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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식장 는 바다와 같은 수 은 물방울과 다양한 부유물에 의하여 탁도가 높아지므로, 깊이에 따라 빛의 감쇠

가 발생하고 부유물에 의한 빛의 산란 효과도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  환경에서 획득한 수  상

의 가시성을 개선하기 하여, dark channel prior 개념을 이용한 안개 제거 방법과 학습된 색상 변환 모델을 이

용하여 색을 복원하는 수  상의 가시성 개선 방법을 제안하 다. 

색상 변환 모델을 학습하기 하여 여수와 포항에서 획득한 수  패턴 상을 사용하 으며, 제안 방법의 제안

된 방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하여 여수, 거문도, 필리핀 등에서 수집한 수  상을 사용하여 가시성 개선 실험

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이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된 수  상의 가시성을 개선시킴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underwater, such as fish farm and sea, turbidity is increased by water droplets and various suspended, therefore light 

attenuation occurs depending on the depth also caused by the scattering effect of light float. In this paper, in order to improve the 

visibility of underwater images obtained from these aquatic environment, we propose a visibility enhancement method using a haze 

removal method based on dark channel prior and a trained color transform model. 

In order to train a color transform model, we used underwater pattern images captured from Pohang and Yeosu, and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e carried out experiment of visibility enhancement using underwater images collected 

from Yeosu, Geomundo and Philippine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improve the visibility of underwater 

images of various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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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스마트폰의 보 으로 이제는 구나 한 개 이상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시 가 왔으며[1], 스마트폰 

카메라는 물론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활용

하여, 얼굴 인식을 통한 사진 자동 태깅  출입 통

제, 자동차 번호  인식, 객체 검출  추 [2], 교통

량 측정, 군  모니터링 등 응용 분야도  많아지

고 있다. 이제는 응용 범 를 더 넓  지상 뿐 만 아

니라 양식장이나 바다 목장, 바다와 같은 수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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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개체 수 추정[3], 환경 모니터링[4] 등에 카메라

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양식장 는 바다와 같은 수 은 물방울과 

다양한 부유물에 의하여 탁도가 높아지며, 깊이에 따

라 빛의 감쇠 상이 발생하고 부유물에 의한 빛의 

산란 효과도 발생한다[5]. 따라서, 수 에서 촬 된 

상은 빛의 장에 따라 색상 정보가 손실되고[6-7], 

탁도로 인하여 안개와 유사한 잡음이 포함되므로 가

시성이 히 떨어진다[8].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7]에서는 수심

에 따라서 색의 장이 감쇠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을 고려한 장 복원, 인공 조명의 제거, 카메라와 객

체의 거리 추정, 수심 추정을 통하여 수  상의 가

시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수  

상의 획득 원리에 기반한 물리  방법으로 일반

으로 처리 속도가 오래 걸리는 단 이 있다. 

[7]의 방법과는 다르게 상 에 포함된 통계  

정보만을 고려하여 안개를 제거하기 한 dark 

channel prior 개념[9]을 바탕으로 수 의 특성을 추

가로 고려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10-12]. 안개

를 제거하기 한 방법으로 [9]에서는 기 에 분포

하는 흰색의 안개는 RGB(Red, Green, Blue) 값이 모

두 크다는 에 착안하여 dark channel을 생성하고 

이로부터 기의 밝기, 카메라와 객체 사이의 깊이 지

도(depth map), 빛의 달 지도(transmission map)등

을 계산한다. [10]에서는 [9]의 방법에서 달 지도를 

보정하기 한 soft matting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

리는 단 을 개선하기 하여 간값 필터를 사용하

다. [11]에서는 수 에서는 R 성분이 빨리 사라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화이트 밸런싱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G와 B 채 만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할지 여

부를 단하고, 후처리 과정으로 응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한다. [12]에서는 화이트 밸런스 조  

뿐 만 아니라 가 치 혼합 모델  콘트라스트 스트

칭을 용한 후에 달량을 보정함으로써 수  

상의 가시성을 개선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  상의 가시성을 개선하기 

하여, dark channel prior 개념을 이용한 안개 제거 

방법을 이용하고, 깊이별로 학습된 색상 변환 모델을 

이용하여 색을 복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수  상

의 획득 과정과 기존의 가시성 개선 방법을 소개하고, 

3장에서 제안된 수  상의 가시성 개선 방법을 설

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데이터의 수집과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향후 연구 방

향을 논의한다. 

