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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으로 감시 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은 배경빼기 혹은 임 차를 이용하여 추출된다. 하지만 객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는 심

각한 탐지의 오류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도로 상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상으로부터 차량 정보를 분석할 때, 차량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림자로 인하여 차량의 모양을 왜곡시켜 부정확한 결과를 만든다. 때문에 그림자의 제거는 감시 상 내에서의 정확한 객체 추출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도로감시 상 내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차종 별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움직이는 객체 내에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제거한다. 제거된 객체의 역은 소실 을 이용하여 3차원 객체로 피 (Fitting)한 후 측정된 데이터를 감독 학습하여 원하는 차종 

별결과를 얻는데 사용한다. 실험은 3가지 기계학습 방법{IBL, C4.5, NN(Neural Network)}을 이용하여 그림자의 제거가 차종의 별성능에 미치

는 결과의 평가한다. 

키워드 : 그림자 제거, 주성분 분석, 지능화된 교통시스템, 차종분류, 배경빼기, 기계학습

Efficient Learning and Classification for Vehicle Type using Moving Cast 

Shadow Elimination in Vehicle Surveillance Video

Wooksun Shin†․Changhoon Lee††

ABSTRACT

Generally, moving objects in surveillance video are extracted by background subtraction or frame difference method. However, moving 

cast shadows on object distort extracted figures which cause serious detection problems. Especially, analyzing vehicle information in video 

frames from a fixed surveillance camera on road, we obtain inaccurate results by shadow which vehicle causes. So, Shadow Elimination is 

essential to extract right objects from frames in surveillance video. And we use shadow removal algorithm for vehicle classification. In our 

paper, as we suppress moving cast shadow in object, we efficiently discriminate vehicle types. After we fit new object of 

shadow-removed object as three dimension object, we use extracted attributes for supervised learning to classify vehicle types. In 

experiment, we use 3 learning methods {IBL, C4.5, NN(Neural Network)} so that we evaluate the result of vehicle classification by 

shadow el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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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들어 무인 감시 시스템, 보안 출입 리, 공장 자동

화,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같이 이동 물체를 탐지하는 상

처리 기술의 응용 분야가 확장되면서 동 상으로부터 이동

하는 물체를 검출하여 분석하고 이를 추 하는 응용 분야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특히, 경제 성장,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교통량이 속히 증가함에 따라 존하는 교

 †  회 원 :건국 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수료
††종신회원:건국 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논문 수: 2007년 8월 20일, 심사완료：2007년 11월 20일

통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능화된 교통 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s System)에 한 심 한 높

아지고 있다[1]. 하지만 고성능의 ITS는 추출한 객체로부터 

교통 혼잡도나 차량에 련된 정보 등 보다 고차 인 정보

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도로상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로부

터 얻어진 상에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

러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이용하는 것은 교통정보 자

동화 시스템에서 매우 요하다[2]. 즉, 교통 감시 상으로

부터 차량의 올바른 주행, 차선 변경  사고 유무 탐지 등 

유용한 정보를 얻기 해서는 차선, 차량, 차량의 이동 방향 

등 이외의 다양한 요소의 정보의 추출이 필요하다. 도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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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량의 차종 별은 차량의 소통량과 더불어 요한 정

보로서 사용될 수 있어 기하학 인 형태를 이용한 정확한 

차량의 차종 별은 요하다[3]. 

감시 상 내의 차량 객체는 정확한 차량  차종의 별

을 해서 진행방향, 차량의 폭, 길이, 높이를 추정하기 해

서 육면체 형태의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차량의 피 을 수

행한다. 이를 통하여 차량을 기하학 으로 표 할 수 있는 

추상화된 형태의 객체로 표 할 수 있어 차량의 입체 인 

모양을 추정할 수 있다. 피 을 해서는 소실 과 차량의 

진행방향을 계산하여야만 하고, 소실 은 차량의 이동궤

과 차선의 검출을 통해서, 그리고 차량의 진행방향은 상 

임간의 분석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림자

가 올바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차량의 객체에 포함되어있는 

그림자가 다른 차량의 객체와 겹쳐질 경우 하나의 객체로 

별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별을 어렵게 만들고, 차량 

내에 포함된 그림자는 왜곡된 객체를 만들어 피 을 통한 

객체의 모양도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차량의 분석을 어렵게 

만든다[4-6]. 따라서 그림자 제거는 특히 상 기반의 차량 

분석 련 응용에 있어 요하다. 

