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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량 오추정 영역 보정을 이용한 개선된 Dark Channel Prior 안개
제거 알고리즘

김 종 현a), 차 형 태b)‡

Improved Dark Channel Prior Dehazing Algorithm by using 
Compensation of Haze Rate Miscalcula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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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안개 영상은 색상 정보와 경계선 정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물의 식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안개 제거를 위한 대표적인 알고리즘
은 Dark Channel Prior(DCP)를 이용한 방식으로 안개 영상의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안개의 전달량을 추정 한 후 안개를 제거한다. 그
러나 색상 정보를 바탕의 안개량 추정을 할 경우, 영상 내에 흰색 사물이나 광원과 같이 높은 밝기의 사물이 있는 영역에 대해 안개량
및 전달량을 오추정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안개 영상의 백색 영역을 중심으로 색 정규화를 적용 한 후, 안개량 오추
정 영역을 주변 안개값으로 보정하여 안개값 오추정 문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개선된 안개량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달량 계산 후 전
달량 정련을 통해 안개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였다. 

Abstract

As a result of reducing color information and edge information, object distinction in haze image occurs with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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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ze from the image. But, In case that haze rate is estimated under color 
information, there is a miscalculated issue which is posed by haze rate and transmission in area with high brightness such as a 
white object or a light source. In this paper, We deal with a miscalculated issue by correcting from around haze rate, after 
application of color normalization used by main white part of image haze. Moreover, We calculation improved transmission based 
on the result of improved haze rate estimation. And then haze image quality is developed through refining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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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외에서 획득되는 영상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

를 수 있다. 특히 안개가 있는 영상의 경우 영상 전반의 색

상이 흐려지고, 색상의 대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영

상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개가 있는

영상에서 가시성을 증가하기 위해 안개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개 제거 알고리즘은 안개의 짙은 정도를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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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거리에 따라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다[2]. 또한

고정된 CCTV를 통해 획득된 두 장의 영상을 통해 안개량

을 파악한 후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3]. 그러나 이러

한 알고리즘은 두 대 이상의 카메라로부터 동일 위치 및

다른 시간에 촬영된 2장 이상의 영상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단일 영상에 포함된 안개를 제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단일 영상의 안개를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

로 Dark Channel Prior(DCP)를 이용한 안개 제거 알고리즘

이 있다[4]. DCP 안개 제거 알고리즘은 단일 영상의 피사체

와 카메라간의 거리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

에 영상 내에 일정 영역의 RGB 픽셀이 ‘0’에 수렴하는 실

험적 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안개의 짙은 정도를 추정한 후

안개를 제거한다. 
그러나 석양이나 황사 등에 의해 안개 영상의 특정 채널

이 다른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안개 제거 후

특정 채널의 색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영상

의 경계선 영역이나 높은 밝기 사물이 있는 경우 해당 영역

을 안개가 짙은 영역으로 오추정 하게 되어, 해당 영역에

대해 잘못된 안개 제거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백색 기준 영역을 바탕으로 해당

영역이 표준 백색 영역에 위치하도록 하는 색 정규화 방식

을 적용하여 안개 제거 후 발생하는 색상 문제를 개선하였

다. 또한, 경계선 및 높은 밝기를 갖는 사물에 대해 주변

영역으로 보정함으로써 안개 제거 후 해당 영역의 경계선

및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기존 알고리즘

1. 안개 영상의 물리적 모델
 
실외에 안개가 있는 경우 가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

물의 색상과 형태를 구별하기 어렵다. 또한 안개로 인해

사물의 색상과 경계선(edge)정보가 감소하기 때문에 다양

한 영상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개

영상의 가시성을 향상 시키고 다양한 영상처리 알고리즘

의 적용을 위해서 영상 내의 안개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단일 영상에 포함된 안개를 제거하기 위해 Narasimhan 

등이 제안한 안개 모델링 식을 사용한다. 

