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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정규화 및 안개량 보정을 이용한 개선된 안개 제거 알고리즘

김 종 현a), 차 형 태a)‡

Improved Haze Removal Algorithm by using Color Normalization and 
Haze Rate Compensation

Jong-Hyun Kima) and Hyung-Tai Chaa)‡

요 약

안개 영상에서는 색상정보와 테두리 정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물의 식별이 어렵다. 안개 제거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Dark Channel 
Prior(DCP)은 색 정보를 이용하여 안개의 전달량을 추정한 후 안개를 제거한다. 하지만 석양 또는 황사와 같이 안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영상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안개 제거 후 특정 채널의 색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RGB 채널이 모두 높은

값을 갖고 있는 사물이 포함된 영상의 경우 해당영역의 전달량이 오추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안개 영상의 백색 영역

을 중심으로 개선된 색 정규화 방식을 적용한 후, 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오추정된 안개 영역을 보정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DCP 알고리즘보다 효과적으로 안개를 제거 할 수 있다. 

Abstract

It is difficult to use a recognition algorithm of an image in a foggy environment because the color and edge  information is 
removed. One of the famous defogging algorithm is haze removal by using ‘Dark Channel Prior(DCP)’ which is used to predict 
for transmission rate using color information of an image and eliminates fog from the image. However, in case that the image has 
factors such as sunset or yellow dust, there is overemphasized problem on the color of certain channel after haze removal. 
Furthermore, in case that the image includes an object containing high RGB channel, the transmission related to this area causes a 
misestimated issue.  In this paper, we purpose an enhanced fog elimination algorithm by using improved color normalization and 
haze rate revision which correct mis-estimation haze area on the basis of color information and edge information of an image. By 
eliminating the color distortion, we can obtain more natural clean image from the haz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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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상을 일정한 날씨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실내 영상과

달리 실외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카메라로부터 얻는

영상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안개가 있는 영상에서는 영상이

흐려지고, 색의 대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영상으로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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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보를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개가 있는 영상에

서 물체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안개를 제거하는 연구가 많

이 진행되고 있다. 
안개제거 알고리즘은 안개의 짙은 정도를 파악하기 위

해 두 개의 서로 다른 각도의 편광렌즈를 사용하거나[1], 
두 대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의 거리정보를 파

악한 후 거리에 따라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다[2]. 
그리고 고정된 CCTV를 이용할 경우 같은 지점에서 맑은

날씨의 영상과 안개가 있는 영상을 이용하여 두 영상의

차이를 바탕으로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3].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두 대 이상의 카메라로부터 동일

위치, 다른 시간에 촬영된 2장 이상의 영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위치와 환경에서 안개를 제거하기 위해

최근에는 단일 영상만으로 안개를 제거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단일 영상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알고리

즘으로 Dark Channel Prior(DCP)를 이용한 안개 제거 알고

리즘이 있다[6][7]. 단일 영상의 경우 피사체와 카메라간의 거

리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영상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

여 안개의 깊이 정보를 파악한 후 안개를 제거하게 된다. 
DCP를 이용한 안개제거는 영상 내에 일정 영역의 RGB 채
널 값이 ‘0’에 수렴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안개의 짙은 정도

를 예상하여 안개 제거를 한다.
그러나 석양, 황사 등과 같은 영상의 경우, RGB 채널 중

특정 채널 값이 다른 채널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안개

제거 후 특정 채널의 색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한다[8]. 또한 특정 영역에 백색 피사체와 같이 높은 명

암을 갖는 사물이 있는 경우 해당 영역을 안개가 짙은 영역

으로 오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달량이 잘못 추정되

어 안개 제거 후 영상의 명암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에서 백색 기준 영역을

검출한 후, 해당 영역이 백색 스케일 영역에 위치하도록 하

는 개선된 색 정규화를 방식을 적용하여 안개 제거 후에

발생하는 색상 왜곡 현상을 보완하였다. 또한, 안개량이 오

추정된 영역을 주변 영역으로 보간함으로써 안개 제거 후

해당 영역의 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Ⅱ. 기존 알고리즘

1. 안개 영상에 대한 물리적 모델

안개가 있는 영상의 경우 피사체의 색상과 경계선(edge)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영상 인식이 어렵다. 또한 안개가

짙을 경우 사람의 시각으로도 물체의 색상과 형태를 분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개 영상에서 가시성을 향상과 인식

알고리즘의 적용을 위해서 영상 내의 안개를 제거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식 (1)은 안개 제거 알고리즘에 쓰이고 있는 안개가 있는

날씨에서 얻은 영상에 대한 안개 물리식이다[2]. 

