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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 정보는 다양한 노이즈의 영향을 받는다. 실

내 환경의 경우 특별한 환경을 조성하여 노이즈를 

최소화한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실외 환경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전처리 과정을 거쳐 개선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실외 환경에서 얻은 영상에 

포함되는 노이즈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날씨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광량이 많거나 적으면 원하

는 영상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안

개, 비, 눈, 스모그 등 입자에 의한 빛의 산란으로 원

하는 영상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러한 노이즈에 의한 화질 저하는 객체 추적, 객체 인

식 등의 영상처리의 성능저하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사람 또한 판별하기 어려운 영상이 된다[1]. 본 논문

에서는 날씨에 의한 노이즈의 하나인 안개에 의한 

노이즈를 해소하는 방법을 다루고, 실험 영상을 이용

해 제안된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안개는 공기 중의 작은 물방울 입자에 의해 빛이 

산란되어 물체에 반사된 빛과 대기광이 섞이면서 화

질저하를 유발하는 노이즈다. 기존 안개제거 기법들

은 이러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기반

으로 안개제거를 수행한다[2,3,4,5].

초기 안개제거 기법은 여러 장의 영상을 사용하거

나 영상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주로 연구되었다. 여러 장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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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편광 필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광 필름을 이용한 방법

은 서로 다른 편광 필름을 이용해 촬영된 영상을 이

용한다[6,7]. 편광 필름을 사용하면 반사광이 제거되

는데, 여러 편광 필름에 따라 제거되는 반사광을 측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개가 제거된 원본 영상을 

추정한다. 편광 필름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들의 경우 

여러 장의 사진을 이용해 영상의 깊이 정보를 획득하

고 이를 기반으로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이다[2,8,9].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안개가 짙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보정량을 차등 적용하여 안개를 제거한다. 한편 

부가 정보를 이용한 안개 제거 기법은 카메라에 내장

된 GPS 정보를 사용하여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촬영

된 영상의 깊이 정보, 질감 정보를 획득해 안개를 제

거한다[10].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화질 개선 결과

가 높은 품질을 보장하더라도 편광필름, GPS정보와 

같은 특수한 조건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된 여러 장의 

영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응용이 크게 제한된

다. 또한 실시간으로 안개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최근의 안개제거 기법은 단일 영상만을 이용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11].

단일 영상을 이용한 대표적 안개제거 기법은 He

가 제안한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방법이다

[12].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 제거 기법은 

안개가 없는 실외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의 특징을 

이용한 방법이다. 안개가 없는 실외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은 높은 채도 값을 갖는다. 즉, 각 픽셀의 값 

중 가장 작은 값이 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이를 이

용해 안개의 밀도와 대기광을 추정해 안개를 제거한

다. 하지만 기존 Dark Channel Prior 기법은 RGB

색상 공간의 각 채널별로 대기광을 추정하여 원본 

영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색상 정보를 왜곡하는 결

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Dark Channel Prior 기법을 기반

으로 HLS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제거를 수행하는 방

법을 제안한다.

한편 대부분의 안개제거 기법은 한 장의 정지영상

에 대하여 최상의 결과 영상을 얻기 위해 개발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을 동영상의 각 프레임에 개

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눈에 

거슬리는 부자연스러운 프레임 간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안개제거는 안개에 의해 추가된 빛을 제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상을 어두워지게 한다. 이때 어

두워지는 정도는 추정되는 값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만약 이 추정치가 급격하게 변하면 그에 따라 안개가 

제거된 각 프레임 간의 밝기 변화도 커지게 된다. 이

러한 급격한 밝기 변화는 안개가 제거된 동영상에 

부자연스러운 번쩍임을 포함하게 한다. 따라서 동영

상에 대한 안개제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추

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Kalman 필

터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안개제거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 기법과 안개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소개한다. 3장에

서는 제안된 HLS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 제거 기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Kalman Filter를 이용해 동영

상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안개제거를 수행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5장에서는 제안하는 HLS 색상 공간에

서의 안개 제거 기법과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기존 안개제거 기법의 성능을 비교한다. 또한 Kal-

man 필터를 이용한 제안된 동영상 안개제거 기법의 

성능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맺

고 향후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

2.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단일 영상의 

안개제거

2.1 안개 영상의 특징

안개에 의해 오염된 영상은 원본 영상에 하얀색의 

반투명한 막이 덮이는 형태의 영상이다. 그 결과 Fig.