       (1)

식 (1)에서 는 안개가 포함된 영상, 는 안개가

없는 깨끗한 영상으로서 최종적으로 얻어야 하는 영상이다. 
는 대기 산란광으로 DCP 안개 제거 알고리즘에서는 안

개가 가장 짙은 영역의 밝기값을 의미한다.  는 카메라와

피사체간의 거리, 그리고 는 대기 감광 계수로서 대기 중

의 안개량, 는 각각의 픽셀 위치에서 안개가 짙은 정도

를 나타내는 전달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안개 영상은 와 가 클수록 즉, 거리가 멀고 안

개량이 많아질수록 전달량이 작아지게 되므로 깨끗한 영상

인 의 비율은 작아지기 때문에 본래의 색 정보가 사라

지게 된다. 단일 영상에서는 영상과 피사체간의 거리정보

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색상 정보를 바탕으로 전달량을 계

산한다. 식 (1)의 안개의 짙은 정도를 나타내는 를 전달

량 로 바꾸어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따라서 안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개 영상인 에서

대기 산란광 와 영상의 각 지점의 안개 전달량 를 추

정 및 계산 한 후, 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안개 제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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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rk Channel Prior(DCP)를 이용한 안개 제거
  
DCP 안개 제거 알고리즘은 안개가 없는 영상에서 특정

구간의 RGB 채널은 ‘0’에 수렴하는 실험적 관측 결과를 이

용한다. 즉 영상 내에 존재하는 어두운 픽셀을 기준으로 각

픽셀에 해당하는 안개량을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min∈min∈
 ≈ (3)

식 (3)은 dark channel prior를 실험적 결과를 수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는 각 채널의 픽셀 값, 는 일정

구간을 나타낸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식 (2)의 양변에

RGB채널과 특정 구간에 대해 최소값 연산을 적용한 후 대

기 산란광 로 나누어 주면 식 (4)를 얻을 수 있다.
                  

min∈min∈ 

 


  ×min∈min∈ 

 
   

(4)

안개가 없는 구간의 경우 식 (3)에 의해 를 0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식(4)를 전달량 에 관해 정리하

면 전달량을 구하는 식 (5)를 얻을 수 있다.

   min∈min∈ 

 
 (5)

He[4]의 논문에 따르면 맑은 날의 영상에서도 미세한 안

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He[4]의 안개 가중치를 이

용하여 식 (6)과 같이 전달량을 표현 할 수 있다.

     ×min∈min∈ 

 
 (6)

(   ≤ )는 안개 가중치로 He의 실험적 결과에

의해 0.95로 정하였다. 대기 산란광 는 He[4]의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dark channel 중에서 상위 0.1% 밝기의 픽셀을

선택한다. 식 (2)를 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안개가

있는 영상을 안개가 없는 깨끗한 영상으로 복원하는 식을

계산할 수 있다.

 max 
  

      (7)

3.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
 
DCP 안개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경

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는 노을이나 황사와 같이 외부 광원의 영향

이 있는 영상의 경우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색이 변하기

때문에 외부 영향의 색상만큼 더해지게 된다. 이러한 영상

에 DCP 안개 제거를 적용 하였을 때, 그림 1과 같이 특정

색상 값이 더해진 만큼 전달량에 비례하여 안개를 제거하

기 때문에 색이 한쪽으로 더해진 결과가 나온다. 실제 피사

체가 가지고 있는 색상과 다른 색으로 안개 제거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영상에 이질감이 생기고, 안개 제거 후 영상

전반의 명암이 낮아지기 때문에 색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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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mov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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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안개 영상에 백색 사물과 같이 높은 밝기

의 사물이 있는 경우 식 (6)에 의해 안개량에 상관없이 전달

량이 낮게 계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림 2(a)의 붉은

마커영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안개량이

적음에도불구하고 그림 2(b)과 같이 높은 밝기에 의해 해당

영역의 안개가 많은 영역으로 오추정되어 전달량이 계산된

다. 이러한 경우 식 (7)을 바탕으로 안개가 적은 곳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안개를 제거하기 때문에 영상의 명암이 낮아

