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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픽셀 기반 joint BDCP (bright and dark channel prior)와 계층  양방향 필터를 용하여 

 복잡도를 갖는 단일 상 기반 안개 제거 기법을 제안한다. 픽셀 기반 joint BDCP는 기존의 패치 기반 

DCP에 비해 연산량을 감소시키고, 픽셀 단 의 안개값 측을 가능하게 하여 달량 추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한 에지를 보존하면서 평탄화 성능이 우수한 양방향 필터를 사용하여 달량을 정련함으로써 후  효과

(halo effect)를 이고, 에지 성분에 한 계층  용을 통해 반복 용에 의한 연산량의 증가를 방지한다. 

안개 성분이 포함된 다양한 상에 해 수행한 실험 결과는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의 기법에 비해 우수한 안

개 제거 성능을 보이면서  복잡도로 실행되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ingle image haze removal method via a pixel-based joint BDCP (bright and dark channel 

prior) and a hierarchical bilateral filter in order to reduce computational complexity and memory requirement while 

improving the dehazing performance. Pixel-based joint BDCP reduces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compared to the 

patch-based DCP, while making it possible to estimate the atmospheric light in pixel unit and the transmission more 

accurately. Moreover the bilateral filter, which can smooth an image effectively while preserving edges, refines the 

transmission to reduce the halo effects, and its hierarchical structure applied to edges only prevents the increase of 

complexity from the iterative application. Experimental results on various hazy image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exhibits excellent haze removal performance with low computational complexit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s, 

and thus it can be applied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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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외 상은 환경, 조명  기상 조건 등에 많은 

향을 받는 특성으로 인해 이를 활용한 다양한 컴퓨

터 비  기술에 한 증하는 수요에 하게 응

하기 어려운 이 있다. 더욱이 최근의 기오염  

이상기후로 인한 일상 인 미세먼지와 안개 등은 실

외 상의 시인성(visibility)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객

체의 검출 는 인식 등의 다양한 기법을 용할 때 

원하는 성능을 얻기 해서는 안개 등의 효과를 제거

하여 화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1]. 객

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 에서 안개 등의 색과 합성  산란되어 카메

라를 통해 상을 획득할 때는 원래 색상 정보와 다

른 색상을 갖게 된다[2-3].

그림 1. 안개 상 획득의 학  모델
Fig. 1 Optical model for hazy image acquisition

한 안개의 농도에 따라 같은 색을 가진 객체라도 

다른 색으로 획득되는데, 농도가 진할수록 상 내 객

체는 원래의 색을 많이 잃어버리고 안개의 색에 가까

운 값을 가진다. 따라서 안개가 짙은 역에서는 상

의 색 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기법의 결과가 좋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안개가 포

함된 상을 획득하 을 때, 이를 제거하여 화질을 개

선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이는 편  상

을 포함한 복수의 상을 이용하는 방법, 상 이외의 

추가 인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최근에 주목받고 있

는 단일 상에서 안개를 제거하고 상을 복원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복수의 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편  상을 이

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는데[4-5], Schechner 등이 제

안한 방법은 동일한 치에서 각각 다른 편  필터가 

장착된 상태로 촬 된 두 상의 안개값이 다르다는 

을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한다. 이 방법은 매우 좋은 

안개 제거 결과를 보이지만 시간 으로 변화하기 쉬

운 안개 환경임에도 동일한 치에서 다른 편  필터

를 사용해야 한다는 강한 제약 조건으로 인해 본격

인 응용에는 한계가 있다[4]. Narasimhan 등은 편  

필터 신 동일한 치의 다른 기상 조건에서 촬 한 

여러 상을 이용하여 깊이(depth) 정보를 계산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을 발표하 다[6-7]. Kopf 등은 

상이 아닌 추가 정보를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 는데, 카메라에 내장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하여 안개의 농

도를 계산하여 그에 따라 안개를 제거한다[8].

