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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알고리즘 테스트를 위한가상의 가랑비 영상 생성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차량용알고리즘을 테스

트 하는경우 조명 및 기상 환경의 제약조건이 많이 따른다. 때문에 다양한 조명 및기상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는시뮬레이션

환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기상환경 중 가랑비 영상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가

생성한 가상영상 대신에 실제 가랑비의 컬러 특성(color property)과 경계값 특성(edge property)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가

상의 가랑비를 생성하였다. 실험을 통해 실제 가랑비 영상과 생성된 가상의 가랑비 영상은 픽셀 값의 분포로 비교한 결과 두

영상이 아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1. 서론

최근지능형자동차에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무인자

동차자율주행, 자동 주차, 전방추돌감지등다양한분야에서지능형

자동차 알고리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개발되는 알고리즘들은

단순히 개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명 및 기상 환경 아래

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때문이다. 그러나그런테스트를위한환경이만들어지는것

은 쉽지 않다. 원하는 조명과 기상 환경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

에 따라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

해가상으로조명및기상환경을 만들어줄 시뮬레이터 개발이필요하

며 이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상의 가랑비 생성은

다양한 기상환경조건 중에한 요소로, 특별히비를기대하기힘든지

역이나 조건에서의 알고리즘 테스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가랑비알고리즘의 한가지는빗줄기제작이고, 다른 하나는 물방울

이다. 빗줄기를만드는 방법은빗줄기를 사용하는기법[5]과 타원 형태

를사용하는기법[2]이다. 빗줄기를 사용하는기법은직선의비를 이용

하여 가늘고 많은 비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하지만 빗줄기 굵기 변

화에 탄력적이지 못하여 굵은 비의 표현이 힘든 단점이 있다. 타원 형

태를 사용하는 기법은굵기에따른 변화에유연하지만영상생성 속도

가 느린 단점이 있다.

물방울을 만드는 방법은 물방울 투영 촬영을 하여 제작하는 기법[1]

과 기계를이용하여 물방울의크기를측정하는기법[3]이다. 물방울투

영 촬영을 하여제작하는기법은 영상에 들어가는범위와위치를계산

하여타원형태의물방울모양에넣어서만드는방법이다. 그러나창에

맺힌물방울이완벽한반구형태를가정해서사용하는단점이있다. 물

방울의 크기를 측정해서 사용하는기법은 물방울의지름이 2mm 이하

인 경우에 구형을 사용하고, 그보다 커지면 납작한 타원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물방울의 지름을 계산해야하고, 지름에 따른 물방울

형태가 고정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가랑비 영상 분석에 기반 한 가상의 가랑비 생

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가랑비의 빗줄기의 경우 약 10m/s의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영상에서는 잔상 효과에 의해 그림 1(a)처럼 하

나의 선처럼보인다[6]. 그리고 차량의앞 유리창에떨어지는물방울은

그림 1(b)처럼 타원 형태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모델링하여 최종적으로 가상의 가랑비를 생성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시스템 개요를 설명한다. 3장

은실제촬영한가랑비영상을분석한다. 4장은빗줄기알고리즘과 창

에 맺힌 물방울 알고리즘을 제작한다. 5장은 제시한 빗줄기 알고리즘

을 사용한영상과실제가랑비 영상을 비교한다. 6장은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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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실제 비 영상, (a) 빗줄기 (b) 물방울

2. System Overview

그림 2는 제안하는 방법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낸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3. 실제 가랑비 분석

본 논문에서 분석한 실제 가랑비의특성은 도로상에서촬영한 영상

내의 도로표지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차량용 알고리즘을 테

스트 할 경우 도로상의 표지판이 주요 검출 대상이기 때문이다.

3.1 컬러 특성

실제 가랑비의 빗줄기에 대한 컬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HSV 컬

러 공간(HSV color space)을 사용하였다. 이는 HSV 컬러 공간이 색

상, 채도, 명도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컬러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컬러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림 3은 실제 가랑비의 빗줄기가 도로표지

판 위를 지나갈 때의 예를 보인 것이다.

