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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 감지 시스템의 기반 기술인 그림자 제거기술의 경우 실시간 영상처리는 계산의 복잡도가 높아 처리속도가 

저하되고, 명도 차이만으로 그림자를 제거하기 때문에 조명이나 빛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중치 적용 부분을 제거하여 계산의 복잡도를 낮추어 실시간성을 향상

시켰다. 또한 수직 히스토그램을 이용해 그림자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 기반의 영상 감지 

시스템을 설계 및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기존 영상 감지 시스템에 비해 평균 속도가 약 5.6ms, 검출률이 약 5.5%p 향
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For the shadow removal technology that is the base technology of the image detection system, real-time image 
processing has a problem that the processing speed is reduced due to the calculation complexity and it is also sensitive 
to illumination or light because shadows are removed only by the difference in brightness. Therefore, in this paper, we 
improved real-time performance by reducing the calculation complexity through the removal of the weighting par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onventional system. In addition, we designed and evaluated an image detection system based 
on a shadow removal algorithm that could improve the shadow recognition rate using a vertical histogram. The evaluation 
results confirmed that the average speed increased by approximately 5.6ms and the detection rate improved by 
approximately 5.5%p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image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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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Io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능형 영상 감지 시스

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감지 시스템을 구성하

는 감시 카메라는 보안이나 안전 등을 위해 학교, 기업, 
가정, 공공시설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1]. 또한, 사회적

으로도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영상 정보를 통한 감

지 시스템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를 중심으

로 시장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2]. 대표적으로 

CCTV가 있으며 공공장소, 출입금지 지역, 우범지역 등 

보안이 필요한 곳에 CCTV 설치를 통해 영상을 모니터

링하거나 저장장치에 녹화한 다음 분석하는 방식을 이

용하고 있다[3]. 영상 감지 시스템은 사람에 의한 감시

의 한계,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 시스템의 요구 증대, 지
능화된 IT 기술과의 융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능

형 영상 감지 기술은 획득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

석하여 목표물을 추적하고, 이를 식별 및 행위 분석 등

을 통해 관찰하는 대상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4]. 특히 거수자 및 침입자 감지 시스템

의 경우 지역 감시, 불법 투기, 이상행위 감지 등 특정 상

황이 발생할 경우의 모든 영상 정보와 객체 정보가 저장

되고 있다. 또한, 기존 영상 감지 시스템에서는 가우시

안 혼합 모델을 기반으로 대상의 그림자 제거를 통해 대

상 인식, 효율성 등을 향상시킨다[5].
그러나 그림자 제거 기술의 경우 실시간 영상처리를 

하기에는 계산의 복잡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 명도 

차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명 밝기에 따라 인식률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

존 영상 감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중치 적

용 부분을 제거하여 계산의 복잡성을 낮춰 실시간성을 

높이고, 높낮이를 통해 파장 형태로 결과를 제시하는 수

직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그림자의 인식률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 기반의 영상 감지 시

스템을 설계 및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영상 감

지 시스템의 주요 기술과 컬러 모델, 그림자 제거 알고

리즘을 조사하고, 3장에서는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 기

반의 영상 감지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또한, 4장에서는 

설계한 시스템을 구현 및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

서 결론을 기술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기존 영상 감지 시스템

기존 영상 감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배경 영역을 분

리하는 단계, 객체를 식별하는 단계, 객체를 추적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배경 영역의 특정 정

보를 가우시안 모델이나 가우시안 혼합 모델을 통해 정

교한 모델링을 진행하고, 전경과 배경 영역을 구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객체를 식별하는 단계는 전

경 영역으로 구분된 영상에서 탐지되는 객체를 사람 혹

은 사물로 구분하며 주로 사람, 자동차, 동물 등을 구분

하고 있다. 객체를 추적하는 단계는 연속되는 영상에서 

객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단계로써, Kalman 필터, 파
티클 필터 등이 주로 사용되며 추적 객체에 대한 정의나 

추적 알고리즘의 정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6].