1처럼 각 픽셀의  값이 모두 증가한다. 안개가 

짙으면 짙을수록 안개 너머의 대상에서 반사된 빛은 

많이 산란되고, 산란된 대기광이 섞이기 때문에 왜곡

의 정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영상은 영상처리에 있어

(a)

  

(b)

Fig. 1. Property of Haze Image in RGB Color Space. (a) 

Original Image, (b) Degraded Image with H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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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사람 또한 판별하기 

어려운 영상이 된다. Fig. 1의 , ,  값은 모두 에

서 의 값을 갖는다.

2.2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 기법은 단

일 영상에 적용되는 대표적 안개제거 기법이다[12].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 기법은 안개

가 포함된 영상을 식 (1)과 같이 모델링한다. 여기서 

는 입력된 영상으로 안개에 오염된 영상이다.

는 안개에 오염되지 않은 영상, 는 대기광을 

의미한다. 는 빛의 전달 량으로 안개의 오염 정도

를 의미한다. 입력된 영상 는 오염되지 않은 원본

영상 에서 안개의 물 입자에 의해 산란되고 남은 

빛과 대기광 가 물 입자에 의해 산란된 빛의 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 (1)의 형태로 모델링 된다

[2,3,4,5].

    (1)

 


 (2)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 제거 기법은 

입력된 영상 에서 Dark Channel을 이용해 대기

광 와 전달량 를 추정해 식 (2)에 따라 안개가 

제거된 영상 를 구한다. 대기광 와 전달량 

는 를 이용해 추정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대기광 를 추정하기 위해서 Dark Channel

을 이용한다[13]. Dark Channel은 입력된 영상의 각 

픽셀에서 값이 최소가 되는 값을 선정하여 Min

Channel 영상을 얻고, 다시 일정 범위 의 영역에

서 최소가 되는 값을 찾아 구한다. 이 과정은 식 (3)과 

(4)와 같이 표현된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입력 

영상의 안개 오염정도와 밝기 값이 비례하는 흑백 

영상을 얻을 수 있다. Fig. 2는 하나의 입력 영상에 

대한 Min Channel과 Dark Channel의 결과를 보인 

것이다. 입력영상의 카메라에 가까운 풀들은 안개의 

오염이 적어 Dark Channel의 값이 작고, 멀리 있어 

오염이 많은 건물 부분의 Dark Channel은 상대적으

로 큰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min  min
∈  (3)

  
min

∈ min (4)

하지만, Dark Channel은 안개에 오염된 영역뿐만 

아니라 하얀색 물체에 대해서도 큰 값을 갖는다. 그

러므로 Dark Channel의 결과만으로 안개에 의한 오

염과 하얀색 물체에 의한 결과를 구분할 수 없다. 이

를 구분하기 위해 식 (5)로 정의되는 Local Entropy

를 이용한다[13]. 식 (5)를 통해 구한 Local Entropy

는 일정 구역의 안정된 정도를 표현한다. 즉, Local

Entropy가 작을수록 안정된 영역이고, 높을수록 불

안정한 영역이다. 안개는 넓은 범위에 골고루 분포되

어있기 때문에 안정된 영역일수록 안개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식 (5)의  는 일

정 구역 에서 Dark Channel의 값이 인 확률을 의미

한다.


  



 × log  (5)

안개가 짙은 영역일수록 Dark Channel의 값은 커

지고, Local Entropy의 값은 작아진다. 그러므로 식 

(4)와 (5)의 차이를 안개 영역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

용한다. 대기광 는 식 (6)의 결과가 가장 큰 값을 

찾고, 이 값을 갖는 픽셀들의 값의 평균을 사용

해 대기광 의 값을 구한다.

    (6)

전달량 를 추정하기 위해서 안개 영상을 모델

링한 식 (1)과 추정된 대기광 를 사용한다. 식 (7)은 

(a)

(b) (c)

Fig. 2. Example of Min Channel and Dark Channel 

Image. (a) Input image, (b) Min Channel, (c) 

Dark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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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양변을 대기광 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식 (7)의 위첨자 는 입력영상과 대기광 의 

색상을 구분한다. 식 (8)은 식 (7)의 양변에 대한 구역

별,  색상별 최솟값을 순차적으로 구한 것이다.

