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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추출을 위한 적응적 가중치 기반 FLIR 및

CCD 센서 영상 융합 알고리즘

구은혜†, 이은영††, 김세윤†††, 조웅호††††, 김희수†††††, 박길흠††††††

요 약

일반적인 ATR시스템에서는 대부분 FLIR센서에 의존하여 영상을 획득하나, 표적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견실한 표적 분할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FLIR과 CCD센서를 통해 획득된 영상에

대한 적응적 가중치 기반의 융합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표적 분할 성능을 재현한다. 융합을

위한 FLIR영상의 가중치는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bi-modality 척도와 표적 경계와의 거리를 통해

결정되고, CCD영상의 가중치는 표적과 배경의 질감차이를 나타내는 질감 척도와 거리 척도를 통해 도출된다.

제안 방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획득된 표적 영상에 대한 제안 방법과 단일 센서 기반의

표적 분할의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FLIR and CCD Image Fusion Algorithm Based on

Adaptive Weight for Target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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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utomatic target recognition(ATR) systems, target extraction techniqu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ATR performance depends on segmentation result. So, this paper proposes a multi-sensor image fusion

method based on adaptive weights. To incorporate the FLIR image and CCD image, we used information

such as the bi-modality, distance and texture. A weight of the FLIR image is derived from the bi-modality

and distance measure. For the weight of CCD image, the information that the target's texture is more

uniform than the background region is used. The proposed algorithm is applied to many images and

its performance is compared with the segmentation result using the single imag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the accurate extrac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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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표적인식(Automatic Target Recognition:

ATR) 시스템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환경 상에도

신뢰성 있게 표적을 탐지 및 인식하기 위해 일반적으

로 FLIR(Forward Looking Infrared)센서에 의존한

다. 이러한 자동표적인식 시스템은 표적의 검출, 분

할, 특징 추출 및 분류로 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따

르며, 이 때 표적 분할의 결과는 특징 추출 및 최종

분류 결과의 신뢰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획득된 FLIR영상에 대한 견실성 있는 표적

분할 성능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임계화 방법들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단일 센서 기반의 영상인식 시스템은 다양

한 환경 변화에 강인한 인식 성능을 재현함에 있어서

정보 부족의 한계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FLIR센서

는 표적과 주변 환경의 온도 차이를 통해 영상을 구

성하므로, 표적 내부의 온도분포가 불균일하고 영상

내 표적과 배경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원하는 표적

검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CCD(Charge-

coupled Device)센서는 계절이나 온도의 영향이 적고

표적의 윤곽이 미세하게 표현되지만, 질감(Texture)

정보로 인해 표적 내부에도 분할 저해요소를 가지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다중센서 기반의 영상 융합은

두 가지 이상의 센서로부터 획득된 영상의 정보를

재구성하므로, 단일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보

다 다양하고 인식에 용이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다중 센서 기반의 다양한 영상 융

합 기법들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화소 및

특징 레벨의 융합 방법이 대표적이다[1,2].

대표적인 화소기반 융합 방법으로서, A.Toet[3]는

CCD와 FLIR영상의 라플라시안 피라미드(Lapla-

cian pyramid)를 구성하여 각 피라미드의 화소값 비

교를 통해 융합된 영상의 피라미드를 결정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E.Lallier[4]는 IR과 가시광 영상의 융

합을 위해 적응적 가중치 평균법을 이용해 하나의

융합 결과를 도출한다. 융합을 위한 가중치 결정을

위해 화소값 차이를 IR 영상의 가중치로 이용하였으

며, 가시광 영상의 가중치는 국부영역의 분산정보를

이용하여 결정한다. 이와 같은 화소 기반의 영상 융

합의 경우 처리가 간단하고 계산량이 적지만, 획득한

영상간의 정합에 따른 오차가 없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한편 특징기반 융합 방법으로서, Y.Zhou[5]는

