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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영상 융합은 특징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영상에 대하여 각 영상의 특징을 모두 갖는 하나의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술
로 의료 분야, 군사 분야, 원격 탐사 분야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웨이블렛 기반 영상 융합은 주로

이산 웨이블렛 변환 하에서 고주파 영역에서는 표준편차와 같은 액티비티(activity) 측도를 사용하고 저주파 영역에

서는 두 영상의 픽셀값의 평균을 취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산 웨이블렛 변환은 이동불변(translation-

invariance)하지 않으므로 융합 영상에 블록 인공물이 생기곤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웨이블렛 변환의 단점을 보

완한 정상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하여 고주파 영역에서는 영상 특징에 민감하지 않은 사분위수 범위를 사용하고 저주

파 영역에서는 고주파 영역의 사분위수 범위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을 융합하고자 한다. 영상 실험 결과, 제안된 방

법은정성적이고정량적인평가에서입력영상의종류에관계없이로버스트한결과를낳음을알수있었다.

주요용어: 영상융합, 웨이블렛변환, 정상웨이블렛변환, 사분위수범위, à trous 알고리즘.

1. 서론

영상 융합(image fusion)의 목적은 인간 시각 인식(human visual perception)과 영상분할, 특징추출,

물체인식과 같은 영상처리 및 분석에 보다 적합하도록 다중 센서 데이터로부터 상호 보완적인 정보

를 하나의 영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Zhang과 Blum, 1999). 오늘날 영상 융합은 원격 탐사(remote

sensing),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로보틱스(robotics), 의료 영상(medical imaging), 군사 분
야(military applications) 등여러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Ganzalo와 Jesus, 2004).

현대 광학 시스템은 낮은 피사계 심도(depth-of-field)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보통 카메라

로부터 영상을 획득하는 경우 거리에 따라 어떤 물체는 초점이 맞고 다른 물체는 초점이 맞지 않아 흐

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영상 융합을 통하여 거리에 관계없이 초점이 맞는 멀티-포커스 영

상(multi-focus image)을얻을수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양전자 단층 영상 촬영),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및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들은

외형상으로는 모두 비슷하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CT와 MRI는 뼈, 근육 등 연부조직에 대한 해
부학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PET은 방사성 의약품을 물질대사활용에 사용함으로써 생체기능과

연관된기능을보여준다. 최근에 PET-MRI, PET-CT, MRI-CT 장비는이들장비들이갖고있는상호

보완적인정보를하나의융합영상으로제공함으로써환자를효과적으로진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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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융합 방법에는 크게 비다중스케일 분해 방법(non-multiscale decomposition method)과 다중스케

일 분해 방법(multiscale decomposition method)으로 나눌 수 있다. 비다중스케일 분해 방법은 영상

을다중스케일로분해하지않는방법으로픽셀단위융합방법(pixel-level fusion)이이에해당된다. 대표

적인방법으로는픽셀평균법(pixel average method)과픽셀최대법(pixel maximum method)이있다.

다중스케일 분해 방법은 웨이블렛 변환(wavelet transform) 등과 같이 영상을 여러 가지 스케일에 따라

분해하여 융합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영상 융합에 사용된 웨이블렛 변환은 주로 이산 웨이블렛 변

환(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하에서이루어져왔다 (Li등, 1995; Zhao등, 2002; Ma등, 2005;

Arivazhagan등, 2009; Yang, 2011; Park등, 2011). 그러나 DWT는이동불변(translation-invariance)

하지 않는 성질즉, 이동변이(translation-variance)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것은 원래 신호를 약간 이동시

켰을 때 이동된 신호의 웨이블렛 변환은 원래 신호에 대한 웨이블렛 변환의 이동된 신호와 전혀 같지 않

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영상 융합된 두 영상 간의 잘못된 웨이블렛 계수 선택은 영상 합성과정에서 블
록인공물(block artifact)이발생할수도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이산 웨이블렛 변환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 웨이블렛 변

환(stationary wavelet transform; SWT)을 이용하여 영상 융합하고자 한다. SWT는 각 단계에서 웨

이블렛 계수들이 수가 1/2로 줄어드는 다운-샘플링(down-sampling)이 일어나는 않는 방법으로 에지검

출(edge detection), 잡음제거(noise reduction),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 등에 많이 적용되는 변

환이다 (Shensa, 1992; Fowler, 2005; Li 등, 2008; Starck와 Murtagh, 1994).