배경 임으로부터 객체를 추출해 내는 방법은 오래 부

터 많은 연구를 해왔고, 동 상으로부터 움직이는 객체를 얻

어내는 가장 일반 인 방법이다[7]. 추출된 객체의 내부에 그

림자를 제거하기 해 불확실성에 으로 근하는 통계

인 방법[8-10]을 이용하 다[11-13]. 추출된 객체는 색 정보를 

가지는 경(Foreground)과 배경(Background) 상에 한 

객체 역의 내의 픽셀에 한 RGB색 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다. RGB색 공간의 3개의 색 요소들은 서로 연 성을 가지므

로 이들 간의 연 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색 공간을 

만들기 해서 KLT(Karhunen Lòeve Transform)를 이용하

는 주성분분석(PCA:Principle Component Analysis) 기법을 

사용한다[14]. 그림자, 배경, 경 상의 특징들 간의 요한 

정보는 주성분 분석에 의해서 추출된다. 주성분을 분석하면 

그림자와 배경이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며 거의 일직선 상에 

놓여지지만 날씨의 조건과 차량의 색에 따라 색 공간상에서 

약간 다른 분포의 특징들을 보임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분포

의 패턴을 이용하여 효율 인 그림자 제거가 가능하다. 그리

고, 동 상으로부터 추출된 도로상의 차량 객체는 정확한 차

량  차종의 별을 해서 진행방향, 차폭, 길이, 높이를 추

정할 수 있는 육면체 형태의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2차원 상

의 x-y평면상에 6개의 으로 차량 객체를 기하학 으로 표

하기 한 피 을 수행한다[5,15]. 

본 논문은 추출된 객체에 하여 그림자를 제거하여 피

한 후 얻어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효율 으로 차종을 분류한

다. 추출된 모델의 속성 값들을 감독 학습시켜 각 차종 별 

특성을 찾아내어 차종 분류에 사용할 수 있다. 학습에 사용

된 알고리즘은 C4.5[16], IBL(Instance-based Learning)[17] 

그리고NN(Neural Network)[18]을 사용하여 비교하 다. 논

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그림자 제거에 련된 알고리즘에 

하여 논의하고, 3장에서는 차량모형을 한 피  방법에 

하여 논하고, 4장에서는 이것을 학습하여 차종 분류에 

용한 실험의 결과를 평가하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개선

사항에 해 논의한다.

2. 그림자 제거

2.1 객체 역의 경과 배경 상

고정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감시동 상에서 움직이

는 차량 객체에 한 역을 추출하기 해서 배경빼기

(Subtraction)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배경빼기는 동 상의 

과거 임들로부터 배경 임을 추정한 후,  동 상 

임과의 차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차량 객체의 역을 얻

어낼 수 있다. 효율 인 배경빼기를 해서는 우선, 상 동

상의 배경 임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

지만 추정된 배경 임은 시간에 따른 날씨의 변화와 동

상 내의 고정 물체의 이동 등에 의해서 응 인 배경

임의 추정법을 사용한다[19]. 한  임에서 객체 분할

을 해 사용되는 차 상은 카메라의 흔들림과 주변 밝기의 

변화에 따른 많은 잡음을 포함한다. 때문에 한 문턱치

(threshold value)에 의한 이진화와 불필요한 객체의 제거를 

한 모폴로지(morphology) 연산 등의 처리(processing)가 

필요하다.  

분할된 차량객체의 역에 속하는 두 가지의 상 데이터

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경 상으로 재 임에서 분

할된 객체 역에 해당하는 픽셀들로 구성되며 차량과 그림

자의 상을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배경 상으로 배경

임에서 분할된 객체 역에 해당하는 픽셀들로 구성되며 차

량이 없는 도로 상을 보여 다.  경과 배경 상은 그림

자, 도로, 차량에 한 특징을 분석하기 해서 사용된다. 