2.2. 영상 감지 시스템 주요 기술

기존 영상 감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은 이동 

물체의 형태와 정확한 이동 객체 추출을 위한 행동분석, 
추적기술을 통한 이동속도와 방향 평가, 압축정보 저장 

및 특징요소 검출이 필요하다. 이동하는 객체를 검출하

는 알고리즘은 윤곽선을 이용한 기법이나 차영상 기법, 
HIS(Hue, Intensity, Saturation) 컬러 모델 기반의 방법 

등이 있으며, 응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다[7][8].

2.3. 컬러 모델

RGB 컬러 모델은 기본적으로 모든 색상을 표현하는 

주요 모델이며 적색(Red), 녹색(Green), 청색(Blue)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RGB 컬러 영상을 

형성하는 방법은 식 1과 같다.

     


 
 
 




 (1)

HSI 컬러 모델은 인간의 시각 시스템과 가장 유사한 

모델이며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Intensity)
로 구성되어 있다. RGB 컬러 모델에서 HSI 컬러 모델로 

변환하는 방법은 식 2와 같다[9][10].



수직 히스토그램 기반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한 영상 감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93

 


















arctan








  ≤ 






arctan








   

  

min  

  



(2)

2.4.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은 RGB 모델과 HSI 모델을 목

적에 맞게 모두 사용하고 있다. RGB 컬러 모델의 경우 

전경과 배경 픽셀 사이의 휘도 왜곡(Brightness Distortion)
과 컬러 왜곡(Colour Distortion)을 기반으로 그림자를 

제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HSI 컬러 모델을 이용한 

그림자 제거 방법은 색상 정보와 밝기 정보로 그림자를 

제거한다. 영상에서 검출된 전체 영역은 이동하는 객체

와 그림자 영역이 같이 검출되며, 배경 영역에 비해 어

두운 영역이 그림자 영역으로 지정된다. 그림자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RGB 컬러 영상을 HSI 컬러 모델로 변환 

및 색상과 명도를 이용해 전체 영역과 배경 영역의 색상, 
밝기를 측정하여 그림자 영역을 검출한다. 식 3에서 

 , 는 현재 영상과 배경 영역의 색상 

값이며, 와 는 현재 영상과 배경 영역

의 밝기 값을 나타낸다. 그림자 영역 검출 방법은 식 3과 

같다[11][12].

     
∩ 

(3)

Ⅲ.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 기반 영상 감지 시스템 
설계

3.1. 제안 시스템 개요

기존의 영상 감지 시스템은 목표 대상이 특정 감시 구

역에 나타났을 경우 경고가 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명 변화나 그림자로 인해 감시 구역

에 객체가 인식되지 않거나, 인식되어도 정확한 객체 구

역 파악이 어렵고, 명도 차이를 통해 인식하므로 조명 

변화에 강인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직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 영상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산의 복잡도를 낮추

고, 낮은 색도 값을 이용하여 조명 변화에도 강인한 영

상 감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의 개요도는 

그림 1과 같다.

Fig. 1 Overview of Proposed System

3.2. 제안 시스템 구조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상 감지 시스템은 그림자 제

거 알고리즘을 통해 지정 구역의 객체를 판별한다. 또
한, 그림자 제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직 히스토그

램을 이용하였으며, 촬영 환경에 따라 0부터 255까지 해

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두운 부분인 0부터 

최대 밝기인 255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바운딩 박스와 

수직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그림자 제거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송되는 영상 중 이상감지 경보가 울린 영상

은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어 이상 징후를 알

린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도는 그림 2와 같다.

Fig. 2 Structure of Proposed System

3.3. 제안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제안하는 영상 감지 시스템은 객체의 그림자를 정확

하게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영상에서 관심영역의 포인터 선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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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해 지정한 관심영역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객

체만 정확히 판단했는지 여부를 인지한다. 이후,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수직 히스토그램을 이

용하고, 단계별 과정을 통해 획득한 영상에서 지정한 관

심영역에 접근 여부를 판단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제안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3과 같다.

