 맵을 이용한 평가

권 오 설
a)‡

Reduction of Block Artifacts in Haze Image and Evaluation using 
Disparity Map

Oh-Seol Kwona)‡

요 약

안개 영상은 영상의 대비가 밝은 영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영상의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안개 제거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개가 포함되기 전 상태의 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

영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변위 정보를 이용하여 안개 영상을 생성함으로써 정량적으로 오차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이때 은닉 랜덤 마코프 모델(HRMF)에 기반한 기대값 최대화(E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블록 결함을 제거하였

다. 다양한 합성영상 및 자연영상에 대하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e case of a haze image, transferring the information of the original image is difficult as the contrast leans toward bright 
regions. Thus, dehazing algorithms have become an important area of study. Normally, since it is hard to obtain a haze-free 
image, the output image is qualitatively analyzed to test the performance of an algorithm. However, this paper proposes a 
quantitative error comparison based on reproducing the haze image using a disparity map. In addition, a Hidden Random Markov 
Model and EM algorithm are used to remove any block artifact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confirmed using a 
variety of synthetic and natural images.

Keyword : Haze removal, image enhancement, disparity map.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잡음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의 요소

들은 영상의 정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외부 영

상의 경우 태양광 및 날씨에 따라 영상 정보는 불안정해지

게 된다. 이 중에서 안개 영상은 빛이 흡수 및 산란되는 과

정에서 색 정보 및 깊이 정보가 달라져 영상 분야에 응용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안개 영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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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안개를 제거하는 알고리즘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

어 왔다
[1-2].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한 장의 영상만을 이용하여 안개

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제약을 두던 과거 방법에

비해 현실적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 Tan[3]은 안

개가 있는 영상은 낮은 대비(contrast)를 가진다는 특성과

안개에 의한 영향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이용

하여 안개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과도한 대비

증가로 인하여 일부 영역에서 포화 현상이 일어나며, 후
광 효과(halo effect)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Fattal[4]

은

일정 영역 안에서 반사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일
반적으로 안개가 없는 영상의 벡터 방향은 일정한 반사

율에 비례한다. 또한 빛의 전달량은 안개의 밀도와 깊이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ICA(Inde- 
pendent Component Analysis)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안개가 짙은 영역에서는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반사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적용되지 않

는 영상의 경우 알고리즘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된다. 다
음으로 He는 Dark Channel Prior(DCP)를 이용한 안개제

거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5]. 이 방법은 안개가 없는 깨

끗한 영상에서 일정 구간 내에 적어도 한 채널의 화소는

항상 0에 가까운 밝기를 가진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가정은 대부분의 영상에서 적용되며, 매우 깨끗

한 결과영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He 방법을 이

용할 시 패치 기반의 처리 방법 때문에 일부 영역에서는

블록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

해서 최근에 He는 Guided Filtering 방법을 제안하여 블록

현상의 문제점을 볼 수 보완하였다
[6]. 그러나 이러한 알

고리즘의 성능 향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결과를 입

력 영상에 대한 결과 영상의 분석인 정성적인 방법에 의

존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안개가 제거된 원본 영상

을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위 정보를 이용하여 안개 영상을 생성

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복원된 영상에 대한 오차를 계산

함으로써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통해 안개 영상을 제

거하는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은닉 마코프

모델 기반의 기대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영상의

블록 결함을 최소화하고 디테일 개선을 향상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합성 영상

및 자연 영상에 대한 실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

수성을 평가하였다. 

Ⅱ. DCP 방법을 이용한 안개 제거

한 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할 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개 모델링 식을 이용한다.

   (1)

여기서 는 안개가 포함된 영상이며,  안개가

없는 원본 영상의 밝기값을 뜻한다. 는 대기광을 나타내

며, 는 전달량(transmission)으로 산란되지 않은 빛이

카메라로 도달된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수식 (1)은 R,G,B 
각 채널에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안개 제거를 위해 기본적으로 Dark 

Channel Prior(DCP) 방법을 이용한다. DCP 방법의 기본적

인 개념은 안개가 없는 깨끗한 영상의 경우, 일정 구간 내

적어도 한 채널의 화소는 항상 0에 가까운 밝기를 가진다는

것이다.

