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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윈도우 크기를 적용한 다크 채널을 결합하여 전달량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고속 고품질의 안개
제거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soft matting 기법이나 유도 필터를 도입한 dark channel prior(DCP) 기반의 안개 제거 방법은 계산 복
잡도가 높아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후광 현상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후광 현상은 개략적으로 추정
된 전달량과 실제 전달량 사이의 오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제거해야 할 안개의 양을 잘못 추정하여 영상에서 안개가 잔존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후광 현상은 복원 영상의 품질을 열화시키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효과적으로 전
달량을 추정하여 만족할 만한 품질의 복원 영상을 획득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전달량 정련 절차를 생략하여 고속의 보정이 가능케 하

였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윈도우 크기를 적용한 다크 채널(dark channel)의 차분 영상을 이용하여 후광 영역을
예측한다. 이와 같이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두 다크 채널을 결합하여, 이중 다크 채널에 기반하여 전달량을 추정한다. 기존의 다크
채널의 경우, 다크 채널 연산을 수행한 이후에 복원 영상에서 블록 현상이나 복원 영상의 밝기가 감소하는 문제를 갖는 것에 비해, 제
안하는 다크 채널은 다크 채널 연산 이후에도 영상의 경계가 잘 보존되며 복원 영상의 밝기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제안하는 다크
채널을 기반으로 추정된 전달량을 통해, 후광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추가적인 전달량 정련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그 결과, 
640 × 480 크기의 영상 기준으로, 복원 영상의 품질은 개선함과 동시에 기존 방법 대비 14.2배의 속도 향상을 달성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high-speed and high-quality haze removal method based on dual dark channels. In the conventional 
method, the halo artifacts are suppressed by the additional transmission refinement, but the transmission refinement is 
computationally intensive and the quality of the haze removal is sometimes unsatisfactory because of the residual halo artifacts. In 
the proposed method, the transmission is estimated with the mixture of the two dark channels with different window size. By 
mixing the two dark channels so as to avoid the halo artifacts, the proposed method realizes a high-quality haze removal even 
without the transmission refinement.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quality of the results by the proposed method is 
superior to those by the conventional method and the speed of the haze removal is about 14.2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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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보안이나감시등을목적으로주변환경에대한정보

를얻기위해감시카메라나차량용카메라등이널리활용되

고있다. 위와같은카메라시스템은그특성상대부분실외
환경에설치되어있다. 그런데실외환경에서획득되는영상
은안개, 연기나먼지등과같이대기중에존재하는물질들로
인하여품질이열화될수있다. 특히, 영상내물체의색상이
나움직임을바탕으로객체를검출하고추적하는컴퓨터비전

등의 분야가 응용된 영상 처리 시스템의 경우, 안개 등으로
인한영상의품질열화가치명적인결함을유발할수있으므

로 신호 처리를 통해 영상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인안개제거방법으로, dark channel prior(DCP)에
기반한방법[1]이있다. DCP란, 안개가없는맑은날에촬영
된 실외 영상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영상 내에서
하늘을제외한영역에속한픽셀에대하여, RGB 채널공간
상의 값 중 최소한 하나는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DCP에기반한방법은원본영상만을사용하여대기
강도와전달량을추정하고, 이를통해복원영상을획득한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추정된 전달량을 바탕으로 획득한 복원

영상의 경우, 하늘과 같이안개가 짙은 영역과물체 영역이
만나는 경계에서 후광 현상(halo artifact)이 발생한다. 후광
현상이란, 추정된전달량과실제전달량사이의오차로인해
복원영상에서안개가완전히제거되지못하고남아있는현

상으로, 이로 인해 복원 영상의 품질이 열화된다.
복원 영상에서보이는 후광 현상을억제하기 위하여, 개
략적으로추정된전달량을추가적으로정련하는방법이있

다. 전달량정련과정에 soft matting 기법을도입하는방법
[1]이 제안되었으나, 보정 절차가 복잡하여 고속의 안개 제
거를 수행하기에는제한이따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
대적으로 복잡도가 낮은유도 필터(guided filter)를 도입한
방법[2]이 제안되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3-6]. 그러나유도필터를도입한방법역시, 여전히연산복
잡도가 높고 보정 이후에도 후광 현상이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최근다크채널연산이후에추가적으로전달
량을정련하는방법대신에기존다크채널연산과정을변