최근에는 실외 상의 다양한 활용성이 강조되면서 

실제 응용이 용이한 단일 상 기반의 안개 제거 기

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추가 인 가정이나 

제한 조건을 도입하고, 이를 충족시켜 안개가 제거된 

상을 복원(restoration)하는 근법을 제시한다

[9-15]. 단일 상 기반 안개 제거 기법에서 주로 사

용되는 학  모델은 Bouguer-Lambert-Beer 식[7]

에서 도출되었으며, 식 (1)과 같다.

I(x) = J(x)t(x) + A(1 - t(x))                (1)

이때, x는 픽셀 치, I(x)는 카메라를 통해 획득된 

안개가 포함된 상, J(x)는 복원해야 할 원 상, A

는 상의 안개값, t(x)는 달량(transmission)으로서 

획득된 상에 안개가 어느 정도 비율로 포함되어 있

는지를 나타낸다. 단일 상 기반 안개 제거는 I(x)로

부터 A와 t(x)를 추정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J(x)를 

복원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Tan은 안개 성분이 포

함되지 않은 상은 안개 상에 비해 비(contrast)

가 높고, 안개값은 격하게 변하지 않으므로 깊이 정

보가 비슷한 치에서 안개값이 같다는 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 다[9]. 이 방법은 비를 높게 개선시

키기 때문에 객체의 형태나 구조가 확실히 드러난다

는 장 이 있으나, 과도한 비 증가로 인한 포화

(saturation) 상  깊이 차이가 큰 역에서 후  

효과(halo effect)가 나타나기도 한다. Fattal은 상의 

일정 역에서 측정된 반사율은 항상 같은 방향을 갖

는다는 가정에 따라 안개 제거 방법을 제안했는데, 안

개가 포함된 상에서 일정한 반사율 R, 객체 표면에

서 반사된 빛 l(x), ICA (independent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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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에 근거하여 벡터의 방향을 추정하고, 추정

된 방향을 이용하여 J(x)를 복원한다[10]. He 등은 안

개가 포함되지 않은 상에서 R, G, B  어도 하

나의 값이 매우 작은 픽셀의 수가 많다는 찰 결과

를 이용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12]. 

이 방법은 부분의 상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He 등의 

안개 제거 방법과 제안하는 픽셀 기반 joint BDCP 

(bright and dark channel prior)와 계층  양방향 필

터를 이용한 단일 상 기반 안개 제거 기법을 자세

하게 기술한다. 3장에서 제안한 안개 제거 방법의 성

능 평가 결과를 보이고, 4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픽셀 기반 joint BDCP와 계층  양방향 
필터를 이용한 안개 제거 기법

2.1 패치 기반 DCP를 이용한 안개 제거

He 등은 안개가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야외 상

을 찰한 결과 많은 픽셀이 R, G, B  최소한 한 

채 에서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12]. 이는 식 (2)의 dark channel이 0임을 의미하는

데, 이를 dark channel prior(DCP)라고 한다.

  
min
∈ min

∈           
(2)

이때, Jc는 상의 각 채 , Ω(x)는 x를 심으로 한 

패치(patch), y는 Ω(x)에 포함된 픽셀 치를 의미한

다. DCP는 식 (3)과 같이 표 할 수 있고, 단일 상

에서 안개를 제거하기 한 사  정보로 활용한다.

Jdark → 0                                   (3)

DCP를 이용하기 하여 식 (1)의 양변에 min 연산

자를 용하고, A로 나 어 식 (4)를 얻는다.

min
∈min 

 


min
∈min 

 
  (4)

식 (3)의 DCP를 용하여 식 (4)를 정리하면 식 

(5)와 같이 달량을 얻을 수 있다.

  
min
∈min 

                (5)

달량 는 패치, 즉 Ω(x) 내에서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었기 때문에 원 상과 에지 등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블록 단 의 후  효과가 나타

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하여 정련

(refinement) 과정을 거치는데, He 등은 식 (1)과 매

(matting) 알고리즘의 형태가 유사하다는 을 이

용하여 정련을 수행한다. He 등이 이용한 Levin 등의 

매  알고리즘은 매우 큰 행렬을 사용하기 때문에 메

모리 사용량이 매우 크고 계산 속도가 매우 느린 단

이 있다[16]. 실제로 약 400×400 이상의 상에서는 

메모리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결과 상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의 크기를 여 매 을 용하고, 이