  


 min
∈

min
∈

  (2)

식 (2)에서  는 의 컬러 채널을 의미하고 는 x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 구간을 의미한다. 관측에 의해 하늘 영

역을 제외한 영역에서의  는 대부분 0의 값을 가진다. 

즉,  ≈  이라고 놓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A가 주

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정 영역 에서의 전달량 또

한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다. 영역에서의 전달량을 라 하

고 식 (1)에 min 연산자를 취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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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

 
min

∈
   (3)

위 식을 A로 나눠주면

min
∈ 

  
min

∈ 

   (4)

그리고, 위 식을 rgb채널에 따라 min 연산자를 취하면 다

음과 같다.

      



min

  min
∈ 

  




min

  min
∈ 

  





(5)

         
식 (2)와 관측에 의해 가 들어간 항을 0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최종적으로 안개 영상의 전달량 를 아래

와 같이 얻을 수 있다.





min

  min
∈ 

   (6)

따라서 안개제거는 입력 영상 로부터 와 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본 영상의 밝기값 를 구하는

과정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패치 기반으로 처리

하기 때문에 영상의 경계와 불일치하는 블록문제가 발생하

(a) (b) 

그림 1. 블록 결함의 예; (a) 안개 영상, (b) DCP 방법
Fig. 1.  Example of block artfiact; (a) haze image and (b) DCP method

게 된다. 그림 1은 DCP 방법에 의한 안개 영상 복원시 발생

하는 블록 현상 및 제안한 방법에 의해서 블록 현상이 제거

된 예를 보여주고 있다. 

III. HMRF-EM을 이용한 전달맵 수정

 안개 영상에서 추정된 전달맵에서 블록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HMRF-EM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 알고리즘은 확률모델에 기반하여 DCP 방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블록결함을 가우시안 필터링을 수행함으로써

블록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입력 영상을 수식화 한다. 먼저, 전달맵의 밝기 에

대한 영상   …이 있다. HMRF를 이용해 우리

는 수정된 전달맵   …의 배열을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7]. 

∗ 
arg


  (7)

이때, ∈이며 L은 밝기의 모든 가능한 수이다. 또한

사전 확률 는 Gibbs 분포이며, 공동 우도 확률은








 (8)

위 식에서 는 변수 
 

의 가우시안

분포이다.  ∈ 은 EM 알고리즘을 이용해 얻은 변

수집합이다. 변수집합을 구한 후     변수를 이용

하여 가우시안 분포 함수 를 나타내면,




 










 




. (9)

HMRF-EM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 가지의 가

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사전 확률 분포를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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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위 식에서 는 이전 에너지 함수이다. 두 번째가정

은 다음의 수식이 이용된다.










 ′



(11)

두 가정을 이용해서 HMRF-EM 알고리즘을 정의한다. 

처음으로 초기 변수  을 설정한다. 그리고 확률 분포

  를 계산한다. 설정해 두었던  을 이용

하여 수정된 전달맵을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이진 영상 기

반의윤곽선검출을 통해 번째화소가 경계선이면    , 

그렇지 않으면 0인 이진 경계 맵 가 있다고 가정하면 아래

와 같이 식을 이용하여 안개 영상의 전달량을 수정할 수

있다. 


 

arg
∈






∑
∈ 





. (12)

Ⅳ. 실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변위 맵을

이용한 안개 합성 영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안개 영상

복원에 대한 정량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림 2는 변위

맵을 이용한 안개 영상의 생성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장

면의 전달맵을 생성하기 위하여 영상의 변위 맵을 수정한

다. 이때 영상 및 그에 해당하는 변위 정보는 Hirschmller 
et al.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8]. 변위 맵을 밝기에 따라 반비

례하게 적용함으로써 전달맵을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원본 영상에 적용시키면 가중치에 따라 그림 2(c) 및
2(d)와 같은 안개 영상이 생성된다. 이때 감마는 안개의

정도를 조절하는 지수 변수로써 감마가 커짐에 따라 안개

가 짙어지게 된다. 그림 3은 DCP 방법 수행시 발생한 블

 

(a) (b)

 

(c) (d)