본 논문에서는 정상 웨이블렛 분해 후 고주파 영역에서 액티비티(activity) 측도로서 지금까지 흔히

사용한 표준편차대신 표준편차의 로버스트 추정량(robust estimator)인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 (Hampel 등, 1986; Rousseeuw와 Croux, 1993; Fridman, 2008)를 사용하고 저주파 영역에

서는 흔히 사용한 평균대신 고주파 영역에서 사분위수 범위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을 선택한다. 고주파

영역에서사분위수범위사용은표준편차가영상에따라심한성능편차를보이는것을해결함과동시에

구현하기쉽고저주파영역에서고주파영역에서사용한사분위수범위정보이용은평균사용으로생기
는열화(blurring)를막기위함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SWT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제

안된 SWT를 이용한 영상 융합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 4장에서는 제안된 영상 융합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위해 기존의 영상 융합 방법들 간의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비교를 하고 제 5장에서 결론

을맺고자한다.

2. SWT

SWT는 DWT의 이동변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웨이블렛 변환이다. 웨이블렛 변환에

서 이동변이는 입력신호의 약간의 이동이 완전히 다른 웨이블렛 변환 계수를 낳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SWT의 이동불변은 DWT처럼 다운-샘플링하지 않고 저주파 통과 필터(low-pass filter)와 고주파 통과

필터(high-pass filter)의업샘플링(up-sampling)에의해얻어진다.

“à trous” 알고리즘 (Shensa, 1992; Fowler, 2005; Li 등, 2008; Starck와 Murtagh, 1994)을 이용

한 SWT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trous 웨이블렛 변환은 주어진 신호를 고주파 정보(웨이블

렛 계수)와 저주파 정보(근사 계수)로 구분하는 비정칙 다해상도 분해(non-orthogonal multiresolution

decomposition) (Starck와 Murtagh, 1994)를 수행한다. 먼저, 1차원 데이터 {x(k)}는 픽셀 k에서 다

음과 같이 함수 f(x)와 저주파 통과 필터에 대응하는 스켈링 함수(scaling function) ϕ(x)와의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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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단계 SWT의 분해 및 합성과정

곱(scalar product)으로정의할수있다.

x(k) = ⟨f(x), ϕ(x− k)⟩ .

스케일 j에서 근사 계수 aj(k)는 다음과 같이 스케일 j − 1에서 근사 계수 aj−1(k)와 저주파 통과 필터

h(n)와의컨벌루션(convolution)에의해얻어진다.

aj(k) =
∑
n

h(n)aj−1

(
k + n2j−1

)
, j = 1, . . . , N,

여기서스케일 j = 0인경우 a0(k)는원데이터 x(k)에해당된다.

웨이블렛 함수 ψ(x)와 관련된 웨이블렛 계수 wj(k)는 고주파 통과 필터 g(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wj(k) =
∑
n

g(n)aj−1

(
k + n2j−1

)
, j = 1, . . . , N.

합성필터(reconstruction filter)는분해필터(decomposition filter)의역으로서다음의QMF(quadrature

mirror filter) 조건 (Shensa, 1992)으로부터얻어진다.∑
n

h̃(n)h(l − n) + g̃(n)g(l − n) = δ(l), (2.1)

여기서 h̃(n)과 g̃(n)은각각역저주파통과필터(inverse low-pass filter)와역고주파통과필터(inverse

high-pass filter)이고 δ(l)은디랙함수(dirac function)이다.

h(n)가주어졌을때 g(n) 선택은식 (2.1)에서 h̃(n) = g̃(n) = δ(n)인경우다음의식에의해얻어진다.

g(n) = δ(n)− h(n).

따라서웨이블렛계수는다음과같이연속적인근사계수들의단순한차이에의해얻어진다.

wj(k) = aj−1(k)− aj(k).

