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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응하는 효율 인 그림자 제거 기법

류남훈* · 반경진* · 오경숙* · 김응곤*

An Efficient Shadow Removal Technique adapted to Environmental Changes

Nam-hoon Ryu* · Kyeong-jin Ban* · Kyeong-sug Oh* · Eung-kon Kim*

이 논문은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음

요  약

상 감시 분야  침입자를 자동으로 인식해 내는 기술의 처리 과정인 배경 분리 방법과 이동하는 객

체의 주변에 있는 그림자를 제거하는 방법에 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이동하는 객체와 그림자의 분리

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이동 객체의 정확한 형태 분석이 어려우며, 치 추  한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명도 값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자 역이 배경 역과 비교하여 색

상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명도 차이만 발생한다는 에 착안한 방법으로, 이  임에서 그림자 제거

에 사용했던 임계값을 다음 임에서 갱신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into a background separation method, which is a preprocess of a technique of 

automatically perceiving an invader, and the removal of shadows around a moving object in the video monitoring 

field. When a moving object is not clearly separated from its shadow,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shape accurately, 

and it is also hard to trace its position. This study suggests how to utilize a brightness value for removing a 

shadow. It came from the fact that there appears to be no change of color in the shadow area relative to the 

background area, and there only occurs a difference in brightness. In addition, this method uses the renewal of a 

critical value used for the removal of shadow in the previous frame, in the nex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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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도난이나 유괴사건 등으

로 인해 감시 시스템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로 인해 백화 이나 형 할인마트를 비롯한 형 건물 

등에서는 상 감시 시스템이 필수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재 운용되고 있는 다수의 상 감시 시스템

은 많은 감시 화면을 소수의 감시자가 상시 모니터링하

면서 사고 발생 시 이에 한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사

고 방보다는 사고 발생 후 이에 한 조치를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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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 감시 시스템은 

은 인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시 인력의 실수, 

험 상황에 한 사  미인지로 인한 처 능력의 부재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해 

자동으로 상을 분석하고, 험상황을 인지하여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능화된 상 감시에 한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능화된 상 감시 분야  침입자를 자동으

로 인식해 내는 기술의 처리 과정인 배경 분리 방

법에 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배경 분리 

방법의 표 인 방법은 Gaussian 혼합 모델을 이용

하는 방법[1]과 Haritaoglu 등에 의해 제안된 W4 방

법[2]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이동하는 객체 

주변에 그림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림자까지도 이동하

는 객체로 인식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이 게 이

동 객체에 그림자가 포함될 경우 객체에 한 형태 

분석이나 정확한 치 악이 어려우며, 이동 경로의 

분석 한 어렵게 된다.

지 까지 배경 역에서 그림자를 제거하기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공간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과 

색상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

간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3][4]은 그림자가 이동 객체

보다 평탄한 경계를 가진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그림

자를 단한다. 이 방법은 비교  높은 정확도의 그림

자 제거가 가능하지만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기 때

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실

시간 상 감시 시스템은 당 수십 임 이상에 

해서 이동 객체에 한 추  등의 고  기능을 처

리해야 하므로 많은 계산량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많은 계산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색상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5][6][7]이 있다. 이 방법은 

그림자 역이 배경 모델과 색상은 동일하지만 명도

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에 착안한 것이다. 색상 정보

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교  간단한 연산만으로도 그

림자 제거가 가능하므로 실시간 상 감시 시스템에 

용하기에 합하다.

하지만 지 까지의 방법은 그림자를 제거함에 있어

서 고정된 임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 등

으로 인한 주변 조명의 변화가 발생 시 그림자를 정

확하게 제거하는데 문제가 따른다. 특히 실외를 감시

하는 상 감시 시스템의 경우 불과 수  사이에도 

속한 조명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주변 조명의 변화

에 따른 임계값의 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명

도에 따라 다른 임계값을 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그림자의 역이 배경과 비교하여 색

상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명도 차이만 발생한다는 

에 착안한 방법으로, 그림자의 색상 모델을 설정하

여 Bayesian 분류법[8]에 따라 그림자를 배경 역으

로부터 제거한다. 이 때 색상의 정보를 3개의 채 로 

분리하여 각 채 마다의 값에 따라 다른 임계값을 

용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그림자 제거 방법과 련된 

내용에 해 알아보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그림자 제

거 알고리즘에 해 설명하며,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

을 맺는다.

Ⅱ. 련 연구

비  색을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모든 색을 

장에 따른 주 수 역 그래 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방법은 실제로는 사용하

기 어려워 특정한 상황에서 색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 다. 그  하나가 바로 컬러 모델이

다. 컬러 모델은 하나의 색과 다른 색 간의 계를 표

하는 방법으로, 표 인 컬러 모델로 RGB, 

CMY(K), HSI, YCrCb, YUV 등이 있다.