그림 2. 변위맵을 이용한 안개 생성; (a) 원본 영상, (b) 변위 맵, (c) 안개
영상( ), (c) 안개 영상( )
Fig. 2.  Creation of haze image using depth map; (a) haze-free image, 
(b) disparity map, (c) haze image( ), and (d) haze image
(  )

 

(a) (b) 

 

(c) (d) 

그림 3. 블록 결함 제거 비교; (a) DCP 방법, (b) 제안한 방법, (c) (a)의
확대, (d) (b)의 확대
Fig. 3.  Comparison of block artfiact reduction; (a) DCP method, (b) 
proposed method, (c) zooming of (a), and (d) zooming of (b)

록 결함이 제안한 방법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확대된 영상에서 보듯이 제안한 방법은 패치 기반

의 방법에 의해 발생된 블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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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 결과 영상 비교 (a) 안개 영상 (b) DCP 방법 (c) Guided 필터링 (d) 제안한 방법
Fig. 4. Comparison of result images; (a) input image (b) DCP method (c) Guided filtering, and (d) proposed method.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4에서 각각의 알고리즘에

의한 안개 제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각적으로 보

기에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개가 포함되지 않

은 원본 영상과의 오차를 그림 5와 같이 계산하였다. 그림

5는 각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오차 영상을 반전시킨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DCP 
방법의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두 번째 줄의 왼쪽 벽면을 살펴보면 Guided 필터링에 비

해 제안한 방법이 오차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영상의 중앙 상단 부분에서도 DCP 방법 및

Guided 필터링 방법에 비해 제안한 방법의 성능이 향상됨

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RGB 공간에서 평균 오차를 계산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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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오차 반전 영상; (a) DCP 방법 (c) Guided 필터링 (d) 제안한 방법
Fig. 5. Comparison of inverted error images; (a) DCP method (c) Guided filtering, and (d) proposed method

 DCP method Guided filtering Proposed
Image 1 5.2959 5.2960 5.2836
Image 2 4.7651 4.7434 4.7044
Image 3 4.4898 4.3766 4.3384
Image 4 7.9433 7.9925 7.9968

표 1. 정량적인 오차 비교
Table 1.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ree algorithms

4 가지 실험 영상에서 전반적으로 제안한 알고리즘의 오

차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은 알고리즘에 따라

전달량 추정을 비교한 결과이며표 2는 영상 전체의 전달량

오차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전달

량의 결과를 분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균일한 깊이 맵에

서는 에지가 감소할 때 우수한 결과이며, 경계영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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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6. 전달맵 추정 결과 (a) DCP 방법 (b) Guided 필터링 (c) 제안한 방법
Fig. 6. Comparison of transmission maps; (a) DCP method (b) Guided filtering, and (c) proposed method.

에지가 강조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러한 현상이 서로 상충하여 각 알고리즘의 결과에 나타나

기 때문에 일부분을 분석함으로써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결과 영상에서 경계영역이 아니라, 균일

변위 영역이 더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쉽다는 점이다. 마지

막으로 자연 영상에 대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결과가

그림 7에 나타내었다.  Fattal의 방법은 일부 포화되는 영역

이 발생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반면, 제안한 방법은 안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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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연 영상의 안개 제거 (a) 입력 영상, (b) Fattal 방법 (c) Guided 필터링 (d) 제안한 방법
Fig. 7. Dehazing results for natural images (a) input image, (b) Fattal’s method, (c) Guided filtering, and (d) proposed method

 DCP method Guided 
filtering Proposed

Transmission 
error (J) 35.85×10-3 35.80×10-3 35.87×10-3

표 2. 전달량에 대한 정량적인 오차 비교
Table 2. Quantitative comparison of transmission errors

거에 의한 대비 효과 개선 시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대비

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DCP 방법에 의한 안개 영상 복원

시 발생하는 블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MRF-EM 알
고리즘을 이용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변위 맵을 이용하여 안

개 영상을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전달량 추정 및 안개 제거

결과 단계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험 결

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이 기존 알고리즘에 비해 성능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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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였으며, 다양한 합성 영상 및 자연 영상에 대한 결과

영상에서 시각적인 대비의 개선 및 화질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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