지거나, 전달량이 0에 수렴하게 되어 안개 제거 후 색이 과

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He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달량 추정을 국부적으로 추정한 후 soft 
matting 기법을 적용하여 원본 영상과 전달량의 경계선이 일

치하도록 정련을 한다. 백색사물의크기가국부영역보다큰

경우 전달량의 보정이 어렵고, soft matting 방식은 많은 연

산량으로 인해 처리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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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문제는 대기 산란광 의 오추정이다. 대기 산란

광 는 안개가 가장 짙은 영역의 픽셀값으로,  DCP 안개

제거에서는 대기 산란광 의 추정을 다크 채널 내에서 가

장 밝은 영역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림 안개량에 상관없이

높은 밝기의 사물의 영역에서 를 추정 하는 경우, 안개 제

거 가중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개 제거 영상의 명암이 낮아

지거나 식 (7)의 전달량이 0에 수렴하게 되어 안개 제거 특

정 영역의 색상이 과포화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안개 제거 후 발생하는 색상왜곡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 색 정규화를 적용 후[5], 최소값

마스크를 이용하여 안개량을 추정 후 모폴로지의침식 연산

을 통해 안개량 오추정 영역을 보정하였다.  대기 산란광 

의 추정은 최소값 마스크를 통해 추정된 다크 채널에 영역

평균분할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안개가 가장 짙은 영역에서

의 추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6]. 또한 전달량이 0에 수

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임계치 미만에서 전달량 값

을 보정 한 후, 전달량 정련을 위해 Fast Guided Filter(FGD)
를 적용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수행속도를 개선하였다[7].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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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왜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개 영상에서 백색 영역을검출한 후, 백색검출영역이 표준

백색 영역으로 수렴하게 하는 색 정규화 방식을 적용하여

안개 제거 후 특정 채널의 색상이 두드러지고 명암이 감소하

는 현상을 개선한다. 그 후 안개가옅은 영역을 짙은 영역으

로 오추정된 영역을검출하여 주변 안개량으로 보정하는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전체적인 흐름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하는 알고리즘 순서도
Fig 3. Suggest algorithm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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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중치의 반복 적용을 이용한 색 정규화

본 논문에서는 안개를 제거하기 전 안개 영상에 대해 색

정규화를 적용한다. 색 정규화를 위해입력영상의 백색 기

준 영역을검출한 후, 해당 영역이 표준 백색 영역에 수렴할

수 있도록 안개 영상의 각 RGB 채널에 대한 채널 이득을

계산하여 반복적으로 적용한다.
백색 영역 검출을 위해 입력 영상에 히스토그램 평활화

를 적용한다.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하면 명암대비가

높아져백색의검출이 용이하다. 그 후, 표준 백색의 YCbCr
의 화소가    ,       이기 때문에, 식
(8)(9)와 같이검출범위를 정하여입력영상의 백색 영역을

검출한다. 검출범위는 실험적인 결과로 표준 백색 YCbCr 
화소값에 오차를 두어 설정하였다.

   (8)

      (9)

색 정규화는 백색 검출 영역이 그림 4와 같이 표준백색

영역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각 RGB채널에 대한 채널 이득

을 계산하여 영상 전체에 적용한다.

그림 4. 표준 백색 영역 및 백색 검출 영역의 색상 왜곡
Fig 4. Standard white area and white detection area’s color distortion

검출된 백색 영역을 기준으로 식 (10)과 식(11)(12)(13)을
이용하여 각 RGB 채널이득을 계산한다. 

 

   
(10)

  


(11)

  


(12)

  


(13)

는 안개 영상의 각 RGB채널에서 명암이 가장 높은

영역의평균을 의미하며  ,  ,  

는 백색 검출 영역의 평균 RGB 이다. 각 채널 이득을 식

(14)(15)(16)과 같이 정규화 하여 최종 채널이득을 계산한

다.