2.1 RGB 컬러 모델

RGB 컬러 모델은 Red, Green, Blue 세 가지 색상 

값을 이용해 다른 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림 1처럼 

색상 역 체를 정육면체로 나타낸다[9]. 원 (0, 0, 

0)은 검정색, 좌표(1, 1, 1)는 흰색, 나머지 각 꼭지

은 R, G, B의 각 원색과 R, G, B를 합성한 색을 나타

낸다. 회색 음 은( 0, 0, 0)과 (1, 1, 1)을 잇는 각선

에 나타난다. R, G, B의 각 값은 0 ~ 1 사이의 범 에 

있는 소수를 사용하지만, 그래픽 소 트웨어에서는 실

제로 0 ～ 255까지의 값을 사용한다. RGB 컬러 모델

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색을 혼합할수록 색

상이 밝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것을 가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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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ve System)라고 한다. 가산체계의 를 들어보

면 표 1과 같다.

RGB 컬러 상은 Red, Green, Blue의 3개 채 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는 RGB 컬러 상에서 3개의 

채 을 분리해 놓은 상이다.

그림 1. RGB 컬러 모델
Fig. 1 RGB color model

구분 R G B

Black 0 0 0

Blue 0 0 1

Green 0 1 0

Cyan 0 1 1

Red 1 0 0

Magenta 1 0 1

Yellow 1 1 0

White 1 1 1

표 1. RGB 가산체계
Table 1. RGB additive system

2.2 HSI 컬러 모델

HSI(Hue Saturation Intensity) 모델은 사용자가 더 

쉽게 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었다. 이 모델

은 RGB 컬러 모델을 흰색(1, 1, 1) 치에서 원 (0, 0, 

0) 방향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육각형 모형에서 만들어

졌다. 이것은 인간이 색을 인식하는 방식과도 깊은 

계가 있어 색상과 채도, 명도를 지정하여 원하는 색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다. 한 색을 나타내는 색상 

정보와 밝기를 나타내는 명도 정보를 분리해 주므로 

상처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은 HSI 컬

러 모델을 나타내며, 그림 4는 HSI 컬러 상에서 Hue, 

Saturation, Intensity 채 을 분리해 놓은 상이다.

(a) RGB 컬러 상 (b) Red 채  상

(c) Green 채  상 (d) Blue 채  상

그림 2. RGB 컬러 상  R, G, B 채
Fig. 2 RGB color image and R, G, B channel

HSI 컬러 모델은 RGB 컬러 모델에서 수식 (1), (2), 

(3)을 얻을 수 있다.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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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SI 컬러 모델
Fig. 3 HSI color model

(a) HSI 컬러 상 (b) Hue 채  상

(c) Saturation 채  상 (d) Intensity 채  상

그림 4. HSI 컬러 상  H, S, I 채
Fig. 4 HSI color image and H, S, I channel

2.3 큐에 기반한 방법

Kumar 등에 의해 제안된 큐(Queue)에 기반한 방법

은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그림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정 시간 동안의 임에 해 각 화소별로 히스토그

램을 생성하고, 가장 빈도가 높은 색상을 배경으로 설

정하여 배경 역을 분리해 내는 방법이다. 이 때 히스

토그램의 빈도가 높은 색상과 유사하며, 명도가 낮은 

부분을 그림자 역으로 단하여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큐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생성하기 때문

에 배경 역을 설정하는데 은 연산만으로 가능하므

로,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2.4 IHLS 색상 정보 이용 방법

Blauensteiner 등에 의해 제안된 IHLS(Improved 

Hue, Luminance and Saturation) 색상 정보 이용 방법

은 IHLS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배경 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색조(Hue) 값의 요도는 채도(Saturation) 

값에 의존 이라는 가정을 두어 배경 역을 설정할 때 

채도 값을 가 치로 사용한다. 이 방법은 비교  정확

한 색상 비교가 가능하며, 단순 연산을 사용하므로 빠

른 시간 안에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Ⅲ.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

실외를 감시하는 상 감시 시스템의 경우 날씨의 

변화에 따른 조명의 변화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림 5

는 날씨로 인한 변화를 보여주는 상으로, 그림 5(a)

는 구름의 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의 상으로 그림

자가 선명하며, 그림 5(b)는 구름의 향이 미치는 상

황의 상으로 이동 객체에 한 그림자가 거의 사라

진 상태의 상이다.