형하여전달량정련과정을간소화하는방법에관한연구들

이이뤄지고있다[7-8]. 다크채널연산과정중에국부영역에
최소값필터를적용한이후에경계가소실되는정도가크므

로, 최소값필터 대신에중간값 필터를적용한 방법[7]이그

중하나이다. 중간값필터는주어진윈도우내의값들을크
기순으로정렬한후, 중앙값을선택하기때문에임펄스성잡
음제거에우수한동시에경계를보존하는특징이있다. 다
른 방법으로는, 국부 영역 내에 필터링을 수행하기 이전에
경계선검출하고, 이에따라경계보존필터(edge-preserving 
filter)를적용하거나혹은국부영역내의각픽셀값의가중
치를 달리하여 평균값 필터를 적응적으로 적용하는 방법[8] 
등이있다. 하지만이러한방법들은, 영상의경계를보존하
기위한목적으로윈도우의크기를작게할경우에복원영

상의밝기가어두워지는현상이발생하므로, 이에대한추가
적인 보정을 수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밖에, 픽셀을대상으로 하여 안개제거를 수행하는 방
법[9]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각 픽셀을 대상
으로안개제거를수행하므로영상내의경계보존이 가능

하고수행속도가빠르다는장점이있지만, 후광영역에대
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후광영역에 기반하여서로다른 윈도우크기

를 적용한 다크 채널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속
고품질의안개 제거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윈
도우 크기가 서로 다른 두 다크 채널의 차분 영상과 후광

영역이상관 관계가 크다는 점을 바탕으로, 차분영상으로
부터후광영역을예측한다. 예측결과에따라두개의다크
채널을결합하며, 이와같은이중다크채널을바탕으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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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량을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영상의 경계 유무에 관한
조건을고려함으로써전달량에포함된오차를감소시켜추

가적인 전달량정련과정없이도만족할 만한 품질의복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후광 현상을 억제하여
복원 영상의 품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높은 연산 복잡도를
갖는전달량 정련 과정을생략하여 고속의안개제거를수

행할 수 있다.
본논문의나머지구성은다음과같다. Ⅱ장에서는안개제
거방법에대한배경지식을설명하기위하여안개영상모델

링과 DCP 기반의안개제거방법에대해설명한다. Ⅲ장에서
는본논문에서제안하는이중다크채널에기반한안개제거

방법을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의
결과를제시하고, 각방법의연구 결과를비교및고찰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배경 지식

1. 안개 영상 모델링

안개가 있는 영상에서 안개를 제거하기 위한 신호 처리

과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개 영상을 모델

링한다[10-13]. 

( ) ( ) ( ) ( )( )1c c cI J t A t× -×= +x  x x  x (1)

여기서, Ic(x)와 Jc(x)는각각 RGB 채널로구성된안개낀
원본 영상 I와 안개가 제거된 맑은 날의 영상 J의 c∈{r, 
g, b} 채널 중, 좌표 x에서의 픽셀 값을 나타낸다. Ac는

RGB 채널에 대한 대기 강도 A(atmosphere light) 중 c∈{r, 
g, b} 채널에서의값을의미하며이때 Ac는 c채널에대하여
영상전체에서균일한 값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t(x)는 x를
중심으로 하는 국부 영역 Ω(x)에서의 전달량 t(trans-
mission)의 값을 뜻하며, 본 논문에서는 t(x)를 t와같은형
식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위의모델링을통한일반적인안
개 제거 방법은 주어진 안개 영상 I만을 사용하여 안개 강
도 A와전달량 t를추정하고, 이를바탕으로안개가제거된
영상 J를 획득하는 것이다.

2. DCP 기반의 안개 제거 방법

대표적인 안개 제거방법으로 DCP 기반의 방법이있다. 
DCP란, 맑은 날에 촬영된 실외 영상에서 하늘을 제외한
영역에 속한 픽셀에 대하여, RGB 채널 공간상의 값중 최
소한 하나는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는 통계적 특성을 일
컫는다[1]. 그림 1(a)은 DCP 기반의 안개 제거 방법의 흐름
을 보인 것으로, 일반적인 DCP 기반의 방법은 원본 영상
I만을바탕으로대기강도 A와전달량 t를추정하여안개가
제거된 복원 영상J을 획득한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추정
된 전달량을 통해 획득한 복원 영상에서는 잔존하는 안개

로 인한 후광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전달량 정련 과정이 수반된다. 