그림 2.1은 스케일 j = 2인 경우 2단계 SWT의 웨이블렛 분해 및 합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은 샘플 데이터 x(n)에 대해 h(n) 필터와 g(n) 필터를 적용한 후 각각 근사 계수 a1(n)와 웨이블렛

계수 w1(n)을 얻는다. 그 중 근사 계수 a1(n)는 다음 단계의 입력값이 되어 같은 방법으로 분해과정을

반복한다. 웨이블렛 합성은 분해과정을 거쳐 얻어진 데이터에 대해 2j개의 0을 삽입하여 업 샘플링과정

을거친후 h̃(n) 필터와 g̃(n) 필터를적용한후합성하여원래의데이터 x(n)을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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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상 I에서 à trous 웨이블렛 변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영상 I에 대해 연속적인 근사 계수
들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A1 = F (I), A2 = F (A1), A3 = F (A2), . . .

여기서 F는 스케일 함수이다. B3 3차 스플라인 함수(cubic spline function)를 종종 스케일 함수로서

사용한다. 따라서 B3 3차스플라인함수사용은다음과같은 5× 5 마스크를사용하여컨벌루션을수행

하는것과같다.

1

256


1 4 6 4 1

4 16 24 16 4

6 24 36 24 6

4 16 24 16 4

1 4 6 4 1

 . (2.2)

웨이블렛계수들은연속적인근사계수 Aj−1과 Aj의차이로계산된다.

wj = Aj−1 −Aj , j = 1, . . . , n,

여기서 영상 Aj는 스케일 j에서 원영상 I에 대한 근사 계수들로 이루어진 영상이고, wj는 원영상 I에

대한 웨이블렛 계수들로 이루어진 영상이며, A0 = I이다. 따라서 AJ를 잔상(residual image)이라 하

면합성식은다음과같다.

I =

J∑
j=1

wj +AJ . (2.3)

3. 제안된 SWT를 이용한 영상 융합

3.1. SWT기반 영상 융합

그림 3.1은 II절에서논의한 SWT를이용하여영상을융합하는과정을보여준다.

SWT 기반영상융합과정을단계별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단계 1. à trous 알고리즘에 의해 SWT 웨이블렛 분해한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K-단계에서 영상

1(Image 1)과영상 2(Image 2)에대한웨이블렛분해영상은각각하나의저주파영역과 3K의

고주파영역으로나누어진다.

단계 2. 웨이블렛 분해 후 각각의 영역에서의 융합 규칙(fusion rule)에 따라 융합이 이루어진다. 고주

파 영역에서는 3.2절에 논의할 사분위수 범위를 사용하여 융합될 영상을 선택하고 저주파 영역

에서는고주파영역에서계산된사분위수범위에대한정보를이용하여영상을선택한다.

단계 3. 단계 2의 융합규칙에 의해 얻어진 융합 영상에 대하여 다수 필터(majority filter) (Li 등, 1995;

Aslantas와 Kurban, 2009)을 적용한다. 흔히, 다수 필터는 3 × 3 혹은 5 × 5 크기의 윈도우를

사용한다. 여기서 다수 필터란 윈도우에서 중심픽셀이 영상 1로부터 얻어졌고 주변픽셀이 모

두 영상 2로부터 얻어진 경우 중심픽셀을 영상 2의 픽셀로 대체하든지 반대로 중심픽셀이 영상

2로부터 얻어졌고 주변픽셀이 모두 영상 1로부터 얻어진 경우 중심픽셀을 영상 1의 픽셀로 대

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융합 영상에서 주변픽셀과 어울리지 않는 고립

된픽셀이나블록을제거할수있다.

단계 4. 융합영상은식 (2.3)에주어진역변환 SWT(inverse SWT) 과정을거쳐최종영상을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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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SWT 기반 영상융합 과정

3.2. 고주파 영역에서의 융합 규칙

웨이블렛 분해 후 고주파 영역에는 영상의 많은 세부적인 특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DWT의 고주파 영역에서 액티비티 측도로는 표준편차가 많이 사용되었다 (Li 등, 1995; Arivazhagan

등, 2009; Yang, 2011). 본 논문에서는 두 영상간의 액티비티 측도로서 사분위수 범위를 사용하여 영상

을 선택하고자 한다. 사분위수 범위는 MAD(median absolute deviation)와 함께 표준편차의 로버스트

추정량으로서구현하기쉽고정규분포하에서사분위수범위/1.349는표준편차에대해근사적으로불편
추정량(unbiased estimator) (Fridman, 2008; Samworth와 Wand, 2010)이다.