아래 보여지는 (그림 1)의 (a)는 분할된 차량 객체 역에 

한 경 상과 배경 상의 를 각각 보여주고 있고, 

(그림 1)의 (b)는 경과 배경 상에 한 RGB색 공간 상

의 분포를 보여 다. 즉, 이 분포도는 경과 배경 상의 픽

셀(Pixel)들의 색 구성 요소로써 R(Red), G(Green), B(Blue) 

세 개의 축을 가지는 3차원상의 그래 로 데이터를 표 한 

것이다. 밝은 으로 표 된 부분은 경 상  차량 역

을 구성하는 픽셀의 RGB 값의 분포를 나타내고, 간 밝

     

(a) 경/배경 상              (b)RGB 색 공간

(그림 1) 추출된 상과 RGB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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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은 그림자 역을 구성하는 픽셀의 분포를, 그리고 

어두운 으로 표 된 부분은 배경 상을 구성하는 픽셀의 

RGB값의 분포를 보여 다.

(그림 1)의 (b)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경 상 내에 주로 

보여지는 도로는 차량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림자보다는 밝

은 색을 가지며, 체 으로 색의 변화가 기 때문에 픽셀

들의 RGB값이 좁고 짧은 역에 분포하지만, 경 상에

서 나타나는 차량과 그림자는 상 으로 RGB 공간 상에 

넓게 분포하므로 배경의 분포에 비하여 큰 분산 값을 가진

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RGB 모델의 각 색 요소에 

의해서 결합되는 표 되는 상은 요소간에 서로 독립이지

만, 연 성을 가진 픽셀로 구성된다. 즉, 하나의 픽셀은 

RGB 세 요소의 결합에 의해서만이 표 이 가능하고, 어느 

한가지 요소라도 과소평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때문에 

특정 역 내 픽셀의 그림자 탐지와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해서 각 색 요소간의 연 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색 모델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2.2 그림자 특성  탐지

그림자는 객체의 일부분에 만들어지는 셀 -쉐도우

(Self-shadow) 와 객체에 의해 객체 외부에 만들어지는 캐

스트 쉐도우(Cast shadow)로 구분할 수 있다. 셀 -쉐도우

는 객체의 일부로 인식되어야만 하지만, 캐스트 쉐도우의 

경우는 객체의 일부는 아니지만 움직이는 객체로서 함께 추

출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움직이는 캐스트 

쉐도우는 직 으로 가리워진 부분인 그림자(Umbra)와 

부분 으로 가리워진 반그림자(Penumbra)에 의해서 그림자

의 밝기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림자의 효과  제거가 

어렵다. 이러한 그림자는 배경과 유사한 분포 특성을 가진

다. 아래 (그림 2)는 햇빛의 강도에 따른 배경(도로)와 그림

자 상의 RGB 분포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과 그림자

가 같은 방향으로 직선상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그림자를 탐지할 수 있는 요한 특징은 배경 상

의 분포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RGB색 모델은 서로 련성이 있는 3개의 색 요소에 의

해서 표 되기 때문에, 그림자제거를 해서 RGB  어느 

한 요소만으로는 그림자와의 연 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용이한 분석을 해서RGB 색 공간의 3개의 색 요소

(Red, Green, Blue)들의 연 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밝은 날씨                 (b) 구름이 낀 날

(그림 2) 배경(도로)와 그림자 상의 RGB 색 분포

색 모델이 필요하다. 새로운 색 모델은 주성분분석을 이용

하여 RGB각 요소에 한 새로운 특징을 추출한 후 선형 변

환하여 새로운 주성분공간에 한 Y1Y2Y3모델을 만든다. 

우선 경과 배경 상에 한 M개의 각 픽셀의 RGB성

분들로 측벡터(observation vector)인 X로 표 하고, 각 

성분에 한 평균 μx과 공분산 Cx을 계산한다. 배경 상의 

공분산 Cx의 고유치(eigenvalue)를 각각 구하여 큰 순서로 

λ1, λ2, λ3이라 하고, 이에 응하는 고유벡터 e1, e2, e3 로 

이루어진 변환행렬 AB를 구하여 다음 식(1)와 같이 배경 

상의 RGB성분을 변환한다. 

)( B
X

BBB XAY μ−= ,  
TB eeeA ][ 321=       (1)

그리고, 경 상의 각 RGB성분들을 다음 식(2)에 의해

서 배경 상의 YB공간으로 사상(mapping)시킨다. (그림 3)

의 (a)는 이들의 분포와 주성분 축을 보여주고 있다. 

