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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그림자 밝기의 선형적 변화를 비균일하게 양자화하여 그림자를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그림자의 밝기의 선형성 적용은 기하학 정보, 광원의 종류 및 방위에 독립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이 기법은 그림자 밝기가 점진적으로 변하거나 변화가 없다는 가정과 그림자는 어둡다는 공리를

기반한다. 먼저, 전처리를 통하여 그림자 후보영상을 검출한다. 다음으로, 인접화소들 사이의 선형의존

성을 낮추기 위하여 유사 밝기를 대표 밝기로 표현하기 위해 양자화 한다. 이때 선형성을 증가시키위

해 등비수열을 이용하여 비균일 양자화한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밝기의 선형적 변화 특성을 이용하여

선형의존성이 높은 그림자를 검출한다. 임의의 단일 자연영상의 실험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본영과

단색 배경을 갖는 반영 및 셀프그림자의 검출에 강건함을 보였다.

1. 서론

객체 추출과 인식과 같은 비젼(vision) 분야에서 그

림자는 객체의 정보를 왜곡시키거나 독립된 객체로

추출되어 오인식 될 수 있는 장애 요소 중 하나이다.

셀프그림자(self-shadow)와 캐스트그림자(cast-shadow)

로 분류[1][2]되는 그림자 중 캐스트그림자는 객체와

인접하여 나타나므로 이러한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

다. 그러나 배경의 색상과 무늬, 그리고 광원의 종류

및 방위 등에 따라 그림자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

를 검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림자 검출과 제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

왔다. 이미지 시퀀스(image sequence)를 이용한 그

림자 검출 기법[3-6]은 프레임간 정보 또는 프레임

내의 정보를 활용하여 그림자를 검출했다. 그러나

단일 자연영상에는 객체의 움직임 정보 및 프레임

시퀀스간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을 적용

하기 어렵다. 단일 영상에서 그림자에 관한 연구로

E. Salvador et al.[7]은 여러 색불변모델을 활용하여

비교적 단순한 환경에서 그림자를 식별했고, Xi et

al.[8]와 Finlayson et al.[9]는 반사율(reflectance)을

이용해 그림자를 제거했으나 광원에 의존적이였다.

본 논문은 광원에 대한 사전 정보와 그림자의 기

하학적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가정과 공리에 기반하

여 그림자를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가정은 그

림자의 밝기 변화는 선형적이다라는 것이고, 공리는

동일 환경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분은 밝기가 낮

다는 것이다. 이때 그림자의 선형적 밝기 변화에 대

한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등비수열에 기반

한 비균일 양자화이다. 먼저, 색불변모델(invariant

color model)을 이용하여 RGB 영상에서 밝기영상을

추출하고, 잡음(noise)이나 얼룩점(spot) 같은 극단값

(extreme value)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메디언 필터

(median filter)를 적용한다. 이후, 공리에 따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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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후보 영역을 추출한다. 하지만 추출된 후보 영역

은 매우 많은 양자화 단계를 갖는다. 이는 높은 선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화 단계를 줄

이기 위해 양자화 간격을 가변으로 하는 비균일 양

자화를 수행한다. 이때 양자화 간격은 밝기가 작으

면 넓게 반대의 경우는 좁게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에 따라 선형의존성(linear dependency)를 나타내는

랭크(rank)를 구함으로써 그림자를 검출한다.

2. 등비수열 기반의 비균일 양자화

번째 양자화 간격을  , 양자화 단계 수를  , 인

접한 양자화 단계의 간격 비  가 , 양자화될

값의 범위가 [0 max]라 하자. 이 때 양자화 간격은

식(1)과 같다.

   
     

         (1)

  
  



  

 


(2)

여기서 는 번째 양자화 값이다. 식(2)은 →∞

일 때, 는 최대값 max로 수렴해야 한다. 수렴식

은 식(3)이고 초항 는 식(4)로 표현될 수 있다.

lim
→∞

 lim
→∞




max (3)

  max (4)

번째 양자화 값 를 얻기위해 식(4)에 식(2)를

대입하면 식(5)과 같다.

  max (5)

식(3)에 따라 가 충분히 큰 값을 갖더라도 ≠max
이다. 따라서 오차 err를 이용하여 식(6)-(8)과 같이 양

자화 단계 수 을 구한다.

max  max max   (6)

max   (7)

 logmaxlog (8)

3. 그림자 검출

제안한 알고리즘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전처리 단계에서는 그림자 후보영역을 찾는

다. 이를 위해 밝기영상을 추출하고 메디언 필터를

적용한다. 그 후, 공리에 의거하여 임계값을 이용하

여 밝은 영역을 제거한다.

