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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Retinex를 이용하여 객체의 추 을 할 때, 빛의 변화에 안정 으로 응할 수 있게 하는 시

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인터 션 시스템들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빛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구성을 하여 콘

텐츠의 작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빛의 변화에 한 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빛의 변화가 있는 실내에서 

이러한 인터 션 콘텐츠들이 작동할 경우 시간에 한 빛의 투입량이 바 게 된다.  빛의 변화에 민감한 카메

라를 통해 객체를 추  할 경우 약간의 빛으로 시스템이 오작동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빛의 변화는 시스템의 

작동에 많은 향을 미치는 요소 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빛의 변화를 안정 이고 일정한 처리

를 해 Retinex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ABSTRACT

This paper depict the system which reacts staly towards light changes, when object is detected using retinex. Previous interaction 

system does not react to transient light conditions. Since non- lighting condition was constructed in the limited space. However, if 

interaction contents work in the inside where the light changes, the light input is changed as the time goes by when the system 

detect objects with super sensitive camera few lighting transients makes system trouble. Thus, lighting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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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건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활동 인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든 자기가 원하는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계 인 장치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기   문화 시설에서도 유아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체험 학습  엔터테인먼트 인 성향이 높

은 체감형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많은 투자를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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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으로 쓰이고 있거나 상업 인 목 으로 개발

이 되고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다. 그 의 하나가 콘

솔 게임기기를 제작 매하고 있는 마이크로 소 트

사의 'XBOX360-KINECT' 이다. 닌텐도의 'Wii'와 

소니 이스테이션3의 ‘무 ’는 리모컨 형태의 콘트

롤러를 손에 쥐고 인터 션을 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

에는 3축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외선 카메라 

등 여러 센서들이 되어 있다. 하지만 'Xbox360- 

KINECT'의 경우에는 이러한 콘트롤러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와 센서를 앞에 두고 온몸으로 즐기는 장

비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들은 카메라 이외의 여러 

센서를 가지고 있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센서를 제외한 카메라만을 

가지고 인터 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1. 재의 콘솔게임기기와 콘트롤러
Fig. 1 Console devices and the controllers

본 논문에서는 객체의 경과 모션을 찾고 추  하

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제에 맞는 이미

지를 형상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재미와 몰입감을 주는 

시스템을 제안  구 하 다. 기존의 이러한 인터

션 시스템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정확하게 구성되어있

는 상태에서만 인터 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 의 

환경에 해 많은 향을 받지않고 시스템이 구동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빛의 변화가 많은 실내의 한 부분

이나 야외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해 구동할 경우 

빛에 민감한 카메라가 제 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

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하여 Retinex 알고리즘

을 사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모션을 

추 하기 한 여러 알고리즘과 Retinex 알고리즘 

용 방법 등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Retinex 용 과 

후의 결과에 한 내용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

서는 결론  향후계획에 해 설명한다.

Ⅱ.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구 한 시스템은 그림 2와 같이 컴퓨

터에 빔 로젝터와 비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있고 

빔 로젝터에 의해 스크린에 투 된 체 상 앞쪽

에 빔 로젝트 방향으로 카메라를 치시킨다. 사용

자의 컴퓨터와 빔 로젝터에 의해 스크린 상에 상

이 투 되면 구 한 시스템을 실행한다. 이때 컴퓨터

에 연결되어 있는 비  카메라가 획득한 상을 활용

하여 상처리를 통해 백그라운드 캡처를 한 후 이용

자가 카메라 앞에서 몸으로 인터 션을 한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Fig. 2 System Layout

본 논문에서 정확하고 안정 인 추 과 인터 션을 

하여 사용된 알고리즘은 카메라만을 사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에 있다. 단순히 카메라만을 이용함으로

서 사용이 용이하고, 원격에서도 제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콘트롤러없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

다. 

카메라 상을 획득하기 시작하면서 버퍼에 장시

킨다. 버퍼에서 받은 상을 지정된 임(10 

임)수 만큼 상을 장한 후 평균을 내어 백그라운

드 이미지로 장하게 된다. 2개의 이미지로 차 상을 

수행 할 때 빛 는 노이즈 등의 간섭에 민감하게 반

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 하고 수월하게 

하기 하여 3x3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 다. 그리

고 블러링 과정을 거치고 10개의 임을 받아서 그 

임의 평균을 장해 놓는다[1].

2.1 기존의 Retinex 알고리즘

Retinex 알고리즘은 상의 비를 향상시키거나, 

선명도를 증진시킬 때 많이 사용한다. 한 픽셀 값의 

동  역이 큰 경우에 이것을 압축시키어서 상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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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송에 따른 병목 상의 해소에 이용할 수 있다. 