그림 3. 실제 가랑비 영상 그림4. 빗줄기특성분석을위한N×N

마스크및가로축세로축분석방향

실제 가랑비의 빗줄기 특성은 도로표지판 상을 지나가는 빗줄기의

픽셀 위치를 중심으로 그림 4와 같이 N×N 구역에서의 가로축과 세로

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가랑비 빗줄기의분석의대상이되는 표지판의경우 그림 3과

같이빨강색의 유채색과 흰색, 검은색 등의무채색으로 색깔이 구성된

다. 빗줄기분석의경우이러한유채색과무채색의구분에따라컬러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본 논문에서는 유채색과 무채색을 구분하

여 컬러적 특성을 분석 하였다. 그림 5는 유채색에서의 HSV 컬러 특

성을분석한 그래프이다. 그림 6과그림 7은 유채색에서의 HSV 컬러

특성을나타낸그래프이다. 점선은특징분석에기준이되는낮영상에

대한 픽셀 값이고 실선은 실재 가랑비 빗줄기 영상의 픽셀 값이다.

그림 5, 그림 6, 그림 7에서 보듯이 H 성분의 경우 맑은 날 영상과

가랑비 빗줄기 영상에서 크게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S는

유채색, 무채색 두영역 모두에서맑은 날영상에비해 일정량값이 증

가하는 형태(유채색의경우 31 증가, 무채색에서 24증가)를 보인다. 하

지만 V의 특성은 S와는 달리 맑은 날 영상에 비해 일정량 감소하는

형태(유채색에서 29감소, 무채색에서 24감소)를 보인다.

가로축색상(H) 세로축색상(H)

가로축 채도(S) 세로축 채도(S)

가로축명도(V) 세로축명도(V)

그림 5. 유채색(빨강) 영역에서
HSV 특성 그래프

가로축색상(H) 세로축색상(H)

가로축 채도(S) 세로축 채도(S)

가로축명도(V) 세로축명도(V)

그림 6. 무채색(검정) 영역에서
HSV 특성 그래프

가로축색상(H) 가로축 채도(S) 가로축명도(V)

세로축색상(H) 세로축 채도(S) 세로축명도(V)

그림 7. 무채색(흰색) 영역에서 HSV 특성 그래프

3.2 경계(edge) 특성

실제 가랑비 빗줄기의 경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Sobel 연산자를

이용하여 그림 4에 따라 경계값을 검출하였다. 그림 8은 유채색에 대

한경계값특성을보인것이고그림 9와그림 10은 무채색에대한경계

값 특성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점선은 분석의 기준이 되는 맑은 날

영상의 특성 값이고 실선은 가랑비 빗줄기에 대한 특성 값이다.

그림 8에서 보듯이 유채색 영역에서가로축기준 경계(dx)와 세로축

기준경계(dy) 그래프는굴곡진웨이브형태를보인다. 이는 빗줄기픽

셀을중심으로 가로축을 기준으로 볼때 중심픽셀을 기준으로 좌우로

픽셀의 편차를 보여 경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로축을 기준

으로 한 세로경계(dy)와 세로축을 기준으로 한 가로경계(dx)의 경우

빗줄기의 픽셀 방향으로 픽셀값들이 유사하여 경계가 생기지 않아 평

평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9에서 보듯이 검은색 영역에서 가로축 경

계(dx)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그림 8과

다르게 세로축을 기준으로 한 가로경계(dy) 그래프는 변화가 없다. 그

림 10에서 보듯이 흰색 영역에서는 그래프의 변화가 없음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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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축기준
세로경계(dx)

세로축기준
세로경계(dx)

가로축기준
가로경계(dy)

세로축기준
가로경계(dy)

그림 8. 유채색(빨강) 영역에서
경계값 특성 그래프

가로축기준
세로경계(dx)

세로축기준
세로경계(dx)

가로축기준
가로경계(dy)

세로축기준
가로경계(dy)

그림 9. 무채색(검정) 영역에서
경계값 특성 그래프

가로축기준
세로경계(dx)

가로축기준
가로경계(dy)

세로축기준
세로경계(dx)

세로축기준
가로경계(dy)

그림 10. 무채색(흰색) 영역에서 경계값 특성 그래프

4. 제안하는 가상의 가랑비 생성 방법

4.1 빗줄기 렌더링

공기 중에서 낙하 하는 비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반대편으로 작용하

는부력과저항력을받는다. 일정속도에도달하면저항력과중력의크

기가 같아져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되어 비는 가속도가 없는 등

속도 운동을 한다.