Ⅱ. 련 연구

제안된 수  상의 가시성 개선 방법을 설명하기

에 앞서 먼  수  상의 획득 과정과 수  상 개

선에 사용되는 안개 형성 모델을 설명하고, 수  상

의 가시성 개선에 많이 이용되는 dark channel prior

를 이용한 안개 제거 방법[10]을 간단히 소개한다.

2.1 수  상의 획득 과정

수  상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빛이 흡수되고, 

색의 감쇠가 일어나며, 랑크톤과 같은 수  부유물 

등의 향으로 체 으로 뿌연 란색으로 보이는 

상이 발생한다. 

그림 1은 빛의 장이 수심에 따라 어떻게 감쇠하

는지 보여 다.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흰색 조명의 

흡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빨간 성분이 가장 먼  사라

지고, 랑 성분이 가장 깊은 치까지 유지된다. 따

라서 깊은 수심에서는 상의 부분이 란색을 구

성된다.

그림 1. 수심에 따른 빛과 색의 변화
Fig. 1 Changes in light and color 
according to the water depth

그림 2는 수  상 촬 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으

로 수 에서 촬 된 상은 수심에 따라 빛의 양이 

감소하고, 카메라와 객체 사이의 거리와 수 에 존재

하는 부유물 등에 빛이 산란하거나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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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  상 획득 과정
Fig. 2 Underwater image acquisition process

2.2 수  상의 모델

수  상의 모델을 설명하기 에 dark channel 

prior 방법[9]에서 사용하는 안개 형성 모델을 살펴보

자. 카메라로 촬 한 상은 다음 식 (1)과 같이 표

된다.

   (1)

여기서, 는 촬 된 상의 픽셀 값, 는 실제 

밝기(radiance) 값이며, 는 체 인 기의 빛( 는 

조명)이며, 는  에서 빛의 달량을 의미하는

데 카메라로부터 멀어질수록 안개가 짙을수록 작은 

값을 갖는다. 

식 1을 바탕으로 수  상에서는 수심에 따라 빛

의 장이 다르게 감쇠하는 특성을 반 하여 채 별

로 처리하고, 기의 체 인 밝기 는 조명 는 

수 의 환경을 고려하여 로 변환하여 다음의 모델

을 사용한다[7]. 

    
∈  

(2)

여기서,  는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상이며, 

는  에서 실제의 밝기(radiance) 값이며, 

 는  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반 한 

의 잔류 에 지 비율(residual energy ratio)이

다. 마지막으로 는 균일한 배경 빛이며, 는 빛의 

장이다.

식 (2)에서 잔류 에 지 비율  는 장 와 

카메라와 객체 사이의 거리 의 변화에 따라 달

라지는 값이다. 한, 염도, 랑크톤의 도, 탁도 등

에도 향을 받으므로 지역마다 달라진다.

2.3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상 개선 

여기에서는 기존의 수  상 개선 방법[10-12]에

서 많이 사용한 dark channel prior 방법의 기본 개념 

 가시성 개선 방법을 설명한다. 

 식 (1)에서 A와 t를 찾아내면 다음 식에 의해서 

안개가 제거된 원래의 상 J를 복원할 수 있다. 

 


 (3)

A와 t를 찾기 하여 안개는 흰색 성분으로 RGB 

채 의 값이 모두 큰 값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용한다. 

만약 하나라도 작은 값을 갖는다면, 그 부분은 안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에 착안하여 식 (4)를 

이용하여 dark channel을 정의한다. 

  min∈ min∈      (4)

여기서, 는 J의 컬러 채 이며, ∈는 x를 심
으로 한 local patch이다. 

안개 상에서의 달량은 다음 식(5)에 의하여 계

산한다.

  min∈ min∈    
  (5)

여기서, 는 달량의 최소값을 조정하는 상수이며, 

실험을 통하여 0.95를 사용한다.

식 (5)를 통하여 구해진 t는 local patch를 사용하

기 때문에 블록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이를 부드럽

게 정제하기 하여 soft matting방법을 추가로 사용

한다[9]. 다음으로 A를 찾기 해서는 dark channel에

서 상 의 0.1%에 해당하는 밝은 픽셀들을 찾고, 입

력 상에서 명도가 가장 높은 값을 갖는 픽셀을 A

로 정의한다. 