Retinex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는 입력 상에 들어있

는 배경성분을 제거하는 것이다. 배경 상은 입력 상

의 평균 인 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

한 스 일(필터 사이즈)의 가우시안 필터를 용하여

서 얻을 수 있다. 아래의 수식과 같이 입력 상에 가

우시안 필터링을 한 결과를 원으로 가정하고 이를 

입력 상에서 빼주어 물체의 반사율을 추정한다.

  log  log   (1)

 는  치에서 입력 상의 i번째 채  

값이고, 는 가우시안 필터이다. RGB 상의 

경우 i=1, 2, 3 이고, 는 i번째 색상의 SSR 

결과이다. 가우시안 필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2)

K는 정규화 계수이며 σ는 가우시안 함수의 표  

편차를 나타낸다. 이 매개변수 σ의 크기에 따라 

Retinex 결과 상의 디테일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이에 따라 후  효과 는 색바램 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σ의 결정이 아주 요하다[2].

SSR(single-scale retinex)은 Land의 시각 모델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조명 성분을 제거하고 물체의 특

징을 나타내주는 반사성분만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컬

러 상의 경우에는 각각의 RGB채 에 해서 알고리

즘을 용하면 된다.

Retinex 상을 구할 때 하나의 스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 일에 해서 용한 Retinex 상을 

한 가 치를 주어서 합한 결과를 출력 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MSR(multi-scale retinex) 알고리즘은 다양한 가우

시안 필터를 사용한 SSR 알고리즘의 결과 상들에 

각각 가 치를 주어 평균하여 사용한다.

 
 



log  log    (3)

  
  



   (4)

은 n번째 가우시안 필터에 한 가 치를 나타

낸다. 이 게 얻은 Retinex 상은 당한 offset과 

stretching을 하여서 픽셀 값이 [0, 255]사이에 있게 

한다. 이 과정은 Retinex 출력 상 픽셀의 평균값과 

편차를 구하여서 분석할 수 있다.

컬러 상의 경우에 Retinex출력 상은 체 으로 

그 이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기 해

서 아래의 추가 인 처리과정을 더 거친다[3].

 

 

그림 3. SSR(Single-Scale Retinex) 
& MSR(Multi-Scale Retinex) 

Fig. 3 SSR(Single-Scale Retinex) 
& MSR(Multi-Scale Retinex) 

2.2 Retinex 알고리즘 용

본 시스템에서는 정지 상에서의 Retinex 알고리즘

을 비디오 상으로 구 하 다. 백그라운드 캡처를 하

고 가우시안필터링이 끝난 상에 Retinex알고리즘을 

용시키는 것이다. 먼  들어오는 상의 RGB값을 

YCbCr(YUV)포맷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Y값에는 휘도값, Cb와 Cr에는 색차 신호가 들어 있

다. 여기서 이 Y의 휘도값을 이용하여 Retinex 알고

리즘에 용시킨다.

RGB에서 YCbCr로 변환하는 식에서는 R, G, B값

이 8bit로 표 되어 [0, 255] 사이의 값을 가질 경우 

Y, Cb, Cr 값도 8bit로 표 되어 [0, 255]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오 셋(+128)된다. RGB를 YCbCr로 변환시

키는 과정이 끝나면 Cb와 Cr의 색채정보는 장 해

놓고 Y값만을 Retinex 알고리즘에 용시킨다. Y값에

는 휘도 값만 있기 때문에 그 이 이미지로 보이게 

된다. 이 Y값이 Retinex알고리즘 과정을 거친 후 이

에 장 해놓은 Cb와 Cr을 이용하여 다시 변환 공

식을 이용, RGB로 바꿔 다. 그리고 이 RGB 24bi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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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출력하게 된다.

2.3 모션 추 련 연구

실제 상 버퍼와 10개의 평균을 계산 해놓은 버퍼

와의 차 상을 수행하는 부분이다. 

그림 4. 백그라운드 캡쳐  차 상 
Fig. 4 Background Capture & Background Subtraction

백그라운드 캡쳐후 백그라운드 차 상을 수행하고 

객체를 분리해 낼 때 효과 으로 연산을 하기 해서 

블랍(Blob) 연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블랍을 이용하면 이미지에서 픽셀들의 연결된 역

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효과 인 차 상을 하기 하

여 블랍 기법을 이용해 조  가능한 라미터값 범

안의 잡음들은 지우고 이진화시킨 상을 잡음없이 

하게할 수 있다[1][4].