이때 식 (8)은 가 포함된 항을 0으로 만들어 간소

화 할 수 있다. 간소화된 식을 에 대해 정리하면 

전달량을 구하는 식 (9)를 얻게 된다. 가 포함된 

항을 0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맑은 날씨에 촬영된 

영상의 각 픽셀의  값 중 하나는 매우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원본 영상의 Dark Channel을 

구하면,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7)

min
∈ min

∈ 

    (8)

min
∈ min

∈ 

    

  
min

∈ min
∈ 

   (9)

2.3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의 문제점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 기법은 안

개 제거에 있어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대기광 을 

추정할 때  값을 각각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본 영상을 복원하기 때문에 Fig. 3처럼 푸른색 하

늘이 붉은색 또는 초록색으로 변해 색상정보가 왜곡

되는 결과가 발생 할 수 있다. 즉, 안개 제거 과정에 

의해 새로운 색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영

상 정보 중에 중요한 색상정보를 유지하는 안개제거 

기법을 제안한다.  공간이 아닌  색상 공간에

서 안개제거를 수행함으로써 중요한 색상정보()를 

유지하고, 밝기()와 채도()만을 보정하여 색 왜곡 

없이 안개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다.

3. HLS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제거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제거 기법은 2장에서 

소개한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 기법,

즉  색상 공간에서의 영상 보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색상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

다.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 기법은 

 각 색상의 대기광을 따로 구하고, 하나의 전달

량 를 사용해 복원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대

기광과 전달량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색상 정보의 

왜곡이 발생 할 수 있다.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제거 기법은 색상 정보

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의 입력영상을 

공간으로 변환하여 보정을 수행한다. 2장에서 소

개한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 기법을 

기반으로 하며, 색상정보()를 유지하고, 밝기()와 

채도()만을 보정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기법이다.

3.1 HLS 색상 공간과 안개 영상의 특징

 색상 공간에서는 색상(), 밝기(), 채도()

를 이용해 색상을 표현한다.  색상 공간을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식 (10), (11), (12)를 

이용한다[14]. 식 (10), (11), (12)에서 max는 해당 

화소의  색상 성분의 값 중 최댓값을 의미하고,

min은 최솟값을 의미한다.

 









maxmin
× if max
maxmin
×

 if max
maxmin
×

 if max
(10)

(a)

(b)

Fig. 3. Distorted Color Information after Haze Removal. 

(a) Input Image, (b) Haze Remov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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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min

(11)

 









maxmin
maxmin if 
maxmin
maxmin if ≥

(12)

안개에 의해 오염된 영상은 Fig. 1에서와 같이 원

본 영상에 하얀색의 반투명 막이 덮이는 형태로 

값이 모두 증가한다. 같은 영상을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면,  색상 공간과는 다른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는 원본영상과 오염된 영상의 값을 

 색상 공간에서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색상 정보 

는 에서 의 범위를 갖고, 밝기 정보 과 채

도 정보 는 에서 의 범위를 갖는다. Fig. 4에서 

원본영상과 오염된 영상을 비교하면 색상정보()는 

같은 값을 가지지만, 안개에 의해  값이 모두 커

지기 때문에 밝기() 값은 커지고, 색상이 탁해지기 

때문에 채도( )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안개에 의해 빛의 산란이 발생해도 색상 정보()는 

변하지 않고, 밝기()와 채도()만 변하기 때문에 이

들 두 값만을 보정함으로써 색상 왜곡 없이 안개가 

제거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3.2 HLS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제거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 기법은 안

개영상 모델링, 보정에 필요한 대기광 와 전달량 

의 추정, 마지막으로 각 픽셀의  값의 보정 

순으로 입력영상의 안개를 제거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제거 기법은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 기법을 기반

으로 하는 안개 제거 기법으로 두 번째 단계인 대기

광 와 전달량 의 추정과정까지 동일한 과정으

로 진행하고, 마지막 순서인 보정 단계에서  색

상공간이 아닌  색상공간에서 보정을 수행한다.