를 다시 보간(interpolation)을 통해 확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2.2 픽셀 기반 joint BDCP를 이용한 안개값 측

He 등의 패치 기반 DCP를 이용하는 방법은 상 

체에 하여 안개값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반한 

추정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달량을 부정확하게 추

정할 수 있다는 과 패치의 크기가 커질수록 계산량

이 매우 많아진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픽셀 

기반의 dark channel과 bright channel을 함께 이용함

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한다. 픽셀 기반 dark 

channel은 식 (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in

∈                       (6)

이때, J
c
는 J의 각 채 을 의미한다. 한 패치 기반 

dark channel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안개가 없는 야

외 상에서 어도 한 채 에서 매우 큰 값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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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이 많다는 사실을 찰할 수 있고, 이를 bright 

channel이라고 한다. 픽셀 기반 bright channel은 식 

(6)과 유사한 방법으로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max

∈                       (7)

안개의 도는 상의 각 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

에 각 픽셀마다 안개값도 달라야 달량을 올바로 추

정할 수 있고, 안개가 제거된 상을 올바로 복원할 

수 있다. 안개의 도를 효과 으로 측하기 해 식 

(8)과 같이 안개 상의 각 픽셀에 한 HSV 거리를 

정의한다.

d(x) = || I
hsv
(x) - pmax_v ||                   (8)

이때, I
hsv
(x)는 상의 명암과 색상 정보를 분리하기 

하여 HSV 컬러 공간으로 변환한 입력 상이고, 

pmax_v는 HSV 컬러 공간에서 가장 밝은 픽셀값을 의

미한다. 식 (8)에서 x에 치한 픽셀이 밝을수록 작은 

d(x)를 나타내고, 이는 더 높은 안개 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개 도와 직 으로 비례하도록 

식 (8)을 식 (9)와 같이 수정한다.

  


                            (9)

이때, M은 Ihsv(x)에서 가장 큰 d(x)를 의미한다. 

한, 픽셀 기반의 안개값을 추정하기 하여, 식 (6)의 

Jd(x)에서 상  0.1%의 밝기를 갖는 픽셀 치 x  

입력 상 I(x)에서 가장 큰 픽셀값을 Ach라고 하고, 

식 (7)의 Jb(x)에서 상  30%의 어두운 픽셀 치 x

 입력 상 I(x)에서 가장 어두운 픽셀값을 Acl이라

고 하면, 픽셀 기반 안개값은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이때, m은 I
hsv
(x)에서 가장 작은 d(x)를 의미한다. 즉, 

안개값 A(x)는 식 (9)의 밝기를 이용하여 구한 안개

의 도를 Ach과 Acl 사이에서 선형 으로 용하여 

결정된다.

He 등의 DCP에 한 가정은 픽셀 기반 dark 

channel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식 (10)의 픽셀 기반 안

개값을 식 (5)에 용하여 식 (11)과 같이 달량을 

구한다.

  
min

∈
 

           (11)

이때, 자연스러운 상의 복원을 해 멀리 있는 객체

에 해 매우 은 양의 안개를 유지하는데, 이를 

하여 각 픽셀 치 x에 하여 w(x) (0 < w(x) ≤ 1)

를 도입한다. He 등은 상의 모든 픽셀에 해 이 

값을 0.95로 고정된 상수로 설정한 것과 달리, 본 논

문에서는 w(x) = f(x)
1/3
으로 설정하여, 깊이에 따라 

응 인 가 치 함수를 사용한다.

2.3 계층  양방향 필터에 의한 달량 정련

픽셀 기반으로 측한 안개값을 이용하여 달량을 

추정하 지만, 안개값이 선형 모델에 의해 측되어 

여 히 에지 근처에서 후  효과가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식 (11)의 결과에 양방향 필터

(bilateral filter)를 용하여 정련한다. 양방향 필터는 

주  픽셀의 비선형 조합으로 에지를 보존하면서 효

과 으로 평탄화하는데[17], 특히 두 상을 이용한 

각각의 가우시안 도우를 결합하여 용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식 (12)와 같이 식 (11)의 달량을 정

련한다.