)( B
X

FBF XAY μ−=                 (2)

RGB공간 상의 배경 데이터는 각 축 상의 데이터의 평균

값을 빼서 새로운 공간 Y
B 상에 다시 표시 하 기 때문에 

좌표 (y1 y2 y3) =(0 0 0)에 배경 분포의 심이 치하게 된

다. 그림자는 배경 상인 차도의 밝기 보다 어둡기 때문에 

배경을 심으로 그림자의 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

의 (b)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림자의 역 치는 주성분 

Y1Y2Y3의 공간에서 Y1축에 한 배경(도로)의 평균보다 작

은 공간 쪽으로 치하게 된다. 하지만, 추정된 역에는 그

림자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의 일부 역 혹은 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즉, 차량의 유리창과 같이 어두운 

부분이나, 차량의 밝기가 도로 보다 어둡거나 유사한 경우 

차량이 그림자로 인식될 수 있다.  

 

   (a) 경과 배경의 주성분        (b) 그림자의 가능 추정 역

(그림 3) RGB 색 공간과 주성분벡터 

2.3 주성분의 보정

경과 배경 상의 RGB성분에 한 통계 인 분포특성

을 이용하여 KLT 변환된 공간상의 데이터는 (그림 4)의 (a)

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특정한 방향 패턴을 가지게 된다. 

즉, 배경 상과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포함하는 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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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 패턴            (b) Y2Y3 평면에 사

(c) 축보정 후 Y2Y3 평면에 사

(그림 4) 주성분의 보정

역시 동일한 방향 패턴–배경과 같은 Y2Y3평면상의 치와 

Y1방향으로 그림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을 가진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즉, 같은 재질이나 질감을 갖는 물체는 외부

의 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반사되는 빛에 의한 밝기

의 차이가 선형 으로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주성분 공간의 

Y1축과 경의 패턴 방향은 유사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좌표 축을 변환하여, 변환된 Y1축과 경의 

패턴 방향이 일치하도록 투 된 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법

으로 축을 수정하 다. Y1Y2Y3공간의 데이터를 Y2Y3평면에 

사 (projection)시키면 (그림 4)의 (b)와 같이 분포의 패턴

이 Y1축과 일직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 나 보이

게 된다. 만약 Y1축 수정의 통해서 정확한 패턴의 방향을 

찾게 된다면 (그림 4)의 (c)와 같이 정확히 각 패턴이 Y2Y3

평면에 일치되어 사 된다. 

경 상에 포함된 그림자의 특성을 찰해 보면 차량의 

색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량의 색에 따른 

밝기에 따라 다른 그림자의 분포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그

림자의 분포 치의 추정이 어렵다. 때문에 차량의 색에 따

른 밝기와 계없이 그림자의 탐지가 가능하게 하려면, 분

포 모양의 보정이 필요하다. 보정을 해 필요한 특징은 

Y1Y2Y3공간 상의 데이터에 Y2Y3평면에 한 2차원 히스토그

램을 이용한다. 즉, (그림 5)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Y2Y3

평면에서의 가장 높은  값, Peak1을 가지는 좌표와 2번

째 높은  값, Peak2을 가지는 치를 찾는다. Y2Y3평면

을 서  역들로 나 어 각 역에 한  값을 계산하

여 피크 값을 찾는다.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역은 

배경 분포의 심인 원 과 거의 일치한다. 두 번째로 높은 

 값은 그림자의 심 역에 치하고, 차량의 밝기 값

에 따라 다르게 치한다. 차량의 밝기가 다른 차량의 분포

는 원 을 심으로 서로 다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피크 값은 Y2Y3평면의 보정에 이용될 수 있다. Y2축과 

일치되도록, 두 피크 값에 의해서 연결되는 선과 Y2축과의 

사이 각을 구한 후 Y1축을 심으로 회 시켜 Y2Y3평면을 

보정한다. 차량 밝기에 따른 보정된 분포들은 거의 비슷한 

분포상의 모양과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림자의 치를 쉽

게 추정할 수 있다. 