색상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복원식이 필요하

며, 새로운 복원식은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 기법에서 안개 영상을 모델링한 식 (1)과 

복원에 사용한 식(2), 그리고  색상공간의 값을 

 색상 공간으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식 (10), (11),

(12)를 사용한다.

밝기()와 채도()의 복원식을 정의하는데 앞서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제거 기법은 각 픽셀의 

 값의 최댓값, 최솟값을 갖는 색상 성분은 오염 

전후 같다고 가정한다. 즉, 입력된 영상  의 임의의 

한 픽셀의  색상 값 중 최댓값을 갖는 색상 성분

이 빨강()이라면, 원본 영상  의 같은 픽셀의 최댓

값을 갖는 색상 성분도 빨강()이다. 이 가정에 의해 

식 (13)과 (14)를 정의 할 수 있다. 식 (13)과 (14)는 

안개 영상을 모델링한 식 (1)을 변형한 식이다. 문자 

max는 최댓값을 갖는 색상 성분의 값을 의미하고,

min은 최솟값을 갖는 색상 성분의 값을 의미한다.

 는 입력영상,  는 안개의 오염이 없는 원본영상을 

의미한다. 는 대기광을 의미하며, 는 전달량을 의

미한다.

max maxmax   (13)

min minmin   (14)

밝기() 성분은 안개에 의해 식 (1)에서 가정한 

모델에 따라 변형될 것이므로 밝기 성분에 대한 복원

은 식 (2)와 동일한 과정인 식 (15)를 따라 수행한다.

식 (15)는 식 (2)의 입력 영상  와 원본영상  대신에 

입력 영상과 원본영상의 밝기 성분()을 사용한 것

이다. 식 (15)의  와  는 각각 입력영상과 원

본영상의 밝기 성분을 의미한다. 은 대기광의 밝

기 값으로  색상 공간의 값을  색상공간으로 

변환할 때 밝기() 값을 구하는 식 (11)을 변경한 식 

(16)을 사용한다. 즉, 대기광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평

균으로 구한다.

  

 
 (15)

 

max min
(16)

채도()의 복원식은 식 (12)를 변형한 식 (17)을 

사용한다. 원본영상의 채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본영상의 각 픽셀의  값의 최댓값과 최솟값이 

필요하다. 최댓값과 최솟값은  색상 공간에서의 

(a)

   

(b)

Fig. 4. Property of Haze Image in HLS Color Space. (a) 

Original Image, (b) Degraded Image with Haze



37HLS 색상 공간에서 동영상의 안개제거 기법

안개제거 기법의 가정과 함께 정의한 식 (13)과 (14)

를 이용해 구한다. 식 (13)과 (14)를 max와 min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17)에 필요한 원본영상의 

값의 최댓값(max)과 원본영상의 최솟값(min)을 구

할 수 있다. 채도()를 구하는 식은 밝기 값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식 (17)에서 사용하는 밝기 값 는 

식 (15)를 통해 얻은 것이다.

 









max min
max min if  

max min 
max min if  ≥

(17)

식 (10)으로 구한 색상 정보()와 식 (15)의 밝기

(), 식 (17)의 채도()의 결과를 통해 안개가 제거된 

원본영상의  값을 구할 수 있다. 보정된 영상을 

 색상 공간에서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여 최

종 결과영상을 얻는다.

Fig. 5는 이러한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제거 

기법의 전체적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기존 Dark

Channel Prior 기법과 동일하게 입력 영상으로부터 

대기광 와 전달량 를 추정한다. 입력영상을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고, 밝기 영상과 대기광 

 , 전달량 를 이용해 원본 영상의 밝기 영상을 

구한다. 각 픽셀의  값의 최댓값과 최솟값, 대기

광  , 전달량  그리고 추정된 원본 영상의 밝기 

영상을 이용해 원본영상의 채도 영상을 구한다. 추정

된  색상공간의 원본영상을  색상공간으로 

변환해 최종 결과 영상을 얻는다.