 



∈
∥∥∥∥  (12)

이때, x는 필터가 용되는 치를 의미하고, y는 일

정 역 S 내의 모든 치를 의미한다. I(x)는 안개

상의 x에서의 픽셀값이고, Gs와 Gr은 표 편차가 각

각 σs와 σr인 가우시안 도우이다. Kx는 정규화를 

한 항으로 식 (13)과 같이 구한다.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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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에서 정련 의 달량 는 안개 상의 

픽셀값 차이를 이용하여 필터링되기 때문에 원 상의 

에지 정보를 보존하게 된다. 따라서 σr이 크면 에지 

정보를 정확하게 반 하기 어렵고, σr이 작으면 에지 

정보는 반 하기 쉽지만 에지 바깥 부분에서 후  효

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해서는 다

양한 σr을 이용하여 여러 번 필터를 용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증가하는 계산 속도를 개선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계층  구조를 용한다.

가우시안 피라미드 방법에 의해 n 단계로 축소한 

상에 n 단계로 축소된 도우를 이용하여 양방향 

필터를 용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에지가 존재하는 

역에만 필터를 용하고, 에지가 존재하지 않는 

역은 상  단계의 픽셀 값을 보간하여 계산량을 인

다. 이때, 에지는 Sobel 연산자를 이용하여 구하고, 임

계값보다 큰 강한 에지를 상으로 필터를 용한다. 

필터를 용하는 역의 크기는 식 (12)의 S와 동일

하게 설정한다. 즉, 각 픽셀 치 p를 심으로 한 S 

내부에 한 픽셀이라도 에지라고 단되는 경우에 필

터를 용한다. 만약 안개가 짙은 경우에는 임계값에 

의해 에지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필터가 용되는 

역이 작아진다. 한 안개 깊이 차이는 크지만 실제 

상에서는 임계값보다 작은 에지가 있는 경우를 보

완할 필요가 있는데, 상  단계에서 정련된 달량은 

안개의 깊이가 상의 에지를 경계로 분리되었기 때

문에 안개의 깊이 차이를 이용한 에지 검출이 가능하

고, 하  단계에서 이를 확 한 후 임계값 이상의 에

지가 존재하는 역에 해서 필터를 용한다.

식 (10)에 의한 안개값 A(x)와 계층  양방향 필터

를 통해 정련된 달량 t(x)를 이용하여 식 (14)와 같

이 안개가 제거된 상 J(x)를 구할 수 있다.

 max 


                (14)

이때, t0는 안개의 도가 높은 역에서 은 양의 

안개를 보존하여 자연스러운 상을 복원하기 한 

하한값으로서 He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0.1로 설정

한다.

Ⅲ.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 기존의 

안개 제거 기법의 결과와 비교하 는데, 특히 상의 

비를 개선시키는 근법의 Tan의 방법[9], 안개 

상의 반사율을 이용해 안개를 제거하는 Fattal의 방법

[10], DCP를 이용한 He 등의 방법[12]과 비교하 다. 

성능 평가는 리 사용되는 테스트 상에 한 각 

안개 제거 방법의 주  화질 평가와 더불어 PC 기

반의 실행 속도를 통해 계산 복잡도를 간 으로 비

교하도록 한다. He 등의 방법에 포함된 매  기법은 

400×400 이상의 상 크기에서는 메모리 용량의 한계

로 인해 간축(downsampling)  보간 과정이 실행시

간에 포함된다. 한 제안하는 안개 제거 기법에서 양

방향 필터의 σr를 3, 6, 12로 변화시키면서 용하 고, 

에지 여부를 단하기 한 임계값은 10으로 설정하

다. 주  화질 평가를 해 테스트 상에 하여 원 

상과 각 안개 제거 기법의 결과를 그림 2와 그림 3

에 나타내었다. 그림 2는 안개의 농도가 비교  짙은 

상이고, 그림 3은 안개의 농도가 상 으로 은 

상에 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2(b)와 그림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Tan의 

