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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분할 은 객체를 추출하는 데 있어(segmentation)

서 핵심 적인 기술이다 교통 상황을 모니터 하거나 감시.

카메라 혹은 화상 회의 등의 과정에서는 움직이는 객체와

객체의 그림자를 분리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대체로.

야외에서 생기는 그림자는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

성을 갖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생기는 그림자.

는 광원이 하나 이상이며 존재하는 광원이 부분적인 그,

림자 와 광원이 완전히 차단되어 발생되는 그(penumbra)

림자 를 발생시키는 점광원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umbra)

경계가 불분명하다 야외에서 발생되는 그림자를 제거하.

기 위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에 비하여 실내

에서 발생되는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한 연구는 적은 편이

다 실제로 연구되어 온 사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다 첫째 그림자의 색 공간 특성을 이용한 객체. , HSV

와 그림자의 구분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픽셀 단위[1] .

로 그림자와 객체를 구분해 내기 때문에 적은 양의 noise

로 인해서도 구분하는 데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둘째는.

광원 카메라 배경 에 대한 몇 가지 가정 하, , (background)

에 광범위하게 그림자를 분석하는 방법 인데 이 또한[2] ,

사람의 얼굴 부분과 같이 균일한 색상 특성을 갖는 부분

에 그림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객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단

점이 있다 세 번째는 객체를 추출한 후에 필터. Gradient

를 사용하여 그림자를 제거하는 방법 으로 그림자가 내[3]

부에서 점증적으로 부드럽게 변하는 곳에서는 유용하다.

하지만 그림자가 강한 바탕 위에 생길 경우에는(texture)

분할 결과를 격하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최근에 발표된 논문 와 비교하여 실내이면서 카메라[4]

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동영상에 대하여 분할

된 결과 영상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과를 보이면서도 그림

자를 제거하는 과정의 시간적인 효율은 줄일 수 있는 알

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자 제거의 주된 과정은 연속적인.

프레임의 차에 대한 경계 추출 영상 그리고 배경 영상과,

현재 프레임의 차에 특정 임계값을 적용하여 구성한 객체

마스크 영상 이 두 영상에 대하여 동시에 두 방향에 걸,

쳐 스캔하면서 그림자가 없는 객체 마스크 영상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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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요 약요 약요 약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에서 움직이는 객체 를 추출할 경우 객체에 수반된 그림자 역시(object)

움직이는 객체로 인식되어 추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객체 추출 후의.

문제점인 수반된 그림자의 제거는 그림자가 객체와는 달리 경계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경,

계 의 검출이 명확히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용하였다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어(edge) .

진 영상은 객체를 추출하고자 하는 동영상의 배경 영상과 현재 프레임과의 차이를 이용한 객체

마스크 영상 그리고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과의 차 영상의 경계 검출 영상 이다 객(mask) , .

체 마스크 영상에는 그림자 역시 객체처럼 인식되어 나타나지만 차 영상의 경계 검출 영상에는

객체의 경계만 검출 될 뿐 그림자의 경계는 거의 검출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하, .

여 두 영상을 동시에 가로 세로 두 방향으로 스캔을 함으로써 객체 마스크 영상을 그림자가 제

거된 객체 마스크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 최종적으로 객체를 검출할 때 이 마스크를 이용하면.

그림자가 제거된 객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II.II.II.II. 그림자 제거를 위한 과정그림자 제거를 위한 과정그림자 제거를 위한 과정그림자 제거를 위한 과정

그림자 제거 과정의 개요그림자 제거 과정의 개요그림자 제거 과정의 개요그림자 제거 과정의 개요1.1.1.1.

그림 그림자 제거 과정의 흐름도.1.

그림 각 단계 별 결과 영상.2.

그림 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림자 제거 과정의 흐름.1

도를 나타낸다 알고리즘에 사용된 영상은 영상을. RGB YUV

로 변환한 뒤 값으로 표현된 영상이다 먼저 배경 영상과Y .

현재 프레임의 차인, BCFD(Background and Current

영상을 구하고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Frame Difference) ,

임과의 차이의 절대 값으로 나타낸 PCFD(Previous and

영상을 구한다 그 다음 얻어진Current Frame Difference) .

영상에 특정 임계값을 적용하여 객체 마스크 영상 그BCFD (

림 을 구하고 영상에 대해서는 경계 추출.2 (3)) , PCFD Sobel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계 영상 그림 을 얻는다 마지막( .2 (4)) .

단계에서는 얻어진 두 영상을 두 방향에 걸친 동시 스캔을

통해 그림자가 제거된 객체 마스크 영상 그림 을 생성( .2 (5))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객체 영상 그림 을 추출한다( .2 (6)) .