블랍 연산 후 모폴로지 연산을 추가시킨다. 모폴로

지 연산을 하게되면 그림 5의 이진 상처럼 잡음이 

많은 부분과 블랍으로 찾아낸 객체 속의 노이즈들을 

효과 으로 제거하면서 객체의 형태를 최 한 유지할 

수 있다[5][6].

  

그림 5. 블랍 후 모폴로지한 상 
Fig. 5 morphology image after Blob

OpenGL로 표 할 객체들은 백그라운드와 포그라

운드를 감지하여 나타내는 효과 그리고 화면 상단에

서 떨어지는 오 젝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6. 가상오 젝트생성(시스템 구동 화면)
Fig. 6 Creating virtual objects

가상의 오 젝트를 상단에서 하단으로 자유낙하 시

켜 앞서 찾아낸 객체의 치 정보들을 계산하여 모션

정보에 충돌 시 튀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7)


 

은 다음의 치가 되고, 
 

은 다음의 속

도가 된다. 재 알고 있는 치와 속도, 그리고 가속

도를 이용하여 지  치의 오 젝트들에 한 다음 

치를 유추해내고 나타낼 수가 있다[7][8].

Ⅲ. 실험 결과

본 시스템의 안정 인 효과를 하여 기존의 시스

템과 Retinex의 용 후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 다. 

먼  기존의 시스템이 빛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그림 7과 같이 빛의 변화

를 주면서 실험을 하 다.

그림 7. 빛의 간섭 변화
Fig. 7 Interference of light changes

다음은 실내조명을 완 히 끈 상태에서 테스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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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두운 실내에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비슷하게 설치를 하고 실내의 등으로 빛

을 주면서 향을 테스트하 다.

   

그림 8. 실내조명이 없는 어두운 상태에서 실험
Fig. 8 Using no luminance to make a test

그림 8 처럼 주변이 많이 어두운 곳에서는 조 의 

픽셀의 변화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때 약간

의 미세한 빛이 들어와 그림자가 생기거나 스크린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많은 노이즈가 생기게 된다.

기존 시스템의 조명을 밝힌 실험은 다음과 같다.

그림 9. 실내조명을 부 켠 상태에서의 테스트
Fig. 9 Using full luminance to make a test

실내의 조명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객체를 깔끔하

게 추 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객체의 그림자  조

명의 반사 값이나 변화때문에  다른 노이즈가 생기

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용하여 시간

에 따른 빛의 변화에 한 Retinex 용 후의 실험 

결과이다.

  

그림 10.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
Fig. 10 Morphology image after Blob

그림 10과 같이 시간에 따라 빛의 변화가 바 게 

된다. 이 백그라운드에 Retinex를 용시킨 결과는 다

음과 같다.

  

그림 11. Retinex 용과정
Fig. 11 Morphology image after Blob

다음 그림은 Retinex를 용시킨 후 본 시스템을 

구동한 이미지 이다.

그림 12. Retinex 용(Gray)
Fig. 12 Apply the Retinex

그림 12처럼 빛의 변화가 약간 있을 경우 본 시스

템이 차 상 처리를 통한 상처리를 하는데 안정

으로 구동이 되었다. 하지만 빛의 양  방향이 크게 

바 면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걸 확인 할 수 있었다. 

객체  다른 환경요인이 문제 이긴 하지만 테스트

결과에서 보이듯이 픽셀의 변화 값을 조 하면서 세

하고 Retinex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된다면 보다 안

정 인 트래킹과 인터 션을 할 수가 있다.

Ⅳ. 결 론

카메라의 특성 상 외부  환경 요인들에 의해 다양

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어 리 이션 상에 다양한 세 환경을 구성함으로서 

환경의 변화에도 응 으로 처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실시간 인 사용자의 인터랙션 명령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하지만 다양한 콘텐츠

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사용자들의 이해도 한 

높아지고 있다. 재 이러한 문제에 한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와 시스템에 

비 그리고 유 들에 한 새로운 인터 션 장비  

기술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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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늘날 가상 실  3차원 입체 상의 구성을 

해 카메라를 면에 한 개가 아닌 쪽에도 하나 

더 치하여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한 3D 콘텐츠를 

개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은 기존의 화, 상 콘텐

츠 심에서 체험 문화  체험 콘텐츠 심으로 개

편될 것이다. 문화, 술 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놀이

와 감성  성격이 강한 문화 콘텐츠의 요성이 부각

되고 단방향의 콘텐츠보다는 인터랙션 형식면에서 직

감 인 사용과 몰입감을 주는 콘텐츠 시장이 그 역

을 확장할 것이다. 체감형 콘텐츠 개발 연구는 이러한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한 발 앞서 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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