′   

 × 
(14)


′   

 × 
(15)


′   

 × 
(16)

 ′     
′    

′     
′ (17)

각 채널 이득을 입력 영상의 각 RGB 채널에 적용하여

검출 영역이 표준 백색에 수렴하도록 한다. 적용 후 백색

검출 영역의 YCbCr의 평균값이 표준 백색 범위에 수렴하

지 않는 경우 식 (8)부터 반복하여 적용한다. 채널 이득의

반복 계산으로 인해 수렴 범위에 인접하는 경우 채널 이득

의 크기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step size 는

스케일 상수로서 3개 채널 중 한 채널의 가중치를 나타낸

다. 본 논문에서는 색 정규화 진행 시 색상의 과포화를 방지

하고효율적인 연산속도를 위해 실험적으로   을 사

용하였고, 반복 횟수는 최대 10회로 설정 하였다. 식

(14)(15)(16)에서 계산한 채널 이득을 적용하여 영상 전체

에 식 (17)과 같이 색 정규화를 진행 한다. , , 는 안개

영상의 각 채널을 의미하고  ′은 색 정규화가 진행된 영상

이다. 그림 5의 (a)는 원본 영상이고, (b)는 제안하는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안개 영상을 정규화 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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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값 마스크 및 모폴로지 연산을 이용한 안개량
추정

기존 DCP알고리즘은 식 (3)과 같이 한 픽셀의 RGB 채널

중 최소값을 다크채널로 계산 하였다. 이러한 경우 경계선

영역, 백색 사물이 있는 영역의 경우 높은 밝기 변화로 인해

안개량이 추정이 정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개 제

거 후 경계선이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계선 부분이나, 밝은 화소 영역의 경우

정확한 안개량 추정을 위해 보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색 정규화 컬러 영상에 최소값 마스크를

적용함으로써, 경계선 영역이 주변 안개량의 값으로 치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하는 최소값마스크는 한 개 픽셀에

대한 최소값을찾기 위해, 식 (18)과 같이, ×  사이즈의

영상에 대해,  ×  마스크내에서 RGB의 최소값을 찾아

적용한다. 그 후마스크를 이동하면서 전체 픽셀에 대한 다

크채널을 계산한다. 그림 6과 같이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하

였을 때, 마스크를 적용함으로써 경계선 영역과 밝은 밝기의

사물에 대해 주변 안개로 보정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 min∈min∈×    (18)

그러나 그림 6(c)의붉은마커영역의 경우, 밝은 밝기의

  

(a)

 

(b)

 

(c)
그림 5. 색 정규화 (a) 안개 영상 (b) 색 정규화 영상 (  ) (c) 색 정규화 영상 (  )
Fig 5. Color normalization (a) Haze image (b) Color normalized image (  ) (c) Color normalized image (  )

(a)

 

(b)

 

(c)

그림 6. (a) 안개 영상 (b) 기존 dark channel (c) 제안하는 다크 채널 (  ) 
Fig 6. (a) Haze image (b) Existing dark channel (c) proposed dark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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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영역이 마스크 사이즈 보다 큰 경우 주변 안개로

보정이 어렵다. 마스크 사이즈를 증가시키면 다크채널 추

정의 연산량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모폴로지의침식 연산을 적용하여 높은 밝기를 갖

는 영역에 대해 주변 영역으로 보정을 한다. 
먼저다크채널 내에서 대기 산란광 보다큰영역을찾

아 관심 영역으로 설정 하여 주변 영역으로침식연산을취

한다. 1채널 영상에 대한 침식 연산은 식 (19)(20)과 같다. 