2.4 그림자 제거

그림자와 배경(도로)의 분포는 같은 방향을 가지며 거의 

일직선 상에 놓여지지만 날씨의 조건과 차량의 밝기에 따라 

색 공간상에서 다른 분포의 특징들을 보인다. 그림자의 

Y2Y3면상의 들의 분포는 Y3보다는 Y2방향으로 더 큰 분산

을 보인다. 때문에 그림자 역을 포함 시킬수 있는 한 

타원을 이용해 그림자 역의 제거에 사용한다. 그리고 그

림자는 배경의 Y1축에 하여 일직선 상에 놓이므로 타원은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타원은 그림자 분포의 

심에 치해야 하기 때문에 보정에 사용했던 두 피크 

Peak1, Peak2을 이용해서 분포의 심을 구하고 타원을 Y2

축방향으로 이동하다. 하지만, Y3축에 한 타원의 이동은 

이미 Y1축의 회 에 의한 보정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다. 그

리고 Y1Y2Y3공간의 Y2, Y3 두 축에 한 분산 값의 비율을 

구하여 타원의 라미터로 사용한다. 그러나, 햇빛의 강도가 

낮은 경우 두 피크 Peak1, Peak2의 거리는 짧아지게 되어 0

에 가까워 진다. 이럴 경우 그림자를 제거하기 한 타원을 

생성할 수 없다. 때문에 거리가 τ 보다 작은 경우는 Dpeak의 

값을 τ로 사용한다. 사용된 타원의 방정식은 다음 식(5) 와 

같다. 그림자의 제거는 타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들

을 Y1축을 따라서 삭제함으로써 수행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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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YDY −−= λ            (5)

(그림 5)의 (a)는 그림자 제거를 한 입력 상을 보여

주고 있고, (그림 5)의 (b)는 그림자로 추정되는 역을 제

거한 후의 결과 상이다. 

B
X

FTFF YAX μ+= )(               (6)

     

(a) 입력 상          (b) 결과 상  

(그림 5) 그림자제거



차량 감시 상에서 그림자 제거를 통한 효율 인 차종의 학습  분류  5

3. 차량 모형

3.1 소실 (Vanishing Point) 

도로 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주로 근거리로부터 원거

리의 포함하는 도로 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 

상 내의 원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량의 기하학 인 구조

를 추정하기 해서 소실 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실 을 

구하기 해서는 원근을 추정할 수 있는 교차 을 만들 수 

있는 직선 성분이 필요하다. 주로 차선을 이용한 방법과 차

량의 이동 궤 을 이용한 방법의 이용이 가능하다. 차선은 

이미 배경 임으로부터 외곽선을 추출한 후 허  변환

(Hough Transform)을 이용해서 추출이 가능하고, 이 차선

들의 교차 을 찾는 것에 의해서 소실 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의 이동 궤 으로부터 얻어진 궤  선들의 교

을 통해서도 차선에 한 정보의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실 의 획득이 가능하다. 

도로상의 차선은 보통 다 의 선을 가지며 원거리일수록 

작은 선으로 표 되기 때문에 선 자체의 탐지가 쉽지 않다. 

한 도로 주변은 움직이는 구조물에 의해서 많은 잡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실 을 찾기 한 직선의 검출이 어려

울 수 있다. 하지만, 배경 임의 추출과 동시에 차선을 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 속도 면에서 빠르다. 그리고, 차량

의 이동 궤  선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서 

픽셀의 밝기 값의 변화 특성을 찾아내기 때문에 차량의 소

통이 은 도로 상에서는 소실 의 탐지 속도가 늦지만, 통

계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 상 내의 도로나 차선 이외의 

잡음에 하여 강하다.

(a) 차선이용              (b) 궤 이용

(그림 6) 소실 을 얻기 한 두 가지 방법

3.2 모형 피  (Model Fitting)   

추출된 객체를 차량의 추상화된 모형에 용시켜 차량 식

별과 더불어 모형에 용된 속성 값을 근거로 하여 차종의 

별을 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차량의 정해진 모형

에 용시켜 추상화 시키는 과정을 피 이라고 부르는데 이

는 차량의 추상화된 모양을 직선들을 이용한 다각형으로 간

단히 표 하는 것이다. 임 내의 객체는 x와 y축에 의해

서 정의된 2차원 상의 픽셀들의 집합으로 표 된다. 그리고 

객체 내의 픽셀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최소의 으로 그 

모양을 히 추상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차량의 모양은 

직육면체 모양으로 추상화할 수 있고 객체의 이동 방향에 

      (a) 객체 피        (b) 객체 모델링

 

