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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외영상은다양한기상및환경영향으로인해다양한화

질 저하를 포함하는데, 저대비(low contrast)에 의한 시인성

저하 및 컬러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안개 제거 방법은 크게

복수의 영상으로부터 깊이(depth) 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하

여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과 단일 영상에서 제한(constraint)

또는 사전정보(prior)를 이용하여제거하는방법으로구분할

수있다. 최근에는 dark channel prior (DCP) 기반의 사전정

보에 의해 안개를 제거하는 방법[1]의 성능이 우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고,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를 기반으로 한 방법도 우수

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2. 제안하는 안개 제거 및 화질 개선 방법

제안하는 안개 제거 및 화질 개선 방법은 [그림 1]에 나타

내었다. 먼저입력영상에변형된미디언연산을적용하여안

개성분에의해약해진에지와디테일성분을강화한다. 또한

밝기 성분에 대해서 가속화된 국소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

하여 에지를 보존하면서 시각적 왜곡을 최소화한다. 이때 원

영상보다 어둡게 복원되는 영역에 대해 보정하기 위하여 제

한된 l0 그래디언트기반의영상분해방법[2]을 적용하는데,

이는 어두운 영역에 JND (just noticeable difference) 기반의

강화 방법을 적용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밝기가 개선되고 강

화되고 시각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영상을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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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안개 제거 및 화질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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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컬러 실외 영상의 효과적인 안개 제거를 포함한 시인성(visibility) 개선을 위하여 영상 필터링 기법과
기울기기반디테일강화방법을제안한다. 안개를제거하여대비를향상시키기위하여변형된미디언필터와국소라플
라시안(local Laplacian) 필터를 결합하여적용한다. 또한영상의시인성을향상시키고영상필터링에의해왜곡된컬러
정보를보정하기위하여제한된 l0 그래디언트(constrained l0 gradient) 기반의영상분해기법을적용한다. 제안한방법
은기존의방법과비교하여특히하늘과같은영역에서안개를효과적으로제거할뿐만아니라왜곡된컬러정보를보정
하고후광효과(halo effect) 등을 줄여영상의시인성을향상시킨다. 다양한컬러실외영상에대한실험결과는제안하
는 방법이 객관적 수치 및 주관적 화질 측면에서 다른 기법에 비해 우수함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