              (19)

 ′   ⊖ min      (20)

식 (19)(20)에서 는 침식 연산을 위한 사각 커널이며, 
 는 다크 채널 영상의 인덱스,  는 커널의 인덱스를

의미한다. 침식 연산을 통해 높은 밝기를 갖는 픽셀이 주변

의 어두운 픽셀로 대체 되면서 밝은 영역의 물체의 크기가

감소한다. 그 후 대기 산란광에 비례하게 픽셀값을 감소시

킴으로써 안개 제거 가중치를 낮추도록 한다. 그림 9(b)와
같이 보다 밝은 영역을 갖는 영역을 주변의 픽셀로침식

함으로써 안개 제거 후 색상의 과포화 현상 및 명암이 낮아

지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a)

 
(b)

그림 7. (a) 제안하는 다크 채널 (  ) (b) 침식 결과
Fig 7. (a) proposed dark channel (  ) (b) Erode result

3. 영역 평균 분할을 이용한 대기산란광 의 추정

안개 모델링 식에서 사용하는 대기 산란광 는 안개 영

상에서 안개가 가장 짙은 영역의 화소값을 의미한다. He의
연구에 서는 다크채널의 가장 밝은 영역의 상위 0.1% 픽셀

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그림 8(a)(b)(c)와 같이

영상 내 높은 밝기를 갖는 물체가 있을 경우, 안개량에 상

관없이 해당 영역에서 대기 산란광 를 추정하는 문제점

(a)

 

(b)

 

(c)

(d)

 

(e)

 

(f)
그림 8. 개선된 Airlight 추정 결과 (a) A=221 (b) A=186 (c) A=194 (d) A=172 (e) A=175 (f) A=179
Fig 8. Improved Airlight estimation result (a) A=221 (b) A=186 (c) A=194 (d) A=172 (e) A=175 (f) A=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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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다. 
대기 산란광 오추정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다크채널을 기반으로 한 영역평균분할탐색 방법을

사용 하였다. 최소값 마스크를 적용한 다크 채널에 대해 4
개의 영역으로분할 한 후, 각 영역의평균밝기가 가장 높

은 영역을 선택한다. 선택된 영역의크기가 임계치 미만의

값이 될 때 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영역 내에서

밝기가 가장 밝은 값을 대기 산란광 로 추정한다. 그림

8는 영역 평균 분할 방법을 적용하여 안개값을 추정하는

과정을 나타내었다. 그림 3과 달리 그림 8(d)(c)(f)의 영상에

서는 붉은 마커가 가리키는 영역 내에서 안개값을 추정하

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3. 개선된 전달량 추정 및 정련

He는 안개 제거 결과가 발산 하는 것을막기 위해 식 (7)
과 같이 전달량 의 최소값을   로 정하였다. 이러

한 경우 하늘이나 광원과 같이 높은 밝기를 갖는 영역에

대해 명암이 낮아지거나, 과도하게 낮은 전달량으로 인해

안개 제거 색상이 과포화 되어 부자연스러운 색상을 갖는

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 (21)과 같이 전달

량이 임계값 이하의 값을 가질 때 이를 보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      

  ×min∈min∈
 

 
(21)

식 (20)은 전달량이임계값을 미만일 경우 피사체의 색상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안개 제거율은 낮춘다. 이러

한 전달량을 적용하였을 때, 하늘영역과 같이무한한 거리

로 인해 색상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곳에서 명암의 감소

를덜발생시킬수 있다. 는 전달량임계값으로 본 논문에

서는 실험적 결과에 의해 0.12로 정하였다. 위 식을 사용하

여 전달량을 계산하였을 때 안개 영상 내의 백색 영역이나

광원과 같이 픽셀의 밝기가 높은 영역에 대해서 안개 제거

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명암 감소 및 안개 제

거 수식으로 인한 색상 과포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이 전달량을 사용하여 안개를 제거할 경우 전달량에 발

생하는 블록현상으로 인해 안개 제거 영상에서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개 제거

영상의 경계선을 원본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원본 영상

과 전달량의 경계선이 일치하도록 정련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a)

 

(b)

(c)

 

(d)

그림 9.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전달량 비교 (a) 안개 영상
(b) 모폴로지 적용 전달량 (c) He의 전달량 결과 (d) 모폴로지 침식 전달량
정련 결과
Fig 9. Transmission comparison with original method and proposed 
method (a) Haze image (b) transmission applying erode operation (c) 
He’s transmission (d) transmission refining result