그림 6은 그림 5(a)와 그림 5(b)의 상에 있는 그

림자 역  색상이 흰색에 가까운 역과 갈색에 

가까운 역의 명도 차이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측정

한 결과이다. 원으로 표시된 선은 흰색에 가까운 그림

자 역의 명도 값이며, 삼각형으로 표시된 선은 갈색

에 가까운 그림자 역의 명도 값이다. 그리고 마름모

로 표시된 선은 배경의 명도 값을 나타낸다. 측정 결

과를 보면 색상이 흰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명도 값을 

보 으며, 색상이 검정에 가까울수록 낮은 명도 값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자 제거 과정에서 

배경 역과 그림자의 명도 차이를 고정된 임계값을 

사용할 경우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지속 인 임계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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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필요하다. 제안하는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은 

배경 분리 과정과 그림자 제거 과정, 임계값 갱신 과

정으로 나뉜다.

(a) (b)

그림 5. 그림자 변화의 
Fig. 5 Example of shadow changing

3.1 배경 분리 과정

그림 6. 명도의 차이 그래
Fig. 6 Intensity difference chart

배경 분리 과정은 입력 상으로부터 이동 객체  

그림자 역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Gaussian 혼합 모델

을 이용하 다. 이 방법은 주변의 조명 변화나 일정 물

체의 반복 움직임이 탐지되는 환경에서도 비교  정확

하게 배경 역을 분리해 내는 방법으로 나뭇가지의 흔

들림로 같이 반복 혼합 벨생하는 배경 변화에 응나

 일정  배경 역을 여러 잨 탐Gaussian 분포 탐혼합 

형태합 표 하고로 시  탐변화에 따른 배경 탐변화에 

응나 일정  Gaussian 분포의 On-line EM 알고리즘

에 의해 갱신한다.

3.2 그림자 제거 과정

Gaussian 혼합 모델에 의해 배경 분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이동 객체와 그림자가 함께 존재한다. 본 논

문에서는 이 게 분리된 배경 역  그림자 역은 

색상 정보와 련이 있다는 가정을 두었기 때문에 

RGB 컬러 모델을 활용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정규화된 

RGB 컬러 모델은 간단한 연산만으로도 화소 값의 밝

기를 배제하고 색상만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

수식 (4)의 정규화된 RGB 컬러 모델을 이용하여 그

림자의 각 화소별 색상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 4 )

검출된 배경 역 가운데 임의의 화소 가 임계값 

이상이면 그림자 역으로 단하여 제거하게 된다. 그

림자 역에 해당할 확률은 흰색에 가까울수록 명도 차

가 높으며, 검정에 가까울수록 명도 차가 낮으므로 수

식 (5)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는 그림자일 

확률이며,  는 각 화소별 명도이고, 

color(i)는 각 화소별 RGB 컬러 값이다.

  

 
                   (5)

3.3 임계값 갱신 과정

이 과정은 그림자 제거 과정에서 사용될 임계값을 

갱신하는 과정으로 그림자 등에 의한 주변 환경변화에

서도 효율 으로 그림자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임계값 갱신 방법은 이  임에서

의 그림자 제거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치를 다음 임

의 그림자 제거 과정에 사용될 임계값에 사용하는 것이

다. 그림자의 향을 받지 않는 상태의 상과 그림자

의 향을 받는 상태의 상에는 명도의 차이가 발생함

을 가정하여 이  임과 다음 임에 해 각각의 

화소의 명도를 비교하여 임계값을 변경하는 것이다. 수

식 (6)은 이  임의 명도값을 이용하여 다음 

임에 용할 임계값를 구하는 식이다. 

  은 이  임의 명도값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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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재 임의 명도값이다.

 

 
                       (6)

수식 (7)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 임계값

를 용하여 구한 그림자의 확률이다.

  

 
                 (7)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그림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

용되는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과 색상 정보를 활용

하는 방법  색상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기반한 방

법을 제안하 다. Gaussian 혼합 모델을 이용하여 이동

하는 객체  그림자 역을 구분해 내고, 그림자 역

이 RGB 컬러 값에 따라 명도 값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가정에 따라 그림자의 특성을 분류하고, 구분된 이동 

객체  그림자 역 내에서 그림자를 제거하 다. 

한 이  임과 다음 임 간의 명도 차이를 계산

하여 다음 임의 그림자 제거에 사용함으로써 그림

자 제거를 더욱 효과 으로 할 수 있도록 하 다. 하지

만 제안한 방법 한 색상 정보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 들이 발생하 다. 향후 이러한 문제 들을 개선

하기 해서는 이동 객체에 한 형상 추  등의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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