4. Kalman Filter를 이용한 동영상에서의 안개 

제거

식 (1)을 이용한 안개 제거 기법은 입력된 영상에

서 대기광 와 전달량 를 추정해 원본영상 

를 구한다. 안개 제거를 수행하는 영상이 단일 영상

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동영상의 경우 각 프레임 간

의 추정된 값들의 관계가 중요하다. Fig. 6은 입력 

동영상의 인접한 4개 프레임에 대한 안개 제거 결과 

영상이다. 4장의 사진 모두 안개가 제거된 결과를 얻

을 수 있지만, 추정된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 전

반의 밝기 값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결과 얻게 되는 결과 영상은 각 프레임간의 상이

한 밝기에 의해 깜빡거림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용자의 주관적 화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심하면 광 감수성 간질을 일으킬 수 있다[15].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정된 값들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Kalman Filter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들

을 안정화 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안개제거 과정에서 추정되는 값은 대기광 와 전

달량 인데 여기서 전달량은 대기광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대기광의 값을 안정화함으로써 전체 추

정된 값들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Fig. 7은 특정 

영상열로부터 추정한 대기광 값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대기광 의 값을 성분별로 도시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열에 급격한 장면변화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된 대기광의 프레임 간 변화폭

이 크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추정된 결과를 보

면, 2300프레임 주변, 3000프레임 주변 등의 여러 구

Fig. 5. Flow of Haze Removal in HLS Color Space. Fig. 6. Brightness Changes in each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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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대기광이 급격히 작아지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4.1 Kalman Filter를 이용한 대기광 값의 안정화

Kalman Filter는 예측 값과 측정값을 이용해 추정 

값을 구하는 재귀 필터의 한 종류다. 예측 모델을 통

해 결과와 발생할 오차의 정도를 예측하고, 측정 모

델을 통해 측정된 값과 예측된 값을 이용해 최종적인 

추정 값을 구한다. Kalman Filter는 Fig. 8의 루프를 

따라 동작한다.

Kalman Filter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기광 의 

변화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과 측정값을 구하는 측정 

모델, 그리고 예측과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 예측 모델은 식 (18)을 따

른다. 급격한 장면전환이 없다면, 대기광 는 일정하

게 유지되기 때문에 가 1인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는 예측 모델의 노이즈로 식 (19)의 형태로 

모델링한다. 는 평균값 0, 분산이 인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기광은 일정

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분산 는 비교적 작은 값을 

선정해 사용한다.

   ,    (18)

∼  (19)

식 (20)은 측정 모델의 모델링 결과다. 측정 하는 

대상이 단지 대기광  하나이기 때문에 는 1을 사

용한다. 는 측정 모델의 노이즈로 식 (21)의 형태로 

모델링한다. 는 평균값 0, 분산이 인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즈이며, Fig. 7에서 보이는 급격한 변화

를 측정 모델의 노이즈로 보고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 

분산 는 비교적 큰 값을 선정해 사용한다.

   ,    (20)

∼  (21)

Fig. 7에서 확인되는 대기광 의 변화 정도가 매

번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 모델과 측정 모델의 노이즈 

분산 값인 와 를 고정된 값을 사용하기에 적합

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전() 프레임의 대기광 추

정결과  와 현재() 프레임의 측정결과 를 이

용해 와 의 값을 결정하였다. 와 를 정하는 

식은 다음의 식 (22)와 (23)이다. 두 값 모두 이전

() 프레임의 대기광 추정결과  와 현재() 프

레임의 측정결과 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큰 값을 

갖는다. 와 은 예측 모델과 측정 모델의 분산 

게인으로 측정 모델 노이즈의 영향이 크다는 가정에 

맞춰 가 보다 크도록 게인값을 결정해 사용한다.

  
   

× (22)

  
   

× (23)

(a)

(b)

(c)

Fig. 7. Estimated Atmospheric Light Data. (a) R Channel, 

(b) G Channel,  (c) B Channel.

Fig. 8. Kalman Filter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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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Fig. 7의 데이터에 Kalman Filter를 적용

한 결과다. 초기 대기광 는 255로 정했으며, 초기 

공분산 의 값은 1로 설정했다. Fig. 7에서 확인한 

대기광의 크기가 급격하게 작아지는 구간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데이터의 변화 폭

이 줄어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5. 실험 결과 및 고찰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단일 영상과 항공기 촬영 영상을 이용하였다. 단일 

영상에 대한 안개 제거 성능비교는 2장에서 설명한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 제거 결과와 제안

하는 알고리즘인 HLS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 제거 

결과를 비교하였고, 동영상에서의 Kalman Filter를 

이용한 대기광 의 안정화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안개제거 기법을 사용하고, Filter 적용에 따른 결과

를 비교하였다.