배경 영상배경 영상배경 영상배경 영상2.2.2.2.

객체를 추출하고자 하는 동영상에서 배경 영상의 완성

과정은 그림자가 없는 객체를 추출하는 데 필요한 객체의

경계 영상과 마스크 영상을 왜곡 없이 구하는 데에 필요

한 핵심적인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알고리즘 을 참조하였다 배경Background registration [3] .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픽셀 값을 참조하PCFD

여 그 값이 몇 번의 연속적인 프레임 동안 특정 값 이하

로 지속되는지를 그 횟수를 측정한다 만약 픽셀 값이 특.

정 횟수 이상 변하지 않고 지속 되었다면 현재 프레임의

해당 픽셀이 배경 영상으로 등록이 된다 그림 의 이. .2 (1)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배경Background registration

영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상의 객체 마스크 영상영상의 객체 마스크 영상영상의 객체 마스크 영상영상의 객체 마스크 영상3. BCFD3. BCFD3. BCFD3. BCFD

객체 영상의 마스크 영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상BCFD

에 특정한 임계값을 적용하여 차이 값이 임계 값 이상을

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이진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영상은 식 로부터 얻어진다. BCFD .1 . 는 배

경 영상을, 는 현재 프레임을 나타내며, 는 프레임의

순차적인 번호를 의미한다.

식.1.

아래의 그림 은 영상의 픽셀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3 BCFD

이다 대부분이 에 가까운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값들. 0

은 실제로 움직임이 없는 픽셀들을 나타낸다 객체를 나.

타내는 픽셀들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계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픽셀에 변화가 없는.

영상의 픽셀 분포는 평균이 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BCFD 0

른다고 가정하고 그것의 확률 밀도 함수는 식 와 같이.2

표현할 수 있다.

배경영상(1) 현재 프레임(2)



식.2.

는 영상의 각 픽셀 값이고 는 그 픽셀 값들의FD BCFD , σ

표준편차이며, 는 현재 픽셀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의미한다 정해지는 임계값은 특정 비율 즉 그림 에. , , 3.α

서 변화가 없는 픽셀들을 구분하는 신뢰도를 통해서 식.3

에 의해서 얻어진다. 는 객체의 움직임이 많을수록 커지

며 적을수록 작아지게 된다.

식.3.

는 정해지는 임계값을 나타낸다.

그림 의 에 나타난 객체 마스크 영상은 그림자가 객체.2 (3)

처럼 취급되어 마스크에도 그 영역이 포함되어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객체 추출 시에 수반된 그림자를 제

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객체 마스크에서 그림자를.

제거하는 핵심 과정은 과정 와 를 통해 이루어진다4 5 .

영상의 경계 추출 과정영상의 경계 추출 과정영상의 경계 추출 과정영상의 경계 추출 과정4. PCFD4. PCFD4. PCFD4. PCFD

영상의 경계 추출 영상은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PCFD

임의 차이의 절대 값을 통해 얻어진 영상에PCFD Sobel

경계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이진 영상으,

로 변환 그림 한 것이다 변환 된 이진 영상에는 경( .2 (4)) .

계 부분에 아직 미세한 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환 후gap

에 을 통해 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Dilation gap .

객체 마스크에서 그림자 영역의 제거객체 마스크에서 그림자 영역의 제거객체 마스크에서 그림자 영역의 제거객체 마스크에서 그림자 영역의 제거5.5.5.5.

객체 마스크로부터 그림자 영역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서는 이미 수차례 연구가 되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필터 를 적용한 방법인데 이 방법은Gradient [3] Seed

를 통한 방법 보다 추출된 객체Point Region growing[4]

의 정밀함에서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의 비교 결과를[4]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를 통한. Seed Point Region

의 방법은 결과의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그림자growing

영역을 추출 하는 과정에서 최대 O( )( x 영상의 경

우 의 시간 복잡도 를 나태내고 있어서) (Time Complexity)

객체를 추출하는 시간적인 효율 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진

양상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를 정밀하게 추출하면.

서도 시간적인 효율 면에서 시간 복잡도를 O( 까지 낮)

추고 그에 따른 실행 시간 역시 향상된(Processing Time)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 에서 보는 봐와 같이 객체 마.4

스크에서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림 의 객체 마.2 (3)

스크 영상과 그림 의 의 경계 영상에 을 적.2 (4)PCFD dilation

용한 후 가로 세로 두 방향에 걸쳐 동시에 스캔을 해야 한,

다 스캔의 방향은 어느 곳에서 시작을 하거나 같은 결과를.

갖는다 스캔은 두 영상에 대하여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그.