(c) 차량 모형화 

(그림 7) 소실 을 이용한 객체 피  

따라서 6개의 직선으로 표  될 수 있다. (그림 7)은 소실

과 피 을 이용하여 객체를 피칭시킨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

다. 객체 피 은 먼  (그림 7)의 (a) 에서와 같이 추출된 

객체의 4 (R1, R2, R3, R4)으로 사각 역을 정의하고 소실

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직선의 객체와 인 하는 두 을 찾

는다. 이때 소실 과의 직선과 사각 역의 을 이용해서 

피 을 하게 된다. 최종 으로 만들어지는 피 의 결과는 

(그림 7)의 (b)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6개의 (A1, A2, 

A3, A4, A5, A6)로 구성되는 6각형의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

림 7)의 (c)는 실제 상에 용한 이다. 

4.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림자 제거 방법을 실험하기 해 

MS Windows XP Professional 환경에서 MS Visual C++ 

.NET과 DirectShow를 사용하여 구 하 고, 하드웨어는 인

텔 Dual Xeon CPU 2.8Ghz 시스템을 이용하 다. 

구 된 로그램은 우선 동 상에서 상 임을 추출한 

후, 배경 임을 추정한다. 최 의 배경 임을 추정하기 

해서 차량의 소통량과 진행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데 약 10  정보의 시간이 소요된다. 추정된 배경 임은 

배경빼기를 이용한 차 상을 구하고 모폴로지, 라벨링

(labeling), 역화(blobbing)등의 처리를 수행하여 움직이는 

개체의 역을 분할한다. 분할된 역의 경, 배경 상에 

하여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후 그림자 성분을 제거한다. 

그림자가 제거되어 축소된 역을 상으로 차량 모형에 

한 피 을 수행하여 차량의 기본 속성 값을 얻는다. 그리고 

WEKA[20]를 이용하여 차종 학습과 테스트를 수행하 다. 

사용된 동 상은 실제 도로상에서 촬 된 당 15 임의 

24비트 컬러 동 상으로 320x240의 해상도를 갖는다. 다음 

<표 1>는 각 상의 처리단계별 수행시간을 보여 다. 체

인 처리시간은 500ms정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차량의 

검지지  통과 시 차량의 차종 별이 필요하므로 당 2

의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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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처리 단계 별 소요시간

처리 단계 수행시간(milli second)
배경 빼기 6.332
모폴로지 4.868

라벨링& 역화 23.221
주성분분석&그림자제거 441.580

차량객체피 3.564

(a) 피 된 차량모형            (b) 차량의 종류

(그림 8) 차량 모형  분류

실험은 그림자를 제거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의 특징 

값들을 추출한 후, 학습에 사용하고, 차종의 결결과를 평

가한다. 피 된 차량을 3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감독 학습을 

시킨 후,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종을 구분하 다. 실

제 구분에 사용된 차종은 크게 3종류 (승용차/SUV, 승합차, 

트럭/버스)로 구분하 다. 차종 분류를 해서 사용된 학습 

알고리즘은 C4.5, IBL, Neural Network등 세 가지에 하여 

시험하 다. 학습과 평가를 해서 같은 치에서 촬 된 

동 상 2개를 이용하 다. C4.5의 학습결과의 형태는 C4.5를 

사용하 고, IBL의 학습에는 4가지 버   가장 간단한 

IB1을 이용하여 학습시켰고 NN(Neural Network)은 역

(Back-propagation)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학습을 한 속

성값들로는 (그림 8)의 (a)에서 보여지는 것같이 피  된 차

량의 모델로부터 추정된 차량의 폭, 높이, 길이와 주행 차선

의 치에 한 정보를 이용하 다. 

<표 2>는 피  된 차량 모델들에 한 차종 별 속성값들

에 한 평균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속성값들

은 그림자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보다 실제 차에 더 가깝게 

모형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피  모델의 체 을 비교했을 때, 그림자 제거 이 보다 

평균 35%정도 감소했음을 알 수 있어 과도한 크기로 모형

화되지 않는다. 특히, 그림자를 포함하고 있을 때, 시간에 따

른 그림자 길이의 변화에 따라 속성의 값이 변화하기 때문

에 그림자가 제거된 차량의 경우 일정한 속성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차량의 모형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에는 100개의 차량 객체를 사용하 고 테스트에

는 123개의 객체를 사용하여 실험하 다. <표 3>의 결과는 

그림자 제거 과 후의 C4.5, IB1, NN을 이용하여 학습한 

후, 차종의 별 결과를 보여 다.