 다크 채널 연산(dark channel operation)은 DCP를 기반
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min min ( )c

dark

c r g b
P P

Î ÎW
=

y x
x y (2)

여기서 Pdark을 Pc의 다크 채널(dark channel)이라 하며, 
(2)에 따라 Jc의 다크 채널 Jdark나 Ic의 다크 채널 Idark등 도

구할수 있다. 국부 영역 Ω(x) 내에서 전달량 t는일정하다
고 가정하고 (1)에 다크 채널 연산을 수행하면, 안개가 없

는 영상 J에 대하여 ( ) 0darkJ »x 인 특성에 의해 Jc(x)·t(x) 
항이소거된다. (1)의다크 채널을통하여개략적으로추정
된 전달량을 t'(x)라 하면, t'(x)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 )
{ , , } ( )

' 1 min min ccc r g b
t I Aw

ÎWÎ
= - ×

xy
x y (3)

여기서상수 ω는복원영상에서의안개의양을선택적으

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근감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되
었다. 

 위와 같이 (3)를 바탕으로, 다크 채널을 바탕으로 추정
된 전달량 t'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대기 강도 A를 알아
야 한다. 그러나 실제 대기 강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각각의 RGB 채널공간상에서 각각의 Ac 값
이대체로일정하다고가정한후, 다음과같은과정을통해
개략적으로 추정한다. 먼저, 원본 영상에 대한 다크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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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Idark에서 상위 0.1%에 해당하는 픽셀들을 선정한 다
음, 해당 픽셀들과 대응되는 위치에 놓인 원본 영상I의 픽
셀들 중 가장 밝은 픽셀 값을 A값으로 선택한다[1]. 이와
같이 추정된 A를 바탕으로, (3)를 통하여 전달량을 추정한
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략적으로 추정된 전달량과 실
제전달량사이에오차가있을경우, 복원영상에서잔존하
는안개로인한후광현상이 발생하여영상의 품질이열화

된다. 따라서, soft matting 기법이나 유도 필터를 도입하여
개략적으로 추정된 전달량 t'을 정련하는 과정을 추가적으
로 수행하여 후광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1-2]. 전달량 정련
과정은 다크 채널 연산 이후에영상의경계가 소실되는것

을개선하여, 보다정교한전달량추정이가능케하여후광
현상을억제한다. 최종적으로정련된전달량 t를통해아래
와 같이 J를 획득한다.

( ) ( )0( ) ( ) max ( ),c c c cJ x A A I x t x t= - - (4)

여기서, t0는 전달량 t의 하한 값으로, 본논문에서는 0.1
로 설정한다. 

Ⅲ. 제안하는 방법

DCP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안개 제거 방법은 개략적으
로 추정된전달량과 실제 전달량사이의차이로 인해 후광

현상이발생하는문제가 있다. 후광 현상은 추정된전달량
에 내포된 오차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히 다크 채널 연산
중 윈도우내에경계가포함될 경우에오차가커지는 경향

이 있다. 그이유는, 다크채널을구하기 위하여 국부영역
에 대한 최소값 필터링을 수행하면, 최소값 필터의특성에
의해 영상 내 물체나 영역의경계가 소실되거나 왜곡된다. 
이때, 최소값필터에적용한윈도우크기에따라다크채널
영상에서 블록 현상이 발생하며, 윈도우의 크기가 클수록
그정도가심해진다. 블록현상이발생한다크채널영상을
바탕으로전달량을추정할경우, 물체나 영역에 관한 경계

Dark channel operation

Ic

Idark

Ic Ac

Estimation of
atmospheric light

Dark channel operation

(Ic/Ac)dark

Ac

Refinement of transmission

t Ic

Jc

Scene recovery

Conventional estimation of
Transmission (3) 

t' Ic

Dark channel operation

Ic

Idark

Ac

Estimation of
atmospheric light

Act Ic

Scene recovery

Proposed estimation of
transmission (10)

