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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안개는 매우 작은 물방울이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국지적인 기상현상으로 지역에 따라 안개 양과 특성이 다를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줄어들어 항공 교통 방해와 차량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보안

용 CCTV 등 의 화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안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개제거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개가 없을 경우, 안개가 고르게 분포한 경우, 그리고 안개가 국지적으로 다른 경우에 

적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흐릿함 농도 평가기를 이용한 가중치 생성을 통해 국부적인 안개 제거를 수행한다. 그
리고 입력 영상에 안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안개를 제거하는 기존의 정적인 방식의 안개제거 방법의 한계점을 개선시

킨다. 또한 벤치마크 알고리즘과의 정량 및 정성적 성능 평가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ABSTRACT 

Haze is a local weather phenomenon in which very small droplets float in the atmosphere, and the amount and 
characteristics of haze may vary depending o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se haze reduce visibility, which can cause air 
traffic interference and vehicle traffic accidents, and degrade the quality of security CCTVs and so on. Therefore, in the 
past 10 years, research on haze removal has been actively conducted to reduce damage caused by haze. In this study, 
local haze removal is performed by weight generation using a haziness degree evaluator to adaptively respond to 
haze-free, homogeneous haze, and non-homogeneous haze cases. And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tatic haze removal method, which assumes that there is haze in the input image and removes the haze. We also 
demonstrate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method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s with 
benchmark algorithms.

키워드 : 컴퓨터 비전, 안개제거, 흐릿함 농도 평가기, 국부적, 머신 러닝

Keywords : Computer vision, Dehaze, Haziness degree evaluator, Local, Machine learning

Received 19 August 2022, Revised 23 August 2022, Accepted 27 August 2022
* Corresponding Author Bong-Soon Kang(E-mail:bongsoon@dau.ac.kr, Tel:+82-51-200-7703)
Professor, Department of Electronic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Busan, 49315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22.26.10.1477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6, No. 10: 1477-1482, Oct. 2022

1478

Ⅰ. 서  론

안개는 피사체에서 카메라까지 도달하는 빛을 방해

하여 카메라 센서로 얻은 영상의 화질을 저하시킨다. 따
라서 자율주행차 및 지능형 CCTV와 같은 비전 기반 플

랫폼과 더불어 항공 교통 등 안개로 인한 악천후의 날씨

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영상처리,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분야까지 안개 제거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9]. 첫 번째로 영상처리분야에서

의 안개제거는 dark channel prior (DCP)를 제안한 He가 

대표적이다[1]. DCP는 단일영상을 이용한 안개제거 방

법으로, 안개가 없는 지역의 픽셀 값들은 적어도 RGB 3
채널 중 한 채널은 명도가 낮다는 가정으로 전달 맵 

(Transmission map)을 추정한다. DCP는 단일 영상을 이

용한 안개제거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하늘 영역

이 포함된 영상에서는 색상 왜곡뿐만 아니라, 전달 맵에

서 block artifacts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soft matting 과
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2]. 두 번째로 기계학습

의 대표적인 방법은 Zhu가 제안한 color attenuation 
prior (CAP)로, 영상의 밝기와 채도의 차이가 영상의 깊

이 맵(depth map)과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

다[3]. 밝기와 채도를 기반한 선형 모델을 통해 매개변

수들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영상의 깊이 맵을 계산한

다. 하지만 CAP 방법으로 안개 제거 시, 색 왜곡과 배경 

노이즈가 발생하고, 흰색 물체가 기존 크기보다 확대되

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Dat은 채도 

채널에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고, 대기강도에 가중치

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Zhu 방법의 단점을 개선시켰

다[4]. 마지막으로 딥러닝 분야에서는 Cai가 DehazeNet
을 제안하였다[5]. Dehazenet은 3개의 층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을 기반으로 안개 전달량 맵을 