본 논문에서는 전달량 정련을 위해 fast guided filter 
(FGD)를 사용하여 전달량을 정련하였다. Guided filter는
강한 에지를 보존하며 신호를 부드럽게 만드는 비선형 필

터이다. fast guided filter는 안개 영상을 guided 영상으로

설정하고 filter의 입력 영상은 전달량 로 설정한다. 
FGD는 guided 영상과입력영상에 다운샘플링 후 연산을

적용함으로써, 샘플링 비율이 일 때 기존 guided filter 보

다 배 빠른 연산 속도를 나타낸다. 필터 계수로   , 

  을 적용하여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9(c)의
He의 전달량 계산 방식과 비교하여 그림 9(d)의 광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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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전달량이 높게 개산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전달량을 통해 안개를 제거 할 경우, 해당 영역은 안개

제거 가중치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안개 제거 후 발생하

는 색상 포화 현상의 개선이 가능하다.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평가하기 위

해 He[4], Fattal[8], Tan[9]의 안개 제거 결과를 Taral[10]의 성

능 지표 결과 비교를 통해 나타내었으며,  영상의 크기에

별로 He의 안개 제거 결과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수행 시

간을 비교하였다[11].
기존에 제안된 안개 제거 알고리즘의 실행 결과를 그림

10과 표 1을 통해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

였을 때, 기존 안개 제거 알고리즘 보다 수행시간이 더빠르

면서 이미지의 색상이뚜렷해지고 안개 제거 후 사물의 대

Fig 10 Fattal Tan He Proposed

 0.06 0.02 0.131 0.161

 1.20 2.06 1.147 1.48

 0.15 0.447 0.152 0.079

표 1. 그림 10에 대한 성능 비교 결과
Table 1. The result of objective evaluation comparison about Fig. 10

비가 뚜렷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안개 제거 후

Fattal의 안개 제거 영상에서 나타나는 halo effect와 He의
안개 제거 영상의 명암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에서 는복원후새로나타나는에지의비율을나타내

고, 은복원전후의평균그레디언트비율을나타낸다. 는

복원 후포화되는 화소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 
은 수치가 높을수록, 는 낮을수록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He의 영상의 경우 다른저자에 비해 안개 제거율도 높고

선명 하지만, 영상 전반의 명암이 낮고, 암석의 경계선 부분

에 대한 전달량이 낮게 추정되어 안개 제거 후암석 부분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러나 표 1과 그림 10을 바탕으로 제안

하는 알고리즘이 기존 안개 제거 영상보다 자연스럽고 선

명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He Proposed

 ×  15.82 2.41

 ×  32.15 5.17

 ×  42.38 5.54

 ×  23.15 4.29

표 2. 실행 시간 비교(초)
Table 2. Comparison of running time(sec)

표 2는 C로 구현한 He의 안개 제거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a)

 

(b)

 

(c)

 

(d)

 

(e)

그림 10.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비교 (a) 원본 영상 (b) Fattal의 결과 (c) Tan의 결과 (d) He의 결과 (e) 제안하는 방법
Fig 10. Experiment result comparison with original methods and proposed method (a) Original image (b) Fattal’s result (c) Tan’s result (d) He’s 
result (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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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그림 10의 이미지 크기별로 수행 속도를 비교

한 것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안개 제거율은 높이

면서 안개량 오추정 문제를 개선하면서 실행 시간이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전달량 정련

과정에서 FGD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계산 과정을 단축함으

로써 알고리즘 수행 속도가 개선 될 수 있다.
그림 11와 표 3은 안개 제거 후 발생하는 명암이 낮아지

는 문제점과 색상 포화 현상의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He의
안개 제거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11. 평균 명암 (Average of brightness)

He (b) 49 (e) 189

Proposed (c) 70 (f) 159

 ↑ ↓

표 3. 그림 11 마커 영역의 명암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Fig 11 marker region’s brightness