5.1 HLS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제거 기법의 성능 평가

제안된 HLS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제거 기법의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Dark Channel Prior를 이용

한 안개제거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Fig. 10

(a)와 Fig. 11 (a)와 같이 안개제거 기법의 성능 평가

에 이용되는 정지 영상들을 사용하였다. Fig. 10과 

Fig. 11은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기존 안개제

거 기법과 제안된 HLS 색상 공간에서의 안개제거 

기법의 성능을 비교해 보이고 있다. 두 결과 색감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입력영상의 안개가 제거된 영상

을 얻을 수 있다. Fig. 10을 보면, 제안하는 알고리즘

이 건물 벽면 등에 대하여 보다 색감이 더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Fig. 11의 입력 영상처

럼 영상 전반에 짙은 안개가 있으면, 색감이 유지 되

더라도 기존의 방법과 유사하게 선명한 색상을 복원

하지는 못했다.

(a)

(b)

(c)

Fig. 9. Estimated Atmospheric Light Data after Applying 

Kalman Filter. (a) R Channel, (b) G Channel,  (c) 

B Channel.

(a) (b) (c)

Fig. 10.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Ⅰ. (a) Input Image 1, (b) Conventional dark channel 

prior method, (c) Proposed haze removal method in HLS colo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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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Kalman Filter를 이용한 동영상 안개제거 기법의 

성능 평가

Kalman Filter를 이용한 동영상 안개제거 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안개가 포함된 항공 영상을 이용하

였다. Fig. 12와 Fig. 13은 이러한 입력 동영상에 대한 

안개 제거 결과 영상이다. Fig. 12는 추정된 대기광 

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 영상이고, Fig. 13은 추정된 

대기광 에 Kalman Filter를 적용해 안정화 시킨 

결과 영상이다. Fig. 12의 결과를 보면, 안개가 제거 

되지만 각 프레임 별로 영상의 밝기 값이 다르고, 심

한 경우 깊은 구간에서 후광효과(Halo Effect)가 발

생할 만큼 밝기 차이가 심한 영상이 얻어진다. 하지

만, Fig. 13의 결과를 보면, Kalman Filter에 의해 대

기광 가 안정되어 전체 동영상의 주관적 화질이 개

선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은 동영상의 각 프레임에서 선정된 대기광 

의  각 성분에 대한 표준편차다. Fig. 12와 Fig.

13을 통해 확인된 것과 동일하게 Table 1의 표준편차

의 비교를 통해서도 Kalman Filter에 의해 대기광 

값이 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안개에 의해 품질이 저하된 영상은 정찰 및 감시 

등의 응용에서 영상을 직접 활용하는 사용자에게 여

(a) (b) (c)

Fig. 11.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Ⅱ. (a) Input Image 2, (b) Conventional dark channel 

prior method, (c) Proposed haze removal method in HLS color space.

Fig. 12. Video Haze Removal without filter.

Table 1. Comparison of Standard Deviation of Atmo-

spheric Light value

R G B

Without Kalman

Filter
712.11 443.90 693.76

Kalman Filter 388.38 217.24 589.80

Fig. 13. Video Haze Removal with Kalman Filt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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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영상 해석 과

정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은 기

존 Dark Channel Prior를 이용한 안개제거 기법의 

문제점인 색상 왜곡의 문제를 보완하는  색상 공

간에서의 안개제거 기법을 제안하였다.  색상 공

간에서의 안개는 색상정보()는 유지 되지만, 밝기

()는 증가하고 채도()는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제안된 안개제거 기법은 색상정보()를 유

지하고, 밝기()와 채도()만을 보정해 안개를 제거

한다. 한편 기존 단일 영상에 대한 안개제거 기법을 

동영상에 적용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프레임 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

해 본 논문에서는 대기광의 추정 과정에 Kalman

Filter를 적용하여 급격한 변화를 방지함으로써 동영

상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안개제거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짙은 농도의 안개 속에서도 

강인한 안개제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된  색

상 공간에서의 안개제거 기법에 적합한 새로운 대기

광과 전달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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