추정하여 안개 제거를 수행한다. 앞서 언급한 안개제거 

방법들은 입력 영상에 안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안개제

거를 수행하므로 안개가 없는 영상의 경우 안개 제거 알

고리즘에 의해 휘도가 낮아져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점

이 있다. 또한 안개는 안개가 골고루 퍼져있을 수도 있

지만, 국지적인 기상현상으로 지역에 따라 안개 양과 특

성이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단일 영상에 포착된 안개

의 양이 영상 내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

응할 수 있는 안개제거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을 4개의 패치로 분할하여 

Dat이 제안한 흐릿함 농도 평가기(haziness degree 
evaluator, HDE)[10]를 사용하여 각 패치의 안개 농도를 

추정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국지적으로 안개의 

양이 다를 경우 패치간의 안개 제거 양을 달리하여 영상

의 화질을 개선시킨다. 또한 영상 내 안개가 있는 경우

와 없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안개가 없는 지역

은 입력 영상 그대로 출력하고, 안개가 있는 영상은 안

개 제거를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안개가 있다고 가정하

고 안개 제거를 수행하는 정적인 방법의 안개 제거 방법

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흐릿함 

농도 평가기를 이용한 국부적 안개 제거 알고리즘과 제

안하는 방법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며. 마지막

으로 Ⅲ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Ⅱ. 제안된 알고리즘

대부분의 영상처리 분야 안개제거 모델들은 Koschmieder 
model에 기반하며[11], 이는 식 (1)과 같다. 본 논문은 

Koschmieder model에 기반하며,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깊이 맵을 추정해서 안개 제거를 수행한다.

   (1)

   는 순서대로 입력 영상, 안개가 제거된 결과 

영상, 전달 맵, 그리고 대기 강도를 의미하며, 는 영상 

내 위치를 뜻한다. 또한 식 (1)을 로 정리하면 식 (2)와 

같고, 전달 맵 는 식 (3)처럼 깊이 맵 와 산란계수 로 

정의되며, 산란계수는 1로 고정한다. 

 


 (2)

  ∙ (3)

2.1. 국부적 안개 제거 알고리즘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블록도를 나

타낸 것으로, 입력 영상이 들어오면 입력 영상에 대해 4
분면으로 영상을 분할(segmentation)한다. 그 후, 4분면

으로 나뉘어진 각 패치 영역의 안개 농도 값을 추정하기 

위해 흐릿함 농도 평가기를 사용하고, 흐릿함 농도 값에 

따라 안개 제거 양을 결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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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패치의 가중치에 따라 안개 제거를 수행하

게 되며, 안개 제거를 통해 휘도가 낮아진 것을 보완하

기 위해 후처리 과정으로 적응형 색조 리맵핑을 사용하

여 화질을 향상시킨다[12]. 이를 통해 안개 분포 양이 단

일 영상 내에 골고루 퍼져 있을 때와 국지적으로 다를 

경우에 대해 적응적으로 안개 제거를 수행한다.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2.1.1. 분할 및 흐릿함 농도 평가기

기존의 안개 제거 알고리즘들은 안개 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안개를 제거한다. 하지만 안개는 기상상황

에 따라 옅거나(thin), 중간이거나(moderate), 그리고 짙

을 수도 있다. 그리고 카메라와 피사체간의 거리가 멀수

록 영상 내 안개의 분포도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각 영

역에 대해 적응적으로 안개제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본 논문에서는 입력 영상을 4분면으로 분할하고, 분
할된 영역에 대해 흐릿함 농도 평가기를 사용하여 흐릿

함 농도 값을 추정한다. 흐릿함 농도 평가기는 안개와 

관련된 특징 3개(다크 채널, 채도×명도, 선명도)를 사용

하여 목적함수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전달 맵을 추정하

여 흐릿함 농도 값을 계산한다. 안개와 관련된 특징으로 

다크 채널, 채도×명도, 선명도를 선택한 이유는, 총 9개
(다크 채널, 대조(contrast), 채도×명도(saturation×value), 
색(chroma), 색의 분산(variance of chroma), 색채

(colorfulness), 선명도(hue disparity), 엔트로피(entropy))
의 안개 특징들 중에서 연산량과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그림 2의 왼쪽은 입력영상으로써, 맨 위에서부터 안