Fig. 3 Block Diagram of Proposed System

3.4. 제안 시스템 데이터 흐름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상 감지 시스템은 획득한 영

상을 침입자 감지 시스템을 통해 침입자로 판단되는 영

역을 지정한 후에 관심영역 내에서 객체가 인식되면 관

리자에게 이를 전송한다. CCTV는 침입자를 감지한 촬

영영상을 시스템에게 요청받으며, 관리자는 침입자를 

감지할 경우 입력 영상을 통해 객체 탐지 및 그림자 제

거를 요청한다. 이에 시스템은 그림자를 제거한 다음의 

영상에서 오인식한 객체를 판단 및 정확한 객체만을 인

식하여 관리자에게 경고를 울린다. 제안 시스템의 데이

터 흐름도는 그림 4와 같다.

Fig. 4 Data Flow Diagram of Proposed System

3.5. 객체 탐지 알고리즘 설계

제안하는 검출 방법은 기존 시스템과 달리 조건 없이 

지정 영역을 감시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능동적인 

수행이 가능한 것을 기본적으로 한다. 객체의 움직임을 

검출하기 위한 영상 처리과정은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되

며, 검출 결과 향상을 위해 이전 프레임과 이후 프레임

과의 차이를 통해 연산한다. 이를 통해 배경을 제거하

고, 이진화 및 전처리 과정을 통해 영상을 그레이로 변

환한 후 노이즈 제거를 진행한다. 이와 같이 이진화 및 

노이즈 제거를 통해 객체를 정확하게 추출하게 되므로 

물체 검출 이후 객체로 인식이 되면 거수자로 정의한다. 
설계한 객체 탐지 알고리즘은 그림 5와 같다.

Fig. 5 Object Detection Algorithm

3.6.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한 영상 감지 시스템은 실시간 영상

에서 객체 인식, 구분, 검출을 진행 및 수직 히스토그램

을 통해 블록 단위의 분류 및 중심축 연산을 수행한다. 
객체의 중심축을 추출한 뒤에 그림자의 방향을 보고 객

체가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며 

객체를 3개의 순차 블록 단위로 분류하여 각 블록의 임

계치를 연산한다. 또한, 그림자가 마지막 블록에 존재할 

경우 지정 영역에 대해서만 그림자 제거를 수행한다. 설
계한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은 그림 6과 같다.



수직 히스토그램 기반 그림자 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한 영상 감지 시스템 설계 및 구현

95

Fig. 6 Design of Shadow Removal Algorithm

3.7. 객체 중심축 및 방향성 검출

제안하는 영상 감지 시스템에서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그림자 부분과 객

체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는 

중심축은 객체의 머리를 중심으로 지정되며, 인식된 객

체에 수직 히스토그램을 구하여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축의 좌표 값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움직이는 객체의 경우 가장 큰 축의 좌표가 

항상 중심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인식된 객체의 중

심축 선정 방법은 그림 7과 같다.

Fig. 7 Method of Select Object Axis

그림 7과 같이 축 좌표 값만으로 중심축을 검출하

면 정확한 대칭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수직 히스토

그램을 이용하여 지정 영역을 수평으로 블록 단위별로 

구분한다. 여기서 (Central Point)는 중심축을 의미

하며, 블록 단위로 구분한 축의 Max 값을 구하여 대입

한다. 이와 같이 객체의 중심점을 검출한 다음 객체가 

내·외부 중 어디에 있는지를 탐색하게 된다. 수직 히스토

그램을 이용하여 중심축을 구하는 방법은 식 4와 같다.

  maxmax (4)

객체가 내부에 있을 경우, 색도 값을 이용하여 객체의 

하위부분에 적용 및 그림자를 제거한다. 그림자의 방향

에 따라 나타내는 방법은 그림 8과 같다.

Fig. 8 Decision of Shadow Direction

검출된 객체의 그림자 방향은 그림 8에 정의된 변수

를 통해 연산되며, 객체가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그림자 

후보영역 검출 방법을 통해 그림자 부분을 제거한다. 여
기서 는 그림자의 방향, 은 Left, 은 Right, 는 

Center이며, 는  변수를 의미한다. 연산 방법은 식 5
와 같다.