Idark

Jc

(a) (b)                  

그림 1. 안개 제거 방법의 전체적 흐름 (a) 기존의 방법[2] (b) 제안하는 방법
Fig. 1. Overall flow of the haze removal in (a) the conventional method [2] and (b)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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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소실 또는왜곡으로인해영상의원근이왜곡된다. 이에
따라, 영상의 원근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전달량에도 오차
가발생하게된다. 이러한이유로, 경계를포함하는영역이
나물체주변에서특히전달량추정에어려움이따르며, 결
과적으로 후광현상이 두드러진다. 
앞의 설명에 근거하여, 다크 채널 연산 과정 중의 최소

값필터링으로인한블록현상을줄이기 위하여윈도우크

기를 작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윈도
우크기를적용하여국부영역에대한최소값 필터링을수

행할경우, 윈도우크기가작을수록경계정보가잘보존되
고 블록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이에따라, 경계가 잘 보존
된다크채널영상을바탕으로보다정확한전달량을추정

할 수 있게 되므로, 복원 영상에서 후광 현상이 억제됨을
기대할수있다. 하지만작은윈도우크기를적용하여최소
값 필터링을 수행할 경우, 영상의 경계는 잘 보존될 수는
있으나, 윈도우의크기가 큰경우에 비해 최소값 필터링의
결과값이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다크 채널의 값이
증가하면 (3)에 의해 추정된 전달량 t'가 감소하고, 연쇄적
으로 (4)에 의해 J가 감소하게 된다. J의 감소는 복원 영상

내 픽셀 값들의감소를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윈도우 크
기의 감소는 곧 영상의 밝기가 감소하는 현상을 유발한다. 
따라서, 위와같은방법대신에 soft matting 기법이나유
도 필터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전달량 정련을 수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1-2]. 하지만, 앞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
이, DCP 기반의방법은전달량정련을수행하더라도복원
영상에서여전히후광현상이남아있는문제점이있다. 그
림 2(c)는 전달량정련을수행한 복원 영상으로, 전달량정
련을 생략한 복원 영상인 (b)에 비해 후광 현상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c)의 가는 점선으로 표시한 영역 등
에서 후광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안개
제거방법은후광현상을 완전히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높은 연산 복잡도를갖는전달량 정련 과정을수반하므

로, 고속의안개제거를수행하기에어려움이따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전달량 정련을 수행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후광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크 채널 연산과정에서 윈도우 크기에

따라 복원 영상에서 후광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가 달라지

는점에착안하여, 두개의윈도우크기를적용한다크채널

(a) (b) (c)        

그림 2. 다크 채널의 차분 영상과 후광 영역의 관계 (a) 차분 영상, 기존 방법[2]에서 (b) 전달량 정련을 생략한 복원 영상, (c) 전달량 정련을 수행한 복원
영상

Fig. 2.  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image and the halo region (a) the difference image, in the conventional method [2], (b) the recovered 
image without the transmission refinement, and (c) the recovered image with the transmission 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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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분 영상을 바탕으로 후광현상을예측한다. 구체적으
로, 후광현상이예측되는, 다시말해, 영상내에경계가포
함된영역에 대하여큰 윈도우크기를적용하여최소값필

터링을 수행할 경우, 필터링의수행결과가 본래의 픽셀값
과 크게 달라질수 있다. 반면, 작은 윈도우 크기를 적용할
경우에는최소값필터링이후에도본래의픽셀값이대체로

유지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따라서, 필터링전후의픽셀
값이 차이가 크다면, 전달량추정 과정에서 원근이 왜곡됨
으로인해제거되어야할안개의양이잘못추정되어후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3을
통해다크채널의 차분 영상과후광영역이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광 현상이 발생할 영역에 대한
예측을바탕으로, 두개의다크채널을결합하고이를통하
여 전달량을 추정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의해추정된 전달
량은, 추가적인 정련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고품질의 복원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다음은제안하는방법에의해전달량을추정하는절차이

다. 전달량추정을위해다크채널연산을먼저수행하는데, 
이때 최소값 필터링 이후, 원본 영상의 경계가 소실된다. 
영상내경계의소실은 전달량추정에오차를 유발하여후

광 현상을 발생시키므로, 이를억제하기위하여차분 영상
을바탕으로 후광 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영역을예

측한다. 