     (1)

위 식에서 는 안개가 포함된 영상 즉,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영상이고, 는 안개가 없는 깨끗한 영상으로서

최종적으로 얻어야 하는 영상이다. 는 대기의 밝기 정도

즉, 안개가 가장 짙은 영역의 밝기값이다. 본 논문에서는

를 안개의 밝기를 나타내는 안개값이라고 표현한다. 
는 카메라와 피사체간의 거리, 그리고 는 대기의 감광

계수로서 대기 중의 안개량을 뜻한다. 그리고 는 각

각의 위치에서 안개가 짙은 정도를 나타내는 전달량으로, 
와 가 클수록 즉, 거리가 멀고 안개량이 많아질수록 전

달량이 작아지게 되므로 깨끗한 영상인 정보에 대한

비율은 작아지기 때문에 본래의 색 정보가 사라지게 된

다. 따라서 안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개 영상인 

에서 영상의 각 지점의 안개 전달량을 찾은 후 에 관

한 식으로 변환 후 최종적으로 안개를 제거해야 한다. 안
개의 전달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안개량과 거리정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단일 영상에서 거리 정보

를 찾기는 어렵고 안개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또한

알 수 없다. 이 경우 안개를 제거하기 위해 영상의 색상정

보를 통해 대략적인 거리를 추정하여 안개의 짙은 정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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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rk Channel Prior(DCP)를 이용한 안개제거
알고리즘

 DCP 안개 제거 알고리즘은 식 (2)와 같이 안개가 없는

깨끗한 영상에서 일정 구간의 RGB채널은 ‘0’에 수렴하는

즉, 어두운 값을 갖는 픽셀이 존재하는 특성을 이용한다. 
이를 이용하면 거리를 측정하기 어려운 한 장의 이미지에

서 각각의 피사체에 대해 안개의 짙은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min∈min∈ ≈ (2)

식 (2)에서 는 각 채널의 픽셀 값, 는 일정 구간을 나

타낸다. 

   (3)

단일 영상에서는 영상에서 거리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

에 색상 정보를 바탕으로 안개의 전달량을 찾는다. 따라서

식 (3)과 같이 식 (1)의 안개의 짙은 정도를 나타내는 

를 전달량 로 바꿀 수 있다. 그 후 식 (3)의 양변에 일

정 구간에 대해 각각의 RGB채널에 최소값을 계산한 후 안

개값 A로 나누어 주면 식 (4)를 얻을 수 있다.

min∈min∈ 

 


 ×min∈min∈ 

 


(4)

식 (2)에 의해 안개가 없는 영상의 경우 를 0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식 (4)를 정리하면 전달량을 구하는 식 (5)
를 얻을 수 있다.

  min∈min∈ 

 
 (5)

전달량 는 안개가 있을 때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

타낸다. He의 논문에 따르면 맑은 날의 영상에서도 미세한

안개가 포함되어 있다[6]. 따라서 이를 가중치 안개 가중치

를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전달량을 표현 할 수 있다.

  ×min∈min∈ 

 
 (6)

(  ≤ )는 안개 가중치로 He의 실험적 결과에

의해 0.95로 정하였다. He의 연구에 따르면 안개값 는 He
가 실험적으로 연구한결과를 바탕으로 Dark channel 중에

서 가장 밝은곳으로 부터 90% 밝기를 가지는 영역의 픽셀

중 가장 높은 밝기를 가지는 값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영상 내에 백색 사물과 같이 밝은 색상의 사물이 포함

된 경우 정확한 안개값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영상의 안개가 가장 짙은 영역을 바탕으로 를 선택

하였다. 
식 (3)으로부터 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안개가 있

는 영상을 안개가 없는 깨끗한 영상으로복원하는 식을 계

산할 수 있다. 식 (3)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ax 


     (7)