<표 2> 속성값들의 비교

    구분
차종

그림자 포함 그림자 제거

폭 높이 길이 폭 높이 길이

1 52.7 22.9 86.7 38.5 23.6 59.6
2 53.5 30.2 105.2 40.9 30.5 67.3
3 72.3 42.3 116.8 46.2 42.4 73.4

<표 3> 그림자에 따른 차종 학습 결과 

차종

구분
1 2 3 체

그림자

제거

C4.5 96.3%(79/81) 89.3%(25/28) 100%(14/14) 95.2%(118/123)

IB1 99.8%(80/81) 89.3%(25/28) 71.4%(10/14) 93.5%(115/123)

NN 96.3%(79/81) 89.3%(25/28) 92.9%(13/14) 94.4%(117/123)

그림자

포함

C4.5 96.3%(78/81) 64.3%(18/28) 71.4%(10/14) 86.2%(106/123)

IB1 95.1%(77/81) 71.4%(20/28) 64.3%(9/14) 86.2%(106/123)

NN 93.8%(76/81) 64.3%(18/28) 64.3%(9/14) 83.7%(103/123)

<표 3>에서 보여지는 결과에 따르면 그림자를 제거하

을 경우 차량 분류율은 체 으로 95.2%로 C4.5가 가장 높

고, NN이 94.4%, IB1이 93.5%의 결과를 얻었다. 그림자를 

제거하기 의 분류율에서 7~11%의 성능향상을 보이고 있

다. 각 학습알고리즘의 결과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

유는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에 한 알고리즘의 특성이 서로 

다른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C4.5가 훈련 데이터 

집합의 공통성 추출에 의존하는 데 비해 IBL은 훈련 데이터 

집합과 인식된 개체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즉, 별을 한 데이터가 어떤 명확한 규칙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C4.5의 학습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하지만 IB1의 경우, 훈련 데이터 집합의 양이 은 경우, 잡

음에 향을 받기 쉬워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BL의 경우 본래 4가지 버  에서 모든 훈련 집

합을 장하는 IB1보다 잡음 등을 제거하는 IB3가 우수하나 

이 실험의 경우 훈련 집합의 크기가 크지 않아 IB1을 사용

하 다. 만약 훈련 집합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IB3를 이용

한 학습의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상된다. 차종1의 경우 

그림자의 제거 과 제거 후의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

면 차종2와 차종3의 경우는 상당한 성능의 향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차량의 높이가 높을수록 그림자 크기의 

증가로 인한 객체의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식별율이 낮아

지게 된다. 반면, 그림자 제거 시의 성능이 상 으로 증가

하 다. 

5. 결  론

본 논문은 교통감시 상으로부터 획득한 임 상 내

에 포함된 차량의 객체 정보를 추출하고 차량의 객체 정보

를 분석하여 차량의 종류를 효율 으로 분류하기 해 객체 

내에 포함된 그림자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험

하 다. 그림자는 동 상 임에서 객체를 추출할 때 객

체의 모양을 왜곡시켜 인식에 있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다. 때문에 동 상으로부터의 객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림자의 탐지와 제거는 정확한 감시 상의 분석을 한 응용

에 있어 매우 요하다. 사용된 그림자제거 알고리즘은 배

경 상과 그림자 상의 통계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색 

모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그림자의 탐지하고 제거한다. 

그림자는 시간, 날씨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와 강도로 나타

나기 때문에, 차량의 차종 별과 같은 응용에 있어 많은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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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객체내의 그림자를 제거함으로써 차종 별을 한 객체

의 피 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어 차종 별률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진행하는 차량의 첩으로 인해서 차량의 객체가 

겹쳐 보이게 될 경우, 추출되는 객체는 과도하게 커져버리

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이에 한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소실 과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피  시, 

부정확한 차량 높이와 길이가 피  시에 용되어 차종 별

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상 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아

직 남아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보다 고 의 

정보를 비  시스템으로부터 교통감시시스템으로 달하여 

지능 인 교통 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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