( ) 1 15' ( ) ( )dark dark
w wD I I= == -x x x (5)

여기서 w는 x를 중심으로 하는 정방형 윈도우의 폭을
뜻한다. 한편, 차분 영상 D'은 0-255 사이의 임의의 픽셀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최소값 필
터링 전후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부분, 즉, 일정
임계값(α)보다 큰 픽셀 값을 갖는 부분에서 후광 현상이
발생한다고예측할수있다. 이를아래와같은조건을아래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 결과를 바
탕으로 α를 40으로설정하며, 그림 3에 α에따른복원영상
에서 나타나는 후광 현상의 정도를 보였다. 

( )( ) min '( ) ,  1D D a=x x (6)

하지만 차분 영상에서 밝은 영역일지라도 반드시 후광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원본 영상에서 윤곽선정보
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역 등이 그러하다. 실제로, 그림
2에서보는것과같이, (b)와 (c)에서굵은점선으로표시된
영역에서는후광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의
값이 크게 나타는 것을 (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분 영상 D의 값이 크게 나타날 경우, 실제로 안개가 있
는 부분에서후광현상이 예측되는것인지 혹은 윤곽선정

보를많이포함하는등의다른 이유 때문인지 판단하기 위

α : 255 α : 150 α : 100 α : 40
(a) (b) (c) (d)

그림 3. α에 따른 후광 현상: α가 각각 (a) 255, (b) 150, (c) 100, (d) 40인 경우에 대한 복원 영상
Fig. 3. Halo effect according to the value of α: the recovered images in each case α is (a) 255, (b) 150, (c) 100 and (d) 4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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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가적으로 haze라는 조건을 도입하여 후광 현상의
발생 여부를 예측한다.  

( ) ( ){ , , }{ , , }
max ( ) min ( ) ? 1 : 0

ÎÎ
= - <x x xc c

c r g bc r g b
I Ihaze d (7)

haze 조건은 실제 안개 영역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
으로, 실제 안개 영역은 백색에 가까우므로 RGB 채널의
모든 값이 대체로 비슷한 값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차가일정 임계값(d)보다
크지 않을 경우, 안개 영역이라고 판단하여 haze 조건이 1
의값을, 그렇지않을경우에는안개영역이아니라고판단
하여 해당 조건이 0의 값을 갖는다. 이와 같이, 차분 영상
D의값과영상정보의특성을고려한 haze 조건을모두고
려하여 최종적으로 후광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을 예측할

수있다. 본논문에서는앞의두조건을모두고려한 halo라
는 조건을 도입하고, (6)와 (7)를 통해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 )( ) ( )halo D haze= × xx x (8)

위와 같이, (8)의 결과로 얻은 halo 조건을 바탕으로, 윈
도우크기가 1×1 또는 15×15인다크채널을결합하여아래
와 같이 제안하는 다크 채널을 얻을 수 있다.  

( )1 15( ) ( ) ( ) 1 ( ) ( )dark dark dark
h w wI halo I halo I= == × + - ×x x x x x (9)

제안하는 다크 채널은 후광 현상이 예측되는 영역에 대

하여는 작은 크기의 윈도우를 적용하여 경계의 소실 또는

왜곡을최소화 하고, 그 밖의영역에대하여는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윈도우를 적용하여 얻을 수 있다. 
한편,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기존의 전달량 추정식(3)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a) (b) (c) (d) (e)
그림 4. 기존의 방법[2]과 제안하는 방법의 비교 (a) 원본 영상, (b) 기존 방법에 의한 전달량 t, (c) 제안하는 방법에 의한 전달량 t, (d) 기존 t 기반의 복원
영상, (e) 제안하는 t 기반의 복원 영상
Fig. 4.  Comparison of the conventional method [2] and the proposed method: (a) input hazy image, (b) transmission t estimated by the conventional 
method, (c) transmission t estimated by the proposed method, (d) dehazed result by the conventional method, and (e) dehazed result by the 
proposed method