그림 11(b)는 안개 제거 후 명암이 낮아져서 가시성이저

하된다. 반면 그림 11(c)와 같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

하였을 때, 붉은마커영역의평균명암이약 42% 증가하면

서 이미지의 가시성이 증가한다. 그림 11(e)에서는 전달량

이 0에 수렴하면서 색상 과포화가 발생하였지만, 그림 11(f)
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명암이약 18.9% 감소하면서

색상 과포화 현상이 개선되었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

해 과도한 안개 제거로 인한 명암이 낮아지는 현상과 색상

과포화 현상이 개선되면서 가시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2는 안개 제거 후 색상 과포화로 인한 광원의 크

기 변화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원본 영상의 광원의

크기를 1이라 하였을 때, 그림 12(b)는 DCP 안개 제거

후 원본 영상의 광원 크기보다 색상 과포화로 인해 광원

의 크기가 원본 영상보다 약 25% 증가하여 원본 영상의

손실율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반면 제안 하는 알

고리즘을 적용 하였을 때 색상 과포화 현상이 개선되면

서 광원의 크기가 원본 영상 보다 약 7.8% 증가한다. 이
를 통해 기존 안개제거 알고리즘 보다 제안하는 알고리

즘을 통해 원본 이미지를 손실을 최소화하며 안개 제거

가 가능하다.

(a)

 

(b)

 

(c)

(d)

 

(e)

 

(f)

그림 11. 기존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 비교 (a)(d) 안개 영상 (b)(e) He의 안개 제거 영상 (c)(f) 제안하는 알고리즘
Fig 11. Experiment result comparison with original methods and proposed method (a)(d) Original image (b)(e) He’s result (c)(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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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는 안개량과 전달량이 오추정 되는 영상에 대해

최근 안개 제거 결과와 제안하는 알고리즘[5]을 비교하여 나

타내었다. He의 안개 제거 결과 에서는 하늘 영역과 백색

차선, 차량과 같은 영역과 같이 안개량 오추정 되는 영역에

대해 명암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Kim의 안개 제거 결

과에서는 차량과 백색 차선에 대한 명암 문제는 개선되었

지만 하늘 영역에 대해 노이즈 현상이 발생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원본 영상과 비교하여 전달량을

정련함으로써 노이즈 현상 개선을 비롯하여 명암 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개로 인하여 색상 정보가 감소한 영상

에서 백색검출영역을 기반으로 한 색 정규화 방식을 적용

한 후, 오추정된 안개 영역을 보정하여 기존 DCP 안개제거

알고리즘보다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DCP 안개 제거 알고리즘의

문제점인 석양, 황사 등이 대기 환경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와 흰색이나 광원 영역과 같이 RGB 전 채널이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 영상에 대해, 안개 제거 후

색상이왜곡되는 현상을 감소시켰으며안개 제거 후 영상

전반의 명암이 낮아지는 문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전달량

오추정으로 인한 색상 과포화 문제가 개선됨으로써 안개

제거 후 원본 영상의손실이 적고 안개 제거율도 높은 안개

제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안개 영상의

가시성 향상과 색을 기본으로 하는 영상처리 적용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DCP 안개 제거 알고리즘의 연산량 개선을 위해 알

고리즘을 발전시킴으로써, 실시간 안개 제거에 적용이 가

능할 것이다. 또한 안개 상황 뿐만 아니라 비 야간, 눈, 비
등 다양한 날씨환경에서 가시성 확보분야에 연구가 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a)

 

(b)

 

(c)

 

   그림 12. 안개 제거 결과의 광원 비교 (a) 원본영상 (b) He의 안개 제거 영상 (1.26) (c) 제안하는 알고리즘 (1.07)
   Fig 12. Comparison the light source of dehazing result (a) Original image (0.64) (b) He’s result (0.81) (c) Proposed method (0.69)

(a)

 

(b)

 

(c)

 

(d)

   그림 13. 안개 제거 결과 비교 (a) 원본영상 (b) He의 안개 제거 영상 (c) Kim의 안개 제거 영상 (c) 제안하는 알고리즘
   Fig 13. Comparison of dehazing result (a) Original image (b) He’s result (c) Kim’s result (c)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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