Ⅲ. 제안된 수  상의 가시성 개선 방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수  상의 가시성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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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channel prior 개념을 바탕으로 한 안개 제거 방

법을 이용하고, 깊이별로 학습된 색상 변환 모델을 이

용하여 추가 으로 색을 복원한다.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먼  색상 변환 모델을 학습하기 하여, 

수심 정보와 수심 패턴 상을 입력받고, 특징 추출, 

배경의 밝기 분석, 색상 패턴의 색상 분석을 통하여 

색상 변환 모델을 생성한다. 가시성 개선 과정에서는 

입력된 상에서 학습 과정에서 생성된 색상 변환 모

델을 이용하여, 배경의 밝기를 보정한 후에 색상을 보

정한다. 

그림 3. 수 상의 화질 개선 과정
Fig. 3 Enhancement process of underwater image

3.1 처리

수  상의 가시성 개선을 한 학습  개선 과

정을 수행하기에 앞서, 수 에서 획득한 모든 상에 

해서 그림 4와 같은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먼 , 일반 인 잡음을 제거하기 하여 가우시안 

블러링을 수행한 후에 샤 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RGB 상을 HSI(Hue, Saturation, Intensity) 상으

로 변환한 후에 I 성분에 해서 히스토그램 평활화

를 수행하고, 다시 평활화된 I 성분을 이용하여 RGB 

상으로 변환한다. 

다음으로, 가시성 개선의 1단계로 2.3 에서 설명한 

dark channel prior 방법을 사용하여 1차로 가시성을 

개선한다. 다음으로 dark channel에서 만들어진 깊이 

지도를 이용하여 경과 배경을 분리한다.

그림 4. 수 상의 처리 흐름도
Fig. 4 Flow of preprocessing underwater image

3.2 깊이별 색상 변환 모델의 학습

깊이별 색상 변환 모델을 학습하기 해서는, 각 

지역에서 획득한 수심별 칼라 패턴 상에 해 그림 

5의 통계 인 과정을 통하여 수  색상 변환 모델의 

계수를 찾는다. 

그림 5. 색상 변환 모델의 학습 과정
Fig. 5 Training process for color transform model

입력된 상에서 색, 에지, 코 ,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13] 등의 

다양한 특징을 이용하여 패턴 역을 추출한 다음, 패

턴 역에 하여 정규화를 수행하고, 상에서 배경

과 경을 분리한다. 다음으로 배경 상 분석을 통하

여 밝기 변화 모델을 생성하고, 각각의 색상 패치 분

석을 통하여 색상 변환 모델을 생성한다. 

한 기존의 RGB 장에 한       뿐만 

아니라, HSI 변환, CMYK(Cyan, Magenta, Yellow, 

Kappa) 색 뿐만 아니라 각 색의 간색 등 보다 많은 

색에 한 변화량을 측정하여 모델의 계수를 찾는 것

으로 확장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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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깊이별 색상 모델을 이용한 상 개선

입력된 실제 수  상에 해서는 수  색상 변환 

모델을 바탕으로 역변환을 수행함으로써 밝기(조도)

와 색상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식(2)에서 

입력 상   , 색상 변환 모델의 계수  와 

로부터 의 근사치를 추정하는 문제로 변환

할 수 있다. 

 


∙


∈     
(6)

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림 6의 과정을 통하여 입

력된 수  상의 화질을 개선한다. 입력된 상에 

해서 3.1 에서 설명한 처리 과정을 학습 과정과 동

일하게 수행하고, 배경 분석을 통하여 수심을 추정하

고, 수심 정보로부터 체 인 밝기를 보정하며, 카메

라와 객체 사이의 거리를 추정하고 색상 변환 모델을 

이용하여 색상을 보정한다. 

그림 6. 수  색상 변환 모델을 이용한 수  상의 
가시성 개선 과정

Fig. 6 Visibility enhancement process of underwater 
image by using underwater color transform model

Ⅳ. 실험 데이터  실험 결과

4.1 수  상 데이터 수집

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획득되는 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기 해서는 다양한 수  상 데이

터를 수집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  상을 

획득하기 하여 삼성 녹스 V4, 소니 RX100, 캐논 

EOS 5D mark III로 3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하 다.

먼  수심  지역에 따른 색상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그림 7과 같은 컬러 패턴을 제작하 다. (a)

는 RGB 모델을 기본으로 제작하 으며, (b)는  

CMYK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각 잉크의 농도를 다

르게 조정하여 간 색을 만들었다. (a)는 삼성 카메

라와 패턴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수  패턴 상을 획

득하기 하여 제작한 A4 크기의 패턴이며, (b)의 경

우 수 에서 다이버가 직  들고 촬 하기 한 패턴

으로 아크릴 에 54cm x 27cm 크기로 제작하 으

며, 카메라는 소니와 캐논을 사용하 다.