8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0권 제5호, 2015년 9월 (JBE Vol. 20, No. 5, September 2015)

( ) ( )
( )

{ , , } ( ) { , , }

{ , , }

1 min min ( ) max

1 max

c r g b
c cc r g b

dark
h cc r g b

t I A

I A

w

w

Î ÎW Î

Î

= -

-

×

= ×

y x
x y

(10)

기존의전달량추정식(3)은최초의다크채널연산이후, 
원본영상 Ic를대기강도 Ac로나눈값에대하여다크채널

연산을 수행한다. 반면에, 제안하는 전달량 추정식 (10)은
다크 채널 연산의 입력인자를 분리하여 원본 영상의 다크

채널 영상Ih
dark을 추정한 대기 강도의 최대값으로 나눈다. 

위의 설명과 같이, 제안하는 전달량 추정식(10)를 통해 전
달량을 계산할 경우, 두 다크 채널의 차분 영상을 구하기
위한선행과정의 결과를재사용할 수있게되어추가적인

다크 채널 연산 수행을 생략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전달량 추정식(3)을통해전달량을 추정할 때에 비하여 보
정 절차가 간단해 진다. 위에서, (10)과 같은 식의 변형은
Ac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을

통해가능하다. 이와같이 가정할 수있는 이유는, 후광 영
역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백색에 가까우므로, 모든 RGB 
채널 공간상에서 대체로 균등한 값을 가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소개된안개제거흐름에따라, 원본영상을바탕으
로추정한대기강도와 전달량을통해안개가 제거된영상

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림 1(b)는 제안하는 방법의 흐름을
보인 것으로, (a)에 보인 기존의 방법[2] 대비, 전달량 정련
과정을 생략하고 더불어 (10)를 통해 다크 채널 연산의 수
행 횟수를 효과적으로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실험 결과 및 고찰

본장에서는 Ⅲ장에서제안한이중다크채널연산방법

과 기존의 방법[2]을 비교하여 본 연구의 우수성을 보인다. 
그림 4(b)와 (c)는 각각 기존의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2]에

의해추정된전달량 t를보인것이며, (d)와 (e)는각각 (b)와
(c)를바탕으로안개제거를수행한영상이다. 기존의방법
에의한복원영상 (d)에서는안개가짙은하늘영역과물체
영역이 만나는 경계에서 후광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제안

하는방법에의한복원영상 (e)에서는후광현상이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두 개
의다크채널을활용해야하므로, 기존의방법대비추가적
인다크채널연산이필요하기는하나, 전체안개제거수행
시간에서상대적으로지배적인비중을차지하는복잡한전

달량정련과정을생략하여안개제거를수행하기위한전

체 소요시간역시 상당히줄일수 있다. 표 1은 기존의방
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소요 시간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방법을소프트웨어로구현하여 3.4 GHz Intel Core 
i5-4870 프로세서를 갖춘 PC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기존의방법과대비하여제안하는방법은최대약 14.2배의
속도향상을달성하였으며, 특히 640 × 480의해상도를 갖
는영상에대하여실시간동작이가능함을확인할수있다. 

Image resolution 640 × 480 1280 × 720 1920 × 1080

Conventional method 
in [2] 0.355 0.526 0.888

Proposed method 0.025 0.079 0.174

표 1. 소요시간 비교(단위 : 초)
Table 1. Comparison of the execution time (seconds)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윈도우 크기를 적용한 두 다크

채널을결합하여이를기반으로한안개제거방법을제안한

다. DCP 기반의 기존 방법은 복잡도가 높은 전달량 정련
과정을추가적으로수반하기때문에, 고속의안개제거를수
행하기어려우며복원영상에서도후광현상을완전히억제

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반면에, 제안하는방법은두다크
채널의 차분 영상을 바탕으로 후광 영역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두다크채널을결합한다. 이중다크채널을통하여효
과적으로전달량추정이가능함에따라, 추가적인전달량정
련과정을생략하면서동시에만족할만한복원영상의품질

을획득할수있다. 그결과, 640 × 480 크기의영상을기준
으로할때, 기존의방법과대비하여복원영상의품질을향
상시키면서도 14.2배의 속도 향상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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