LH1
i , HL1

i 그리고 HH1
i와 LH2

i , HL2
i 그리고 HH2

i를 스케일 i에서 각각 영상 1과 영상 2의 고주파

영역이라 하고 LH1
i (n1, n2), HL1

i (n1, n2) 그리고 HH1
i (n1, n2)와 LH2

i (n1, n2), HL2
i (n1, n2) 그리고

HH2
i (n1, n2)를 각각 영상 1과 영상 2의 고주파 영역에서 3 × 3 부분 영상의 픽셀 (n1, n2)이라 할 때

먼저, 영상 1의 LH1
i과영상 2의 LH2

i로부터얻어진융합영상의고주파영역 LHi이어떻게얻어지는지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X(nnn)을 영상 1의 3 × 3 부분 영상에서 9개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픽셀값들의

벡터라할때다음과같이 1차원벡터로표현할수있다.

X(nnn) = [X1(nnn), X2(nnn), . . . , X9(nnn)]

=
[
LH1

i (n1 − 1, n2 − 1),LH1
i (n1 − 1, n2),LH

1
i (n1 − 1, n2 + 1),

LH1
i (n1, n2 − 1),LH1

i (n1, n2),LH
1
i (n1, n2 + 1),

LH1
i (n1 + 1, n2 − 1),LH1

i (n1 + 1, n2),LH
1
i (n1 + 1, n2 + 1)

]
. (3.1)

X(i)(nnn)을식 (3.1)에주어진 X(nnn)의 i번째순서통계량(order statistic)이라할때다음을만족한다.

X(1)(nnn) ≤ X(2)(nnn) ≤ · · · ≤ X(9)(nnn). (3.2)

마찬가지로 Y (nnn)을다음과같이영상 2에서 3× 3 부분영상으로부터얻은 픽셀값들의벡터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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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Y (nnn) = [Y1(nnn), Y2(nnn), . . . , Y9(nnn)]

=
[
LH2

i (n1 − 1, n2 − 1),LH2
i (n1 − 1, n2),LH

2
i (n1 − 1, n2 + 1),

LH2
i (n1, n2 − 1),LH2

i (n1, n2),LH
2
i (n1, n2 + 1),

LH2
i (n1 + 1, n2 − 1),LH2

i (n1 + 1, n2),LH
2
i (n1 + 1, n2 + 1)

]
. (3.3)

Y(i)(nnn)는식 (3.3)에주어진 Y (nnn)의 i번째순서통계량이라할때다음을만족한다.

Y(1)(nnn) ≤ Y(2)(nnn) ≤ · · · ≤ Y(9)(nnn). (3.4)

따라서, IQR(LH1
i )과 IQR(LH2

i )을각각영상 1과영상 2의부분영상으로부터구한사분위수범위라할
때식 (3.2)와식 (3.4)로부터다음과같이계산된다.

IQR
(
LH1

i

)
= X(9∗(1−p))(nnn)−X(9∗p)(nnn),

IQR
(
LH2

i

)
= Y(9∗(1−p))(nnn)− Y(9∗p)(nnn),

이때 p는 P (X ≤ X(9∗p)(nnn)) = p (혹은 P (Y ≤ Y(9∗p)(nnn)) = p)을 만족하는 비율로서 여기서는 p =

0.25이다.

따라서고주파영역 LHi에서영상융합은다음과같다.

LHi(n1, n2) =


LH1

i (n1, n2), if IQR(LH1
i ) > IQR(LH2

i ),

LH2
i (n1, n2), if IQR(LH1

i ) < IQR(LH2
i ),

LH1
i (n1, n2) + LH2

i (n1, n2)

2
, Otherwise.

(3.5)

마찬가지로, 영상 1의 다른 고주파 영역 HL1
i (혹은 HH1

i )과 영상 2의 다른 고주파 영역 HL2
i (혹은

HH2
i )에 대해서도 식 (3.5)에 주어진 융합규칙을 적용하여 융합 영상의 고주파 영역 HLi (혹은 HHi)이

얻어진다.