방법은 상의 비가 증가하 으나, 주로 깊이가 깊

은 곳의 컬러가 포화되는 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상의 일부분이 제 로 복원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2(c)와 그림 3(c)의 Fattal의 결과는 상의 

반사율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 상과 비교하면 반

으로 밝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나, 비가 낮고 

시야에서 먼 역의 안개 제거 성능이 미흡하여 상

이 반 으로 흐릿하게 보인다. 이러한 상은 그림 

2(c)와 같이 안개의 농도가 비교  짙은 상에 두드

러진다. 그림 2(d)와 그림 3(d)의 He 등의 안개 제거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림 2(d)에

서는 복원된 상의 밝기가 반 으로 어두워 시인

성이 다소 떨어지고, 그림 3(d)의 경우 하늘의 란색

에서 약한 포화 상이 나타나 어색하게 복원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e)과 그림 3(e)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제안한 방법에 의한 결과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효과 으로 안개를 제거하여 상의 시인성이 향상되

었고, 특정 색성분의 포화 상이 없어 객체를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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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안개 제거 기법의 복잡도를 비교하기 하여 

2.8GHz CPU, 3.5GB 메모리, 32-비트 운 체제가 탑

(a) (b)

(c) (d)

(e)

그림 2. Manhattan 상에 한 안개 제거 결과. (a) 
안개 상, (b) Tan의 방법, (c) Fattal의 방법, (d) He의 

방법, (e) 제안한 방법
Fig. 2 Haze removal results for Manhattan image. (a) 
Input hazy image, (b) Tan's method, (c) Fattal's 
method, (d) He's method, (e) Proposed method

재된 PC를 사용하 고, 안개 제거 기법의 성능 평가

를 해 연구하는 리 사용되는 총 32장의 테스트 

상에 하여 각 방법을 10회 반복하여 평균 실행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픽셀 기반

으로 dark channel과 bright channel을 구하고, 달량

을 정련할 때, 양방향 필터를 계층 으로 용함으로

써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 실행 시간이 상당히 어들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d)

(e)

그림 3. Yosemite 상에 한 안개 제거 결과. (a) 
안개 상, (b) Tan의 방법, (c) Fattal의 방법, (d) He의 

방법, (e) 제안한 방법
Fig. 3 Haze removal results for Yosemite image. (a) 
Input hazy image, (b) Tan's method, (c) Fattal's 
method, (d) He's method, (e) Proposed method

그림 2와 그림 3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안개 제거 성능이 향상되어 객체

의 시인성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실행 속도가 큰 폭으로 향상되어 자율 주행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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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드론  무인 항공기 등의 실외 상을 활용

한 다양한 기기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Proposed Tan Fattal He

Execution 

time (sec)
1.26. 136.52 17.71 7.38

표 1. 안개 제거 기법의 실행시간 비교
Table 1. Execution time comparison of each haze 

removal method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joint BDCP (bright and dark 

channel prior)와 계층  양방향 필터를 이용한 효과

인 단일 상 기반 안개 제거 기법을 제안하 다. 

기존의 패치 기반 DCP를 이용한 안개 제거 방법은 

패치의 크기에 따라 연산량이 매우 커지고, 상 체

에 동일한 안개값을 측하여 역에 따라 안개 제거

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달량을 부정확하게 추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 픽셀 기반의 joint 

BDCP를 이용하여 연산량을 감소시키고 상의 각 

치마다 다른 안개값을 구하여 상의 특성을 반 한 

달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한 달량을 

정련하기 해 매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매우 

큰 메모리양을 요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하여, 

상의 에지와 같은 구조  특성을 반 하는 양방향 필

터를 이용하 고, 필터링 성능을 높이기 해 에지 정

보를 심으로 계층 으로 용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다양한 테스트 상에 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안하는 방법이 주  화질 측면에서 기존의 방법

에 비해 뛰어나고, 실행시간으로 측정된 복잡도도 낮

다는 확인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자원이 풍부한 PC와 더불어 모바일 기기나 카메라 내

부에 장착되어 실시간으로 동작되는 안개 제거 모듈

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안개의 농도가 짙은 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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