3.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

DC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는 DCP 안개 제거

알고리즘이 각 RGB 채널을 전달량 에 비례하게 채도

성분을 조절하기 때문에 특정 채널의 색상이 높은 경우 안

개 제거 후의 특정 채널의 색상이 다른 채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노을과 같이 외부 광원의 영향이 있는

영상의 경우, 안개 제거 영상에서 외부 광원의 색상이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1과 같이 실제 피사체가 가지고 있

는 색상과 다른 색으로 영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영상에 이

질감이 생기고, 색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처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안개 영상에 백색 사물이 있는 경우 식

(6)에 의해 안개량에 상관없이 전달량이 낮게 추정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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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이 발생한다. 그림 2의 붉은 영역의 경우 안개의 양과

관계없이 안개가 짙은 영역으로 오추정되어 전달량이 낮게

계산된다. 안개가 옅은 영역을 짙은 영역으로 오추정하여

전달량을 예상할 경우, 식 (7)을 바탕으로 안개가 적은곳의

색의 대비를 필요 이상으로크게늘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

문에 안개 제거 후 원본과 다른 색으로 왜곡이 된다.

 

(a)

 

(b)

그림 1. 안개 제거 영상의 색 왜곡 현상 (a) 안개 영상 (b) 안개 제거 영상
Fig 1. Color distortion of dehazed image (a) Haze image (b) Haze 
removal image

(a)

 

(b)

그림 2. 밝은 영역의 전달량 (a) 안개 영상 (b) 전달량
Fig 2. Transmission of high intensity area (a) Haze image (b) 
Transmission

 

Ⅳ.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기존 DCP 안개 제거 알고리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색상 왜곡 문제와 안개량 오추정에 따른 안개

제거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

DCP 알고리즘에서 발생하는 색상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개 영상에서 백색 영역을 검출한 후, 백색 검출 영역

이 표준 백색 영역으로 수렴하게 하는 색 정규화 방식을

적용하여 안개 제거 후 특정 채널의 색상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현상을 줄인다. 그 후 안개가옅은 영역을 짙은 영역

으로 오추정된 영역을 보간함으로써 오추정된 영역의 안개

제거 시 높은 안개 가중치로 인해 명암이 어두워지는 현상

을 줄인다. 전체적인 흐름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하는 알고리즘 순서도
Fig 3. Suggest algorithm flow

1. 제안하는 색 정규화

본 논문에서는 YCbCr 색상 모델을 이용한 색 정규화 방

식을 제안한다. 색 정규화를 위해 입력 영상의 백색 기준

영역을 검출한 후, 해당 영역이 표준 백색 영역에 위치하도

록 입력 영상의 RGB 값을 채널 이득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백색 영역 검출을 위해 입력 영상에 히스토그램평활화

를 적용한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하면 명암 대비가

높아져백색의 검출이 용이하다. 그 후 표준 백색의 YCbCr
값이    ,     을 갖기 때문에, 식 (8)과
같이 검출범위를 정하여 입력 영상의 백색 영역을 검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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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림 5는 식 (8)을 통해 검출한 안개 영상의 백색 영역이

다.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값 는 이 영역 내에서 추정되

어진다. 그러나 상위 10%에 해당하는 안개값을 선택하였

을 경우 안개 영역이 아닌곳에서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안개값 에 대한 추정은

식 (9)와 같이 이루어진다.

 


 



max∈    안개가중치  (9)

식 (9)는 백색 검출 영역의평균값과 안개 가중치를 통해

DCP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안개값 를 계산한다. 백색 검

출 영역의평균값과 안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과도하게

밝은 영역은 안개값 후보에서 제외된다.

 

(a)

 

(b)

그림 4. 색 정규화를 위한 영역 추출 (a) 안개 영상 (b) 백색 검출 영역
Fig 4. Haze area extraction for color normalization (a) Haze image 
(b) White detection area

안개 영상에서 검출한 백색 영역의 YCbCr이 그림 4와
같이 표준 백색 영역과 오차가 있을 경우, 안개 제거 전에

색 정규화 과정이 필요하다. 색 정규화는 백색 검출 영역이

백색 영역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채널 이득을 계산하여 영

상 전체에 적용한다.