3.3. 저주파 영역에서의 융합 규칙

웨이블렛분해후고주파영역과는다르게저주파영역에는영상에대한전반적인정보를갖고있다. 따

라서지금까지저주파영역에서영상융합은주로두영상의픽셀값들의평균을취하거나혹은에지검출
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픽셀값들의 평균을 취하는 경우 열화가 생겨 명암대비(image contrast)가 떨

어지는 단점이 있고 에지검출은 DWT에서는 합리적인 액티비티 측도일 수 있으나 à trous 알고리즘을

이용한 SWT에서는 유용한 측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식 (2.2)에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두

영상의저주파영역에서웨이블렛계수들간의뚜렷한차이가없어에지검출은무의미하기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주파 영역 LL1
i (혹은 LL2

i )에서 웨이블렛 계수들은 고주파 영역 LH1
i ,HL1

i 그리고
HH1

i (혹은 LH2
i ,HL2

i 그리고 HH2
i )에서 얻은 웨이블렛 계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3.2절에 사

용된 고주파 영역에서 사용된 사분위수 범위 정보를 저주파 영역의 영상 융합에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ign{x} 함수를 sign{x} > 0이면 1, sign{x} < 0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 부호함수(sign

function)라 하자. 그러면 sign{IQR(LH1
i ) − IQR(LH2

i )} (혹은 sign{IQR(HL1
i ) − IQR(HL2

i )} 그리
고 sign{IQR(HH1

i )− IQR(HH2
i )})는 두 영상에서 고주파 영역 LH1

i과 LH2
i (혹은 HL1

i와 HL2
i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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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1
i와 HH2

i )의 부분 영상에서 구한 사분위수 범위의 차이에 대한 부호 함수라 할 때 이들 세 가지 고주
파영역에서구한부호함수들의합은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sign{IQR(Hi)} = sign
{
IQR

(
LH1

i

)
− IQR

(
LH2

i

)}
+ sign

{
IQR

(
HL1

i

)
− IQR

(
HL2

i

)}
+ sign

{
IQR

(
HH1

i

)
− IQR

(
HH2

i

)}
. (3.6)

식 (3.6)에서 sign{IQR(Hi)} > 0이면 세 가지 고주파 영역 중에서 최소한 한 영역에서 영상 1이 영상

2보다 사분위수 범위가 크고 나머지 두 영역에서 두 영상의 사분위수 범위가 같든지 혹은 적어도 두 영

역에서 영상 1이 영상 2보다 사분위수 범위가 큰 경우이고 sign{IQR(Hi)} < 0이면 sign{IQR(Hi)} >
0의 반대의 경우에 해당되고 sign{IQR(Hi)} = 0인 경우는 sign{IQR(Hi)} > 0과 sign{IQR(Hi)} <
0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이다. 즉, 세 가지 고주파 영역에서 두 영상의 사분위수 범위가 모두 같든지 혹

은 한 영역에서는 영상 1이 영상 2보다 사분위수 범위가 크고 다른 영역에서는 같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작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sign{IQR(Hi)}는 고주파 영역에서 사분위수 범위를 사용하여 두 영상
중특징을갖고있는영상이어느영상인지단지부호를가지고나타내고있다.

식 (3.6)의 sign{IQR(Hi)}을이용하여저주파영역 LLi에서영상융합은다음과같다.

LLi(n1, n2) =


LL1

i (n1, n2), if sign{IQR(Hi)} > 0,

LL2
i (n1, n2), if sign{IQR(Hi)} < 0,

LL1
i (n1, n2) + LL2

i (n1, n2)

2
, Otherwise.

4. 영상 실험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된 SWT기반 영상 융합 방법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픽셀 평균법(pixel average

method) (Zhao 등, 2002), FSWM(frequency selective weighted median) 방법 (Aslantas와 Kurban,

2009)과두개의 DWT기반 DWT-I 방법 (Li 등, 1995), DWT-II 방법 (Zhao 등, 2002) 등과비교하고
자 한다. 여기서 픽셀 평균법은 두 영상의 픽셀값의 평균을 융합 영상의 픽셀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고
FSWM 방법은 가중 중앙값(weighted median)을 선명도 측도(sharpness measure)로 이용하는 방법이

고 DWT-I는 웨이블렛 분해 후 고주파 영역에서는 분산, 저주파 영역에서는 평균을 취하는 방법이고
DWT-II는 DWT-I를 개선한 방법으로 저주파 영역에서 단순 평균대신 가중 평균(weighted mean)을

취하는방법이다.