개가 없는 영상, 안개가 골고루 퍼져 있는 영상

(Homogeneous), 안개가 국지적으로 다르게 분포한 영

상(Non-homogeneous)을 의미한다. 오른쪽은 분할된 영

역에 대해 흐릿함 농도 값을 표시한 것으로, 흐릿함 농

도 값의 범위는 0∼1이다. 안개가 없는 영상의 분할된 

영역의 흐릿함 농도 값은 0.8031, 0.7984, 0.8119, 
0.8025로 안개 유무 임계값이 0.8811보다 낮으므로 안

개가 없는 것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개 유무 임계값인 0.8811로 설정한 이유는 Dat이 흐

릿함 농도 평가기로 총 8개의 Datasets을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안개 유무 정확도가 가장 높았던 임계값이 

0.8811이였다. 두 번째로 안개가 골고루 퍼져 있는 영상

의 경우 0.9271, 0.9221, 0.9228, 0.9219로 흐릿함 농도 

값의 편차가 크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안개가 국지적으

로 다르게 분포한 영상의 경우 0.9264, 0.9261, 0.8920, 
0.8960으로 편차가 크다. 이렇듯 안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또한 안개가 있을 경우 골고루 퍼져 

있을 수도 있고, 국지적으로 다르게 퍼져 있을 수도 있

으므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에 적응적

으로 안개제거를 수행하고자 한다.

Fig. 2 Input image and haziness degree value of 
segmented area 

2.1.2. 가중치 생성

분할된 영역의 흐릿함 농도 값을 계산하면, 흐릿함 농

도 값을 이용하여 선형 방정식을 통해 안개 제거하는 양

을 결정하는 가중치를 생성한다. 흐릿함 농도 값이 

0.8811보다 작으면 안개가 없다고 판단하고 안개제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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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지 않기 위해 가중치가 0이며, 0.9344보다 크면 

안개가 짙다고 판단하여 가중치를 1로 설정한다. 또한 

임계값 0.8811보다 크고 0.9344보다 작은 경우에는 안

개가 옅거나 중간이라 가정하여 선형 방정식을 통해 가

중치를 계산한다. 임계값 0.8811과 0.9344는 시뮬레이

션을 통해 결정된 값이며, 0.8811일 때 안개 유무 판별정

확도가 가장 높았으며, 0.9344는 안개 영상들의 흐릿함 

농도 값의 평균을 의미한다. 따라서 0.8811과 0.9344 구
간 내의 흐릿함 농도 값을 가지는 입력 영상은 안개가 

옅거나 중간이라 판단하여 선형 방정식을 이용한다. 식 

(4)는 가중치 생성을 위한 선형방정식을 나타낸다.

 










  

  


   ≤≤

  

(4)

는 가중치, 은 안개유무 임계값인 0.8811, 
는 짙은 안개 임계값인 0.9344, 마지막으로 는 흐릿함 

농도 값을 의미한다. 그림 3은 식 (4)을 선형 그래프로 

나타 낸 것으로, x축은 흐릿함 농도 값(HDE)이며, y축
은 가중치를 의미한다.

Fig. 3 linear graph for weight calculation 

2.1.3. 안개 제거 및 적응형 색조 리맵핑

본 논문에서는 안개 제거를 위해 Zhu와 Dat이 사용한 

깊이 맵 추정을 기반하며, 이는 식 (5)와 같다. 여기에 앞

서 구한 안개제거 가중치를 적용하여 식 (6)과 같이 최

종적인 깊이 맵을 생성하여 안개 제거를 수행한다. 

  ∙∙ (5)

  ∙∙ (6)

는 깊이 맵이며,  는 각각 채도와 명도,   
의 3개의 매개변수들은 머신 러닝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es(MLE)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각 매개변

수들의 초기값은 0,1,-1로 설정하며, 학습된 매개변수의 

최종값은 순서대로 0.1801, 1.0147, -0.7350이다. 
가중치()가 0이면 식 (5)에 따라 깊이 맵은 0이 되므

로, 식 (2)의 전달 맵은 1이 되며, 최종적으로 

  가 되어, 출력 영상에 입력 영상이 그대로 

출력되게 된다. 반대로 가중치가 1이면 추정된 깊이 맵

이 그대로 적용되어 안개제거를 수행하게 되고, 가중치

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옅거나 중간 안개라 판단하

여 추정된 깊이 맵보다 안개를 적게 제거하도록 한다.
위의 방법으로 깊이 맵이 구해지면 식 (3)을 통해 전달 

맵을 추정하며, 식 (2)를 통해 안개가 제거된 영상을 획득

한다. 이때 연산량을 줄이고자 대기강도를 8bit 기준 255
로 고정하여 별도의 대기강도 연산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안개 제거 후, 영상의 휘도가 낮아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후처리 과정으로 적응형 색조 리맵핑

을 사용한다. 적응형 색조 리맵핑은 휘도 분포의 히스토

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휘도와 색차를 확장한다.