그림 5. 표준 백색 영역 및 백색 검출 영역의 색상 왜곡
Fig 5. Standard white region and white detection region’s color dis-
tortion

백색 검출 영역을 토대로 식 (10)과 (11)을 이용하여 각

채널 화소에 대한 채널 이득을 계산한다. 

 

  (10)

  


,   


, 

  


(11)

는 안개 영상의 각 RGB채널에서 가장 밝은 영역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  ,  는
백색 검출 영역의평균 RGB 이다. 각 채널 이득을 식 (12)
와 같이 scaling을 하여 최종 gain을 구한다.


′    

 ×  , 


′    

×  , 


′    

×

(12)

최종 gain을 입력 영상의 각 RGB 채널에 반복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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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검출 영역이 백색 스케일 내에 수렴하도록 한다. 
step size 는 scaling 상수로서 3개 채널 중 한 채널의 가중

치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색 정규화 진행 시 색상의

과포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연산속도를 위해 실험적으로

3.1을 사용한다. 식 (12)에서 계산한 gain을 이용하여 영상

전체에 색 정규화를 진행 한다. 그림 6의 (a)는원본 영상이

고, (b)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개 영상을 정규

화 한 영상이다.

2. 보간을 이용한 안개량 보정

식 (1)에 따르면, 영상에서의 안개량은 카메라와 피사체

의 거리에 비례한다. 반면 전달량은 빛이 투과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개량에 반비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a)

 

(b)

 

(c)

그림 6. 색 정규화 (a) 안개 영상 (b) 색 정규화 영상 ( ) (c) 색 정규화 영상 ( )
Fig 6. Color normalization (a) Haze image (b) Color normalized image ( ) (c) Color normalized image ( )

  

(a)

 

(b)

 

(c)

그림 7. 안개의 짙은 정도에 따른 edge 영상 (a) 안개 영상 (b) Sobel edge 영상 (c) Canny edge 영상
Fig 7. Edge image according to the degree of haze (a) Haze image (b) Sobel edge image (c) Canny edg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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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량에 따라 전달량 계산하기 위해 카메라와 피사체 간

의 거리를 예측한 후 오추정된 안개량을 찾아 보정해야 한

다. 
단일 영상에서 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거리는 정확하게

추정은 어렵다. 하지만 안개량에 따라 경계선 검출을 통해

대략적인 거리의 파악은 가능하다. dark channel에서 경계

선 검출을 하였을 때, 안개가 짙은 영역은 색의 대비가 낮아

경계선 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에

백색 피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안개량과 상관없이 높

은 대비로 인해 경계선이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안개

량은 적지만 흰색 피사체로 인해 해당 영역이 안개가 짙은

영역으로 오추정 된다. 따라서 오추정된 안개 영역이 주변

안개량과 비슷한 값을 가진 상태가 되도록 보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먼저 색 정규화된 영상에서 dark channel을 계산한 후, 

dark channel의 경계선을 검출한다. 그 후 그림 8과 같이

양선형 보간을 위한 mask를 적용한 후, 경계선이 검출된

위치부터 식 안개값 보다큰경우 식 (13)을 사용하여 보

간을 한다. 이는 안개가옅은 영역의 안개가 짙은 영역에서

계산된 보다 큰 경우, 해당 영역의 안개가 짙은 곳으로

오추정 된 것임으로 이를 주변의 안개 값으로 보간 하는

것이다.

그림 8. 영상 보간
Fig 8. Image interpolation
   
식 (13)에서 는 dark channel의 픽셀이고 는 

각 주변 값의 픽셀과 보간하는 픽셀의 거리이다. 
min∈min∈ 는 DCP를 적용한 dark channel의

픽셀이다. 식 (13)을 통해 dark channel의 픽셀이 백색 검출

영역의 평균값보다 큰 영역은 주변의 안개 영역으로 보간

이 된다. 보간 후 모폴로지의팽창연산을 통해 보간의 정확

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거리는 가깝지만 안개량이 높게 추

정되어진 영역이 주변 안개량으로 보정됨으로써 이전 알고

리즘 보다 정확한 안개량 추정이 가능하다. 