영상 실험에 사용된 표본 영상으로는 그림 4.1에 있는 세 개의 멀티-포커스 영상인 Pepsi 영상, Clock

영상그리고 3M 영상과의료영상으로 CT 영상과 MRI 영상을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영상 융합에 사용된 웨이블렛 변환은 2단계까지 분해하였고 3 × 3 크기의 부분 영

상을 사용하여 고주파 융합 규칙을 수행하였으며 5 × 5 크기의 다수 필터를 사용하였다. FSWM 방법

에서는 8× 8 크기의부분영상과 3× 3 크기의다수필터를사용하였다.

그림 4.2, 4.3, 4.4, 4.5는 Pepsi 영상, Clock 영상, 3M 영상과 CT-MRI 영상에 대한 영상 융합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의 Pepsi 영상에 대한 결과를 보면 픽셀 평균법은 기대했던 것처럼 영상 전
체에 대해 열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DWT-I 방법의 경우 픽셀 평균법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
지만 왼쪽의 캔 부근과 오른쪽 글자 주변에서 열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DWT-II 방법의 경우도

DWT-I 방법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SWM 방법의 경우에는 융합 영상에 원 영상에 없던 인

공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FSWM 방법은 부분 영상 간의 선명도 값을 비교한 후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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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른쪽 포커스 Pepsi (b) 왼쪽 포커스 Pepsi

(c) 오른쪽 포커스 Clock (d) 왼쪽 포커스 Clock

(e) 오른쪽 포커스 3M (f) 왼쪽 포커스 3M

(g) CT (h) MRI

그림 4.1. 여러 가지 실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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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픽셀 평균 (b) FSWM (c) DWT-I

(d) DWT-II (e) 제안된 방법

그림 4.2. Pepsi 영상

합 영상은 픽셀단위가 아닌 블록단위인 부분 영상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제안된 방법은 픽셀 평균법,

DWT-I 그리고 DWT-II 방법에 비해 열화 정도가 약하고 또한 FSWM 방법처럼 블록 인공물도 생기지

않음을알수있다.

그림 4.3의 Clock 영상에서 보면 제안된 방법은 다른 방법들 보다 가시적으로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픽셀 평균법은 여전히 열화가 일어나고 있고 FSWM 방법 또한 인공 블록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DWT-I와 DWT-II 방법에서는시계의윤곽선이일그러진모양을볼수있다.

그림 4.4의 3M 영상에서는 픽셀 평균법을 제외한 제안된 방법과 나머지 방법들과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판단하기가어려움이있으나모두좋은융합을보여주고있다.

그림 4.5의 CT-MRI 영상에서 보면 DWT-I 방법은 픽셀 평균법처럼 영상 특징조차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DWT-II 방법과 비슷하게 윤곽선 부분에서 톱니모양의 블록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DWT의 이동불변하지 않은 성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FSWM 방법인 경우 심한

블록 현상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윤곽선에서도 그 특징을 잘 보존하면서 블록도 생기
지않고, 각각의영상특징을잘반영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지금까지 제안된 방법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외에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척

도, 엔트로피(information entropy; E), 전체 교차 엔트로피(overall cross entropy; OCE), 상호 정

보(mutual information; MI),평균기울기(average gradient; Avg)를사용한다 (Arivazhagan등, 2009;

Yang, 2011; Aslantas와 Kurban, 2009; Sasikala와 Kumaravel, 2007).



1190 김희훈, 강승효, 박재현, 하현호, 임진수, 임동훈

(a) 픽셀 평균 (b) FSWM (c) DWT-I

(d) DWT-II (e) 제안된 방법

그림 4.3. Clock 영상

①엔트로피

엔트로피는종종영상의정보량을측정하는데사용된다. 다음은엔트로피에대한정의이다.

E = −
L∑

i=0

p(i) log2 p(i),

여기서 L은 융합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에서 픽셀값의 개수이고 p(i)는 융합 영상의 정규 히스토그
램(normalized histogram)을나타낸다. 엔트로피값이크면클수록영상융합의결과가좋다는뜻이다.

②전체교차엔트로피

입력영상 A, B와융합영상 F에대한전체교차엔트로피 OCE는다음과같이나타낸다.

OCE =
CE(A,F ) + CE(B,F )

2
,

여기서 CE(A,F )와 CE(B,F )는 각각 영상 A와 F 그리고 영상 B와 F의 교차 엔트로피를 나타내는데
이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다.