··· (1)

 

·
(2)




·  (3)

식(1)에서 m은 비의 질량, a는 비의 가속도, g는 비의 가속도,

· 는낙하속력에비례하는저항력이다. 공기 중에낙하하는물체

의 경우 부력의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제외하였

다. k는 구의반지름과 공기상태에의해정해지는저항상수, v는 비의

속도이다. 비가 종단속도에 이르게 되면 a는 0이 되므로 식(2)와 같게

된다. 식(3)을 통해 비의잔상(빗줄기)의 길이를 구한다. 일반적인비의

지름은 2∼8mm이다[3]. 식(2)를 통해 비의 종단속도가 약10m/s로 계

산된다. 사람의 눈은 24∼36fps(Frame Per Second)의 동영상을 실제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인식한다. 지근거리에서 비의 잔상(빗줄기)은 약

420∼280mm가 된다. 잔상의 효과로 멀리 있는 비일수록 빗줄기가 짧

아 보이고 더 투명하게 느껴진다[4].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 상황에

서 비가 오는 시뮬레이션을 연출하기 위해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3개로분류하였다. 원거리는화면중앙에서 1/3 범위, 중거리는 2/3 범

위, 근거리는화면전체로설정하였다. 빗줄기 마스크는 3개의각각지

역에 임의 위치에 생성되도록 하였다. 비의 길이는 사람이 보는 비의

잔상 길이와 비슷하도록 50∼10pixel로 생성된다. 비의 길이가 줄어들

수록 마스크의 컬러 값도 줄어들게 하였다.

빗줄기 마스크의 형태는 도로표지판 상을 지나치는 실제 가랑비의

경계 특성을 사용하였다. 빗줄기 마스크는 3pixel 두께로만들고, 중심

으로부터 좌측에는중앙 컬러 값의 1/3의가중치(weight)를 이용하여

컬러 값을 조정하였고, 우측에는 중앙 컬러의 1/2의 가중치를 주어 컬

러 값을 변경하였다. 원거리와 중거리의 빗줄기 마스크에는 3×3 가우

시안 블러를, 근거리의 빗줄기 마스크에는 5×5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

하였다. 비는 바람의 영향으로 떨어지는 각이변하므로 빗줄기의 각도

는 전체가 같은 각도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 11. 빗줄기마스크부분확대영상

가장먼저 입력 영상을 HSV 컬러 공간으로 변환을 한다. 빗줄기의

컬러는 도로표지판 상을 지나치는 실제 가랑비를 분석한 컬러 특성을

사용하였다. 실제 빗줄기는 맑은 낮 영역의 색상(Hue)은 그대로, 채도

(Saturation)는 증가, 명도(Value)는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선형변환영상에서빗줄기마스크영역의채도(H)를 증가시키고

명도(V)를 감소시켜 빗줄기의 컬러 특성을 수정하였다..

4.2 물방울 렌더링

자동차 앞 유리에 맺힌 물방울은물의표면장력과기울어진 유리에

의한중력과 마찰력에 의해 일그러진 타원형으로생성된다[1][3]. 타원

의 컬러는 선형 변환 영상의 컬러 값을 넣도록 한다. 물방울 주변으로

는 빛이굴절되어 테두리가생성된다[1]. 테두리는물방울 보다옆으로

넓은 형태의타원으로 제작한다. 가우시안 블러를 추가하여 테두리와

타원형 물방울과 합성을 통해 물방울 마스크를 생성하였다.

처음 Perspective Transform은 원하는 물방울 맵핑을 위해도립상

을만들기위해서사용한다. 도립상은원거리일때가능하므로변환하

는 영상은 전체의 80%를사용한다. 회전 변환없이위쪽 좌측우측 위

치만을 조정한다.

 × log


 (4)

Log-Polar Transform은 직교 좌표계를 극 좌표계로 변환하면서

Log 스케일로 변환한다[5]. 식(4)에서 은 스케일 인자이고,

  는 변화하는 중심점이다. Log-Polar 영상은 Perspective

Transform으로 90°회전하고, 2배 확대 한다.