(a) RGB 패턴

(a) RGB Pattern

(a) CMYK 패턴

(b) CMYK Pattern

그림 7. 컬러 패턴의 
Fig. 7 Example of color pattern

수  상을 회득하기 한 장소는 여수의 웅천과 

신항의 연안, 그리고 경북 포항 송라면의 바다이다. 

여수의 경우 수심이 깊지 않아서 수심에 따른 색상의 

변화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포항

에서 추가 촬 을 하 다. 표 1은 수  상 수집 장

소  카메라 정보를 보여주며, 그림 8은 각각 여수 

웅천, 여수 신항, 포항 송라면에서 의 3종의 카메라

를 사용하여 수집한 수  패턴 상을 보여 다. 

Location Depth Camera

Woongchen, Yeosu 7m Samsung kenox V4

Shinhang, Yeosu 5m Sony RX100

Songla, Pohang 32m
Samsung Canox V4 

Cannon EOS 5D mark III

표 1. 수  상 수집 장소
Table 1. Location for collecting underwate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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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b) 

(c) 

(d) 

(e) 

(a) Woongcheon, Yeosu(1m, 7m)

(b) Shinhang, Yeosu(1m, 5m) 

(c) Songla, Pohang(1m, 32m)

그림 8.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한 패턴 상의 
Fig. 8 Examples of underwater pattern image from 

different locations

4.2 수  상 개선 결과

실험을 해 사용한 수  상 데이터는 앞서 설명

한 3종류의 카메라로 여수와 포항에서 촬 한 수  

상은 물론, 소니 RX100으로 제주도에서 촬 한 수

 상, 캐논 EOS 5D Mark III로 필리핀에서 촬

한 수  상과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수의 수  상

을 사용하 다.

제안한 수  상의 가시성 개선 방법의 성능을 측

정하기 하여 Alamoon사의 Image Enhancer(IE)[14], 

히스토그램 평활화(HE), 포토샵의 자동색상(PS), 그리

고 제안한 방법을 비교하 다. 먼  그림 9에서는 수

 패턴 상과 일반 상의 개선 결과를 보여 다.

그림 9. 다양한 방법의 가시성 개선 결과. (a) 입력 
상, (b) IE 방법, (c) HE 방법, (d) PS 방법, (e) 제안 

방법
Fig. 9 Results of visibility enhancement using different 
methods. (a) Input image, (b) IE method, (c) HE 

method, (d) Photoshop method, (e) Proposed method

그림 10은 다양한 지역에서 촬 한 수  상에 

해서 제안 방법을 사용하여 가시성을 개선한 결과를 

보여 다. 각각의 그림에서 원래 상은 왼쪽에, 가시

성을 개선한 결과 상은 오른쪽으로 합성하여 보여

주고 있다. (a)는 여수의 웅천에서 촬 한 것이고, (b)

는 거문도에서 촬 한 상이며, (c)는 필리핀의 아닐

라오 바다에서 촬 한 상으로 다이버와 물고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각 그림의 오른쪽을 보면 부분

의 상에서 가시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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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그림 10.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된 수  상의 가시성 
개선 결과. (a) 웅천, (b) 거문도, (c) 필리핀 

Fig. 10 Visibility enhanced result of the underwater 
image collected at various locations. (a) Woongcheon, 

(b) Geomundo, (c) Philippines

제안된 수  상의 가시성 개선 방법의 성능을 객

으로 비교하기 한 정량  지표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입력 상과의 PSNR(Pick Signal to Noise 

Ratio)을 측정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입력 상과의 

PSNR이 높다는 것은, 입력 상과 차이가 많다는 것

이지 가시성이 개선되었다고 단하기에는 무리가 따

른다. 향후, 가시성 개선 방법의 성능을 객 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량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양식장 는 바다와 같은 수 에서 촬 한 상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물의 탁도가 심할수록 가시성이 

히 떨어져서 수  환경 모니터링, 어류 수 추정 

등을 바로 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dark channel prior 개념을 이

용한 안개 제거 방법을 용하고, 깊이별로 학습된 색

상 변환 모델을 이용하여 추가 으로 색을 복원하는 

가시성 개선 방법을 제안하 다. 한 실제 수 에서 

획득한 패턴 상과 일반 상을 이용하여 제안 방법

의 성능을 측정하 다. 

항후, 제안된 수  상의 가시성 복원 방법의 우

수성을 객 으로 보여  수 있는 정량 인 평가 지

표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정량 인 평가를 한 참

조 상 뿐 만 아니라 수심에 따른 패턴의 변화를 정

확히 측정할 수 있는 촬  장비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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