Ⅳ. 실험 결과

그림 10의 왼쪽은 안개가 있는 날의 입력 영상, 중앙은

기존 알고리즘[6]으로 안개를 제거한 영상이고, 오른쪽은 제

안하는 알고리즘으로 안개를 제거한 영상이다. 알고리즘

적용 전 안개 제거 영상에서는 영상에 따라 영상 전반의

색상이푸른색 계열 또는 붉은 색 계열이 두드러지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그림 10의 오른쪽영상과 같이 안개 영상의

색상을 본래의 색을 유지하면서 안개가 제거된 결과를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11은 안개량 보정 전후에 따른 전달량 계산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11의 (a)는 안개 영상이고 (b)는 기존 알고

리즘으로 계산된 전달량 영상이다. 그림 11의 안개 영상 내

에는 건물과길, 차량 등이 밝은 명암을 갖는다. 해당 영역

은 백색 사물에 의해 안개량이 오추정되어 정확한 전달량

이 계산되지 않는다. 영상의붉은 부분을 보면 백색 피사체

로 인해 안개량에 상관없이 낮은 전달량을 갖는다. 그림 (c)
와 같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안개량을 주변 안개량

으로 보정 후 전달량을 계산하면 주변 전달량과 유사한 전

달량의 계산이 가능하다. 영상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영

역의 안개값이 보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전달량 계산이 가

능하다.

 ′















 min∈min∈  ≥

mi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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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0.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 실험 결과 비교 (a) 안개 영상 (b) He의 안개 제거 결과 (c) 제안하는 알고리즘 적용 결과
 Fig 10. Comparison of haze removal algorithm (a) Haze image (b) He’s result (c) Proposed algorithm result

  

(a)

 

(b)

 

(c)

   그림 11. 전달량 비교 (a) 안개 영상 (b) 알고리즘 적용 전 전달량 (c) 알고리즘 적용 후 전달량
   Fig 11. Transmission Comparison (a) Haze image (b) Before transmission apply algorithm (c) After transmission apply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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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안개값이 오추정 되는 영상에 대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안개 제거 결과를 기존 알고리즘과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개

를 제거 하게 되면 색 정규화를 통해 안개 영역을 포함한

백색 영역이 표준 백색으로 수렴하게 되고, 오추정된 안개

영역에 대해 과도한 안개 제거 연산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당 영역이 안개 제거 전후의 사물 색상의 변화가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되어 가시성이 향상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안개 제거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  크기의 영상을 사용하여, 색 정규화 알고리즘

과 안개 오추정 영역 보간을 추가하여 우수한 안개 제거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때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평균적으

로 기존 알고리즘 대비 연산량이 약 10% 정도 증가 하였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개로 인하여 색 정보가 옅어진 영상에

서 백색 검출 영역을 기반으로 한 색 정규화 방식을 적용

한 후, 오추정된 안개 영역을 보정하여 기존 알고리즘보다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안개 영상에서 백색 영역을 검출 한 후, 이 영역을

통해 영상의 RGB 가중치를 계산하여 영상 전체에 색 정규

화를 진행하였다. 그 후 DCP를 이용하여 안개량을 추정 하

고, 영상의 edge 정보를 바탕으로 오추정된 안개 영역을 검

출 한 후, 보간을 통한 영역 보정을 하였다. 보정된 안개

영상을 기반으로 전달량을 계산하여 색 왜곡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개선된 안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인 석양, 황사 등으로 인해 처음

얻은 영상의 색상이 한쪽으로 치우칠경우, 안개 영상에흰

색과 같이 RGB 전 채널이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 안개 제거 후 색상이 왜곡 되는 현상을 감소

시켜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통해 안개 제거 후

가시성 향상과 색을 기본으로 하는 영상처리 향상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DCP알고리즘의 연산량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발

전시킴으로써, 안개 영상뿐만 아니라 수중영상, 야간영상

등 가시성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a)

 

(b)

 

(c)

 그림 12. 영상에 밝은 영역이 있을 경우 실험 결과 비교 (a) 안개 영상 (b) He의 안개 제거 결과 (c) 제안하는 알고리즘 적용 결과
 Fig 12. Experiment result comparison when image has bright area (a) Haze image (b) He’s result (c) Proposed algorithm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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