4.3 영상 위치에 따른 크기 변형

자동차 앞 유리에 맺힌 빗방울은 보는 높이에 따라서 하늘의 비율

이 변한다[1]. 따라서 타원형 물방울에 그림 12를 높이에 따른 비율로

넣는다. 영상 위쪽에 생긴 물방울에 들어가는 그림 12의 비율이 줄어

들고, 화면 아래쪽에 생긴 물방울에 들어가는 그림 12의 비율이 커지

게 된다. 물방울이 평면이 되지 않도록 물방울 내의 하늘 컬러 부분에

서 밑으로 갈 수 록 밝아지는 그레이디언트를 주도록 한다. 기울어진

유리 위에서 물방울은 하부로 물이 쏠려 있기 때문에 빛이 더 모이게

되어서 약간더 밝은픽셀 값을 가진다[1]. 물방울에 채워지는색은 선

형 변환된 영상의 같은 위치의 컬러를 넣었다. 물방울의 컬러는 위 부

분에서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컬러 픽셀 값을 2씩 증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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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Log-Polar Transform 그림 13. 창에맺힌물방울영상

5.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으로제작된빗줄기와 실제 가랑비영상의평균치를 비

교하였다. 실험 영상은 1920×1080 크기의 영상을 사용하였다. 실험 조

건은 도로표지판을 지나는 빗줄기를 비교했다. 실험 방법은 HSV 컬

러와 Sobel 경계값(dx, dy)으로 비교하였다. 아래 그래프에서 실선이

제안된 방법으로 제작된 빗줄기이고, 점선이 실제 가랑비의 평균치다.

가로축색상(H) 세로축색상(H)

가로축 채도(S) 세로축 채도(S)

가로축명도(V) 세로축명도(V)

그림 14. 유채색(빨강) 영역에서
HSV 비교 그래프

가로축색상(H) 세로축색상(H)

가로축 채도(S) 세로축 채도(S)

가로축명도(V) 세로축명도(V)

그림 15. 무채색(검정) 영역에서
HSV 비교 그래프

가로축색상(H) 가로축 채도(S) 가로축명도(V)

세로축색상(H) 세로축 채도(S) 세로축명도(V)

그림 16. 무채색(흰색) 영역에서 HSV 비교 그래프

도로표지판의 빗줄기 HSV Color 그래프는 가로축과 세로축에서

비슷한 유형을 가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상의 비 제안 방법은 낮

영상의 채색과 무채색에서 다른 조건으로 변형하여 실제 가랑비와 비

슷한 데이터 값을 가지게 되었다. 위 그래프는 색상(H)과 명도(V) 에

서 높은 유사도를 보여준다.

가로축기준
세로경계(dx)

가로축기준
가로경계(dy)

세로축기준
세로경계(dx)

세로축기준
가로경계(dy)

그림 17. 유채색(빨강) 영역에서 경계값 비교 그래프

도로표지판의 빗줄기 Sobel 경계 그래프는가로축과세로축에서비

슷한 유형을 가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빗줄기 각도와 도로표지판의

컬러 경계에의한차이 때문에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값들의 변화

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가로축기준
세로경계(dx)

세로축기준
세로경계(dx)

가로축기준
가로경계(dy)

세로축기준
가로경계(dy)

그림 18. 무채색(검정) 영역에서
경계값 비교 그래프

가로축기준
세로경계(dx)

세로축기준
세로경계(dx)

가로축기준
가로경계(dy)

세로축기준
가로경계(dy)

그림 19. 무채색(흰색) 영역에서
경계값 비교 그래프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가랑비 영상 분석을 통한 가상의 가랑비 영상

생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도로에 존재하는 표지판위를 가랑비가 스쳐

지나가는영상에대해 컬러특성과경계가 변화특성을분석하여이를

기반으로 가상의 가랑비 빗줄기를 생성하고, 선형 변환 영상을 사용해

서 Perspective Transform과 Log-Polar Transform을 이용하여 창에

맺힌 물방울을구현하였다. 실제 가랑비의 컬러적, 경계적특성을 이용

하여 가상의 가랑비 빗줄기를생성하였으며, 실험을 통해생성한가상

의 가랑비 빗줄기가 실제 빗줄기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다양한 조명변화에대해 빗줄기의 변화를추가로분석하여보다

실제에 가까운 가랑비 생성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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