  (10)

   (11)

여기서 는 입력영상,  는 색불변컬러모델,

 는 메디언필터,  는 임계치를 이용한 임계화,

그리고 는 후보영상이다.

다음으로 비균일 양자화한다. 캐스트그림자의 반

영(penumbra)은 밝기가 점진적으로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고 본영(umbra) 부분은 밝기 변화가 다른 부

분과 비교하여 거의 없고 어둡기 때문에 유사밝기값

들을 하나의 대표값으로 표현하기 위해 비균일 양자

화를 수행한다. 양자화는 식(12)과 같다.

      ≤  (12)

최종적으로 양자화된 영상 에서 선형의존

(linear dependency) 정도를 구하기 위해 랭크(rank)

를 계산한다. 이 과정은 중심화소를 기준으로 인접

화소들을 고려한다. 그림자 영역은 선형의존성이 높

기 때문에 랭크가 크기가 작게 나타난다. 에

중심위치가 이고 크기가 ×이며 원소가 모두

1인 마스크를 위치에 따라 곱하여 얻은 행렬을 A라

할 때 랭크는 식(13)과 그림 1을 이용하여 구한다.

 




  ,        or  (13)

그림 1. 랭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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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고찰

실험영상은 다양한 크기의 자연 영상을 대상으로 하

였고 그림자 후보 영역 검출을 위한 임계값은 평균밝

기를 이용하였다. 색불변모델은 HSB, 메디언필터의

크기는 5x5, 랭크를 구하기 위한 행렬의 차수는 5이다.

4.1 광원의 종류와 방위에 대한 강건성

강건함 실험을 위해 두 개의 광원과 실내 또는 실

외에서 방위가 다른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그

림 2의 (a)와(b)는 본영과 셀프그림자, (c)와 (d)는

반영과 셀프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때 관찰자가 위

치가 변경되어 그림자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날지라

도 결과영상을 통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이 본영을 정

확하게 검출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원의 종류

가 다른 형광등에서도 반영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

다. 그러나 컵의 내부에 있는 셀프그림자는 검출 성

능은 높았으나 컵의 외부에 있는 셀프그림자는 배경

에 의존적으로 나타났다.

(a) (b) (c) (d)

(a') (b') (c') (d')

그림 2. 광원 및 관찰자 위치가 서로 다른 그림자의 검출: (a)
와 (b)는 태양광, (c)와 (d)는 형광등 및 측광, 
(a')-(d')는 각각의 그림자 검출 영상.

4.2 알고리즘 성능

임의의 단일 자연영상들에 대한 실험이 그림 3이

다. 실내․외 영상에서 본영의 검출 성능이 우수함

은 결과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의 (b)에서 반영과 셀프그림자는 낮은 검출 성능을

보였다. 이는 셀프그림자와 반영은 그림자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경 밝기를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낮은 선형의존성을 보였다. 만약 셀프그림자

와 반영이 단색 배경을 갖는다면 검출 성능은 높아

질 것이다.

실험결과로부터 그림자 밝기의 선형적 변화만으로

그림자를 검출하기 때문에 광원의 종류나 방위에 관

계없이 그림자를 검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간적

밝기 변화가 심한 배경에 드리워진 반영과 셀프그림

자에서는 배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형의존성이 부

분적이며 국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 (b) (c)

(a') (b') (c')

그림 3. 단일 자연영상에 대한 알고리즘의 성능: (a)는 실내영
상, (b)와(c)는 실외영상, (a')-(c')는 (a)-(c)의 결과
영상.

5. 결 론

광원정보와 그림자의 기하학적 정보를 사용하지 않

고 그림자를 검출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자의

밝기가 점진적으로 변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는 가

정과 그림자의 선형성을 높이기 위한 비균일 양자화

기법에 기반하여 그림자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실험결과, 본영과 단색 배경에 드리워진 반영 및

셀프그림자에서 선형의존성이 높게 나타났고 제안한

알고리즘은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우리의 가정

을 만족하는 것으로, 광원의 정보와 그림자의 위치

및 방향 같은 기하학적 정보에 관계없이 그림자 밝

기의 선형성만으로 그림자를 검출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향후, 화소단위 연산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홀 또는 반점의 제거, 변화가 심한 무늬나 배경을

갖는 셀프그림자와 반영의 효율적 검출, 그리고 그

림자 밝기와 유사한 비그림자 영역의 구분 등의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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