2.2. 성능 평가

제안하는 방법의 알고리즘 성능 평가를 위해 He[1], 
Kim[6], Ngo[4]의 3 가지 벤치마크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다. He 방법의 경우 novelty를 인정받아 여러 안개 제

거 알고리즘으로 파생되었고, Kim은 영상처리분야의 

안개 제거 방법으로써, CPU 처리시간이 적고 효과적인 

안개제거 성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Ngo는 기계학습

에 기반한 방법으로 Zhu의 CAP의 단점을 개선시켰다. 

2.2.1. 정량적 평가

이러한 벤치마크 알고리즘과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안개 제거 성능 평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I-HAZY 
dataset[13]을 사용하며, 평가 metrics로는 mean squared 
error (MSE), structural similarity (SSIM), feature 
similarity extended to color images (FSIMc), tone- 
mapped image quality index (TMQI)를 이용한다. 4개의 

metric들은 원본 영상과 안개가 제거된 결과 영상과의 

비교를 통해 계산되며, MSE는 두 영상간의 픽셀 값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고, SSIM과 FSIMc는 구조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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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과 특징 유사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TMQI는 

영상 품질 척도를 나타내며, MSE를 제외한 3개의 수치

들은 높을수록 좋으며, MSE는 낮을수록 좋은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표 1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은 MSE를 제외

한 나머지 metric에서 가장 좋은 수치를 나타내며, MSE
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Quantitative evaluation using I-HAZY dataset

Methods MSE SSIM FSIMc TMQI

He 0.0535 0.6580 0.8208 0.7319

Kim 0.0383 0.6424 0.7879 0.7026

Ngo 0.0230 0.7600 0.8482 0.7892

Proposed 0.0307 0.7668 0.8542 0.8053

2.2.2. 정성적 평가

그림 4는 정성적 평가를 위해 I-HAZY dataset과 

hazefree dataset인 500IMG[14]를 사용한 것으로, 맨 위

에서부터 입력 영상, He, Kim, Ngo, Proposed 순서로 나

열한 것이다. 먼저 안개 영상의 두 번째 행인 He의 경우 

안개를 과도하게 제거하다 보니 안개가 적은 부분의 정

보들이 많이 손실되어 물체 식별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인 Kim과 Ngo의 경우 제

안하는 방법보다 안개를 덜 제거하며, 영상의 휘도 또한 

낮아 화질이 좋지 않다. 반면 제안하는 방법은 전체적으

로 안개 양에 따라 적응적으로 안개를 제거하며 또한 후

처리 과정을 통해 영상의 휘도를 향상시켜 화질의 선명

도가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안개가 없는 영상

의 경우 He, Kim, Ngo의 모든 알고리즘에서 안개가 없

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제거를 수행하여 하늘 부분과 잔

디 부분에서 화질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흐릿함 농도 평가기를 적용

하여 안개가 없을 경우 입력 영상 그대로 출력한다.

Ⅲ. 결 론

제안하는 방법은 안개 특성에 따라 안개가 골고루 분

포하거나 또는 단일 영상 내 위치에 따라 안개 분포가 

다를 경우, 이에 적응적으로 안개 제거를 하기 위해 영

상을 4분면으로 분할하여 안개 양에 따라 적응적으로 

안개 제거를 수행한다. 또한 기존의 정적인 방식의 안개

제거 알고리즘들과 달리 안개가 없는 부분은 입력 영상 

그래도 출력하므로, 화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I-HAZY dataset을 통한 정량 및 정성적 평

가를 통해 벤치마크 알고리즘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개 유무에 상관없

고, 안개의 분포도에 따라 적응적으로 안개 제거를 수행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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