 











  if       

  if  
 

     (5)

3.8. 그림자 영역 검출 및 제거

검출한 객체의 중심축과 방향성을 파악한 다음 객체

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객체 영역과 그림자 영역으로 구

분한다. 기존의 그림자 제거 시스템은 RGB 값을 이용하

여 그림자를 제거하므로 밝기 변화에 취약하다는 단점

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밝기 변화에 강인하도록 

낮은 색도 값을 이용하였다. 그림자 영역을 검출하기 위

해 축 좌표대입을 통해 객체 영역과 그림자 영역을 구

분하였으며, 검출된 객체는 , 바운딩 박스의 좌/우는 

 , 로 지정하였다. 객체 에서 대칭성을 이용하여 

추출한 객체는 
이며, 이는 그림자 영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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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영역 검출 방법은 식 6과 같다.












if 
  arg



  

  
   


 

 

(6)

다음으로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해 객체 영역인 의 

픽셀들이 지니는 RGB 색도 값과 그림자 영역인 
의 

RGB 색도 값을 이용하여 구한다. 구하는 방법은 식 7과 

같다.

       

       
(7)

3.9. 영상 감지 알고리즘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한 영상 감지 시스템은 입력된 영상

의 전/후 프레임의 차이를 비교하여 차연산하며, 객체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배경, 이진화, 노이즈 제거를 수

행한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영상을 그레이화하며, 간단

한 전처리를 통해 노이즈 제거를 진행한다. 노이즈 제거

를 통해 전체적인 과정 복잡도가 축소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처리 과정과 노이즈 과정을 

통해 객체 인식 및 검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설계한 

시스템 알고리즘은 객체의 중심축을 검출한 다음 수직 

히스토그램을 적용하여 정확한 중심축을 구하고, 그림

자의 방향을 판단하여 대칭성 검사를 수행한다. 다음으

로 영역 내의 객체와 그림자를 구분하고 전체 영역을 삼

등분하며, 각 영역에 대한 임계치를 구하여 하위 영역에 

그림자가 존재할 경우 그림자를 제거한다. 그림자를 제

거한 다음 객체가 지정한 영역에 침입하였는지를 확인

하고, 침입하였을 경우 거수자로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알려준다. 설계한 영상 감지 알고리즘은 그림 9
와 같다.

Ⅳ. 제안 시스템 테스트 및 평가

4.1. 구현환경

본 논문에서 구현한 영상 감지 시스템은 Windows 10 
기반 운영체제에서 Visual Studio를 이용하여 C++, C#
을 사용하였다. 구현환경은 표 1과 같다.

Classify Component Model

H/W

CPU Intel Core i7 3.6GHz

RAM 8GB

Graphic NVIDIA GT 730

S/W
OS Windows 10

Language C++, C#

Table. 1 Implementation Environment

4.2. 영상 감지 시스템 구현

본 논문에서 설계한 영상 감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영상 감지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객체 탐지 알고리즘

을 이용해 입력 영상에서 움직임 검출을 위해 이진화와 

노이즈 및 배경 제거를 수행하였다. 이진화 및 배경 제

거 과정은 그림 10과 같다.

Fig. 10 Binarization and Background Removal

기존 시스템의 경우 지정한 영역 내에 객체가 들어오

지 않았는데 그림자로 인해 오인식이 될 경우 사용자에

게 경고를 알려주었으나, 설계한 시스템의 경우 객체의 

그림자를 제거하기 때문에 객체만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다. 영역 내 그림자 제거 화면은 그림 11과 같다.

Fig. 9 Image Det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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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move Shadows in Area Screen

4.3. 영상 감지 시스템 평가

본 논문에서 설계한 영상 감지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

해 객체가 존재하는 영상을 기준으로 객체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를 진행하여 제안 시스

템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지정한 영역에서 객체

를 검출하였을 때 객체를 정확히 인지하는지 여부를 체

크하였다. 설계한 영상 감지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5개의 샘플 영상 중, 영상 내에 객체가 존재하는 프레

임에서 객체 검출률을 측정하여 객체로 인식하는 처

리 속도를 기존 시스템과 비교

⦁실내외 환경에서 기존 영상 감지 시스템과 설계한 영

상 감지 시스템의 그림자 오인식, 객체 검출 정확도를 

측정하여 비교분석

설계한 시스템의 평가는 지정한 영역 내에서 객체의 

그림자로 인한 오인식 횟수를 기존 영상 감지 시스템과 

비교한다. 기존 시스템과 비교한 정확도 결과는 표 2와 

같다.