CE(A,F ) =

L∑
i=0

pA(i) log2
pA(i)

pF (i)
,

CE(B,F ) =

L∑
i=0

pB(i) log2
pB(i)

pF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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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픽셀 평균 (b) FSWM (c) DWT-I

(d) DWT-II (e) 제안된 방법

그림 4.4. 3M 영상

OCE값은 입력 영상과 융합 영상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작을수록 영상 융합의 결과가 더

좋다는것을의미한다.

③상호정보

상호 정보는 두 영상 간의 상호 종속(mutual dependence)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다시 말하면 두 영상

이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 상호 정보 값은 커지고 그렇지 않는 경우 즉, 서로 독립인 경우 상호 정보

값은 0이 된다. IFA를 입력 영상 A와 융합 영상 F 사이의 상호 정보, IFB를 입력 영상 B와 융합 영상

F 사이의상호정보라할때 IFA와 IFB는각각다음과같이정의된다.

IFA(f, a) =
∑
f,a

PFA(f, a) log
PFA(f, a)

PF (f)PA(a)
,

IFB(f, b) =
∑
f,b

PFB(f, b) log
PFB(f, b)

PF (f)PB(b)
,

여기서 PA(a), PB(b), PF (f)는 각각 입력 영상 A, 입력 영상 B, 융합 영상 F에 대한 확률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다. 또한, PFA(f, a)와 PFB(f, b)는 각각 A와 F , B와 F의 결합 확률

밀도함수(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다. 따라서, 상호정보는다음식으로표현할수있다.

MI = IFA(f, a) + IFB(f, b).

이값이클수록융합영상이잘되었음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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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픽셀 평균 (b) FSWM (c) DWT-I

(d) DWT-II (e) 제안된 방법

그림 4.5. CT-MRI 영상

④평균기울기

M ×N 크기영상에서평균기울기는다음과같다.

Avg =
1

(M − 1)× (N − 1)

M−1∑
x=1

N−1∑
y=1

√√√√[(∂f(x, y)
∂x

)2

+

(
∂f(x, y)

∂y

)2
]/

2 ,

여기서 f(x, y)는 융합 영상에서의 (x, y) 픽셀의 픽셀 값을 나타낸다. 평균 기울기는 융합 영상의 선명
도를반영하므로이값이클수록융합영상이높은해상도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표 4.1의 엔트로피에 대한 융합방법 결과를 보면 제안된 방법은 다른 방법들보다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해

좋은융합결과를보여주고있고 DWT-I 방법과 DWT-II 방법도픽셀평균법과 FSWM 방법보다좋은

결과를보여주고있다.

표 4.2의 전체 교차 엔트로피에서는 예상했듯이 FSWM 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좋은 융합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FSWM 방법은 융합 영상을 만들 때, 다른 방법들은 입력 영상의 한 픽셀을

융합 영상으로 대체하는 반면에 FSWM 방법은 입력 영상의 부분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OCE값이 입력 영상과 융합 영상간의 차이에 대한 척도이므로 웨이블렛 변환을 하여 얻은 융합 영상보

다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제안된 방법은 FSWM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법들보다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있다.

표 4.3의 상호정보에 대한 결과에서는 제안된 방법과 DWT-II 방법이 좋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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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엔트로피에 대한 여러 가지 융합 방법 결과