림 의 의 경계영상을 기준으로 한다 의 경.4-1 PCFD . PCFD

계 영상과 객체 마스크 영상은 모두 이진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캔을 하면서 의 경계 영상에서 픽셀 값이, PCFD

인 픽셀이 검색 될 경우 그 때부터는 그림 의 객체255 , .4-2

마스크 영상의 스캔 방향을 참조하면서 픽셀 값들이 인255

지 인지를 검색하여 값이 일 경우에만 그림자가 제거0 255

된 객체 마스크를 생성해 나간다 이 과정은 아래의.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pseudo-code .

1. initializationinitializationinitializationinitialization 객체마스크: =0

2. beginbeginbeginbegin

3. forforforfor every pixel of two images

4. ifififif 이진영상BCFD ==255 andandandand 이진영상PCFD ==255

thenthenthenthen 객체마스크=255

5. forforforfor 이진영상the rest of line of BCFD

6. ifififif 이진영상BCFD ==255 thenthenthenthen

객체마스크=255

7. endendendend

스캔의 방향을 한 방향이 아닌 가로 세로 두 방향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그림자가 생기는 영역은 조명의 방향에 따라서

어느 방향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로 방향으로.

만 스캔을 한다고 가정하면 객체를 기준으로 좌우에 생기는,

그림자만이 제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두 방향에 걸쳐.

서 스캔한 결과로 두 개의 객체 마스크 영상을 얻게 되고 최,

종 객체 마스크는 두 영상을 연산 한 결과이다 그림자AND .

가 제거된 객체 마스크에는 아직 미세한 들이 남아있기gap

때문에 과정을 통해 들을 제거하였다 위 과정Dilation gap .

을 모두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그림자가 제거된 객체 마스크

는 그림 의 로 부터 확인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는 그.2 (5) . .5

림자 제거 전과 후의 객체 추출 영상을 비교한 것 이다.

그림 의 경계.4-1. PCFD

영상의 두 방향 스캔

그림 영상의 픽셀 분포도 가로 축 픽셀.3. BCFD ( :

값 세로 축 픽셀 값에 해당하는 픽셀 수, : )

그림 객체마스크의.4-2.

두 방향 스캔



그림 그림자 제거 전의 객체 추출 영상과 제거 후의 객체.5.

추출 영상

실험 결과실험 결과실험 결과실험 결과....ⅢⅢⅢⅢ

아래의 그림 은 에 의한 객체 추출 결.6 Region growing

과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얻어진 결과를

영상 픽셀 의 번째 프레임 영상Hall (352x288 ) 97 , Frank

픽셀 의 번째 프레임 그리고 영상(352x240 ) 195 Bowing

픽셀 의 번째 프레임에 대하여 비교한 그림(352x240 ) 60

이다 결과 영상을 통해 객체를 추출하는 정밀도에 있어.

서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은. -1 Region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실행growing

시간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가 Region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보다 한 프레임에서 객체growing

를 추출하는 시간을 단위로 측정한 실행 시간에서ms Hall

영상 영상 영상 각 각에 대하여, Frank , Bowing 43.37%,

의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실행 시간은35.76%, 35.23% .

환경에서 측정Pentium- CPU 2.40GHz, 512MB RAMⅣ

하였다.

그림 에 의한 결과와 본 논문에서 제시.6. Region growing

한 알고리즘의 결과 비교 영상 영상 영상. (1)Hall , Frank ,

영상 그림자 제거하기 전의 객체 추출 영상Bowing (2)

에 의한 결과 영상 본 논문에서 제(3)Region growing . (4)

안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 영상.

결론결론결론결론....ⅣⅣⅣⅣ

본 논문에서는 실내에서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

서 촬영된 동영상에서 객체를 추출 할 때 그림자 역시 객

체처럼 취급되어 추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

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의 경계 영상과. PCFD BCFD

의 객체 마스크 영상 두 영상에 대하여 동시에 두 방향,

으로 스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림자가 제거된 객체 마스

크를 얻어냈다 이 마스크를 통해 객체를 추출한 결과 그.

림자가 제거된 객체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

한 방법은 실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밀도는

에 의한 것과 대등한 결과를 보이면서도Region growing ,

시간적인 효율 면에서는 표 에 나와 있는 프레임 당 실-1

행 시간을 통해서 알고리즘보다 향상된Region growing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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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growing 제안 알고리즘 향상도

실행 시간

95.908

영상(Hall )

54.312

영상(Hall )
43.37%

75.016

영상(Frank )

48.187

영상(Frank )
35.76%

74.028

영상(Bowing )

47.947

영상(Bowing )
3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