Classify Existing System Proposed System

#1 3 0

#2 1 1

#3 2 1

#4 2 0

#5 3 0

Count 11 2

Table. 2 Result of Shadow Removal Accuracy

표 2와 같이 설계한 영상 감지 시스템은 기존 영상 감

지 시스템 대비 정확도 측면에서 오인식 횟수가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객체 검출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객체 전체를 검출하면 검출, 부분 또는 검출하지 못할 

경우 미검출로 측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5개의 샘플 

영상 중 객체가 존재하는 프레임을 대상으로 객체 검출

률을 측정하였으며, 평균 약 5.5%p 향상된 것을 확인하

였다. 객체 검출률 평가는 표 3과 같다.

Classify Full Frame Existing System Proposed System
#1 697 94.7% 99.6 %

#2 536 88.2% 94.6 %
#3 1046 91.6% 98.3 %
#4 838 93.2% 97.3 %

#5 1835 93.7% 99.0 %
Average - 92.3% 97.8 %

Table. 3 Result of Object Detection Rate Evaluation

또한, 영상 내에서 객체의 행동에 따라 상황을 분석하

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영상에서 객체가 매회 행

동을 하는 경우의 프레임 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

였으며, 5개의 샘플 영상 모두 상황 분석에 성공하였다. 
상황 분석표는 표 4와 같다.

Classify Full Frame Succeed Frame Situation Analysis
#1 697 694 O

#2 536 507 O
#3 1046 1028 O
#4 838 815 O

#5 1835 1816 O

Table. 4 Result of Situation Analysis Evaluation

평균 처리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영상 감지 시스

템과 비교하였으며, 기존 영상 감지 시스템의 경우 그림

자로 인한 오인식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제거

한 제안 시스템의 평균 처리 속도가 약 5.6ms 향상된 것

을 확인하였다. 평균 처리 속도 비교 결과는 표 5와 같다.

Classify Existing System(ms) Proposed System(ms)

#1 75 69
#2 71 68
#3 76 69

#4 73 70
#5 82 73

Average 75.4 69.8

Table. 5 Result of Average Processing Speed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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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에서 조명이나 햇빛 등으로 인해 그림자가 생

길 경우 기존 영상 감지 시스템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비교 결과, 기존 영상 감지 시스템의 경우 그림자 오인

식이 8번, 그림자 검출률이 약 100% 발생한 반면, 제안 

시스템의 경우 그림자 오인식이 2번, 그림자 검출률이 

약 100%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실내외에서 그림자 

인식률을 평가한 것은 표 6과 같다.

Classify

Existing System Proposed System

Error 
Recognition

Rate

Full 
Shadows

Error
Recognition

Rate

Full 
Shadows

#1 2(22.2%) 9(100%) 0(0%) 9(100%)

#2 1(14.3%) 7(100%) 1(14.3%) 7(100%)

#3 3(50%) 6(100%) 1(16.7%) 6(100%)

#4 0(0%) 10(100%) 0(0%) 10(100%)

#5 2(12.5) 16(100%) 0(0%) 16(100%)

Count
(Average) 8(16.7%) 48(100%) 2(4.2%) 48(100%)

Table. 6 Result of In/Out Shadow Recognition Rate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영상 감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가중치 적용 부분을 제거하고, 그림자를 제

거하여 객체만을 검출하여 실시간성과 검출률을 향상

시킨 영상 감지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설계한 영상 감지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영상 감지 시스템과 비교 

평가하였으며, 설계한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 대비 평균 

속도가 약 5.6ms, 검출률은 약 5.5%p, 오인식률이 약 

12.5%p로 각각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상 감지 시스템 또는 모니터

링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며, 매년 증가하는 사건·사고 

등을 조사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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