융합방법
영상

Pepsi Clock 3M CT-MRI

픽셀 평균 6.995 7.289 7.018 5.156

FSWM 7.023 7.316 7.077 5.906

DWT-I 7.022 7.367 7.111 5.472

DWT-II 7.035 7.351 7.130 6.057

제안된 방법 7.061 7.342 7.141 6.049

표 4.2. 전체 교차 엔트로피에 대한 여러 가지 융합방법 결과

융합방법
영상

Pepsi Clock 3M CT-MRI

픽셀 평균 0.054 0.028 0.032 1.480

FSWM 0.038 0.017 0.021 0.877

DWT-I 0.056 0.068 0.052 1.049

DWT-II 0.064 0.147 0.074 1.039

제안된 방법 0.053 0.020 0.034 1.045

표 4.3. 상호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융합 방법 결과

융합방법
영상

Pepsi Clock 3M CT-MRI

픽셀 평균 9.753 10.119 9.746 7.903

FSWM 9.760 10.130 9.784 8.120

DWT-I 9.773 10.224 9.840 7.747

DWT-II 9.796 10.296 9.874 8.176

제안된 방법 9.806 10.153 9.843 8.391

표 4.4. 평균 기울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융합 방법 결과

융합방법
영상

Pepsi Clock 3M CT-MRI

픽셀 평균 3.863 4.814 5.383 3.519

FSWM 5.756 6.807 8.020 7.036

DWT-I 5.830 6.937 8.325 5.568

DWT-II 5.993 7.120 8.640 7.231

제안된 방법 6.081 7.142 8.574 7.411

픽셀평균법과 FSWM 방법은다른방법에비해성능이현저히떨어짐을알수있다.

표 4.4의 평균 기울기에 대한 결과에서는 제안된 방법은 거의 모든 영상에서 다른 융합 방법보다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SWM 방법은 픽셀 평균법보다는 좋지만 DWT-I과 DWT-II보다 성능이 떨어

짐을알수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안된 방법은 전체 교차 엔트로피 척도를 제외한 다른 척도 하에서는 다른
융합방법들 보다 좋은 성능을 갖고 있고 비록 전체 교차 엔트로피 척도 하에서도 FSWM 방법보다 성능

은 떨어지나 다른 융합 방법들 보다 좋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SWM 방법은 전체 교
차 엔트로피 척도를 제외한 다른 척도 하에서 픽셀 평균법과 함께 DWT-I, DWT-II 방법보다도 성능이

현저히떨어짐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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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은 영상을 통한 가시적인 비교에서 뿐 만 아니라
정량적인평가에서도입력영상의종류와상관없이로버스트한실험결과를보임을알수있다.

5. 결론

영상 융합은 두 개 이상의 영상을 조합하여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 원격 탐사 영상, 컴퓨터

비전, 의료영상, 군사분야등여러분야에서사용되고있다.

지금까지의 영상 융합에 사용된 웨이블렛 변환은 주로 이산 웨이블렛 변환 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
나 DWT는 이동불변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영상 융합된 두 영상 간의 잘못된 웨이블렛
계수선택은영상합성과정에서블록인공물이발생할수도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이산 웨이블렛 변환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하였고 à trou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WT를 구현하였다. 웨이블렛 분해 후 고주파 영역에서는 표

준편차에 대한 로버스트 추정량인 사분위수 범위를 사용하였고 저주파 영역에서는 고주파 영역에서 사

분위수 범위 정보를 이용하여 픽셀을 선택하였다. 고주파 영역에서 사분위수 범위 사용은 표준편차가

영상에따라심한성능편차를보이는것을해결하기위함이고저주파영역에서고주파영역에서사용한

사분위수범위정보이용은평균사용으로인하열화를막기위함이다. 또한제안된방법은성능을개선

하기위해융합규칙에의해얻어진융합영상에대하여다수필터를적용하였다.

제안된 영상 융합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세 개의 멀티-포커스 영상과 한 개의 의료 영상에서 픽

셀 평균법, FSWM 방법, DWT-I 방법, DWT-II 방법 등과 비교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다른 방법들 보

다열화뿐만아니라블록인공물도생기지않으면서각각의영상특징을잘반영함을알수있었다.

또한, 제안된방법은정량적인평가척도하에서도입력영상의종류와상관없이로버스트한실험결과를
보임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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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age fusion is the process of combining information from two or more source images of a scene into a

single composite image with application to many fields, such as remote sensing, computer vision, robotics,

medical imaging and defense. The most common wavelet-based fusion is discrete wavelet transform fusion

in which the high frequency sub-bands and low frequency sub-bands are combined on activity measures

of local windows such standard deviation and mean, respectively. However, discrete wavelet transform is

not translation-invariant and it often yields block artifacts in a fused image. In this paper, we propose a

robust image fusion based on the stationary wavelet transform to overcome the drawback of discrete wavelet

transform. We use the activity measure of interquartile range as the robust estimator of variance in high

frequency sub-bands and combine the low frequency sub-band based on the interquartile range information

present in the high frequency sub-bands. We evaluate our proposed metho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or image fusion, and compare it to some existing fusion methods.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osed method is more effective and can provide satisfactory fusion results.

Keywords: Image fusion, wavelet transform, stationary wavelet transform, interquartile range, à trou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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