각 영상의 특징점이 가지는 형태학정보를 이용해 각

영상에서 표적을 검출하고, 각 영상의 논리 연산 적

용을 통해 융합된 영상을 도출하는 특징기반의 융합

방법을 제안하였다. H.Kwon[6]은 FLIR과 가시광센

서를 이용해 획득된 영상의 4가지 특징인 국부영역

최대 화소값, 대비 차이, 그래디언트 평균, 편차를 영

상 융합의 정보로 이용한다. 각 영상의 특징들은 최

종적으로 표적을 추출하기 위해 적응적인 가중치를

이용해 하나의 정보로 융합된다. S.Li[7]는 다중 초점

영상의 융합을 위해 normalized cut 알고리즘을 이용

해 영상을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각 영상에 대

해 구분된 영역별로 움직임 레벨을 나타내는 공간적

주파수(Spatial frequency)를 이용해 융합된 결과를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각 입력영상에 대해

신뢰성 있는 특징 추출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 결과를

도출하므로, 입력영상이 저해상도 영상인 경우 최종

융합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특징 추출

단계를 거쳐 융합결과를 얻으므로 계산량이 많은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견실한 표적 분할 결과를

위해 FLIR과 CCD영상의 적응적 가중치를 이용한

영상 융합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융합을 위한 FLIR

영상의 적응적 가중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각 화

소가 표적으로 분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bi-mo-

dality[8]척도와 참조영역과 각 화소간의 거리 척도

를 적용한다. 또한 CCD영상의 경우 FLIR영상과는

대조적으로 질감(Texture)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

로, 표적과 배경의 질감 차이를 적용한 질감 척도와

거리 척도를 이용해 융합 가중치를 결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을 통해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적응적 가중치 기반의 영상 융합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 방법의

성능 입증을 위해 모형 영상에 대한 제안 방법의 적

용 결과와 기존 방법과의 결과를 비교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을 통해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2. 적응적 가중치 기반의 영상 융합

표적의 추출 및 인식을 목표로 하는 ATR 시스템

에서 주로 이용하는 FLIR센서를 통해 획득된 영상은

표적과 배경의 경계가 모호하고, 표적 내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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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 단일 영상을 이용한 표적 분할 결과. (a) FLIR영상,

(b) (a)의 표적분할 결과, (c) CCD영상, (d) (c)의

표적분할 결과

그림 2. 제안한 융합 방법을 이용한 표적 분할 과정.

의 불균일하므로 표적의 분할 결과는 표적의 일부가

미검출 또는 과검출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그

림 1(a)와 같이 온도 분포를 이용해 영상을 구성하는

특성으로 인해 표적의 정확한 형태를 표현하지 못하

는 영상의 경우 그림 1(b)의 표적 분할 결과는 표적의

특징 추출 및 인식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1(a)

와 동일한 환경에서 동시에 획득된 그림 1(c) CCD영

상의 경우, FLIR영상에 비해 표적의 정확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배경에 존재하는 지상

표적의 경우 배경의 과검출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단일 센서를 이용해 획득된 영상은 충

분한 정보를 포함하기 어렵고, 따라서 단일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정확한 표적 분할이 어렵다. 이장에서

는 단일 영상을 이용한 표적 분할 결과의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 영상 융합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중 센서 영상 융합 알고

리즘을 이용한 표적 분할 과정을 나타낸다.

2.1 FLIR영상의 융합 가중치

FLIR영상에서 표적과 배경은 일반적으로 표적이

배경보다 온도가 높은 특성에 따라 화소의 밝기 정보

를 이용해 분할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상 내 표적의

온도 분포가 불균일하고 경계가 모호하므로 밝기 정

보 그대로 분할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

서 영상의 국부 영역을 표적과 배경 영역으로 분리하

는 bi-modality[8]를 표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척도로 이용한다. 영상의 국부 영역 는 동질성

또는 이질성 두 가지 특성만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

고, 국부 영역의 중심화소 가 포함된 영역이 이질적

인 경우 중심화소의 밝기값 와 임계값 를 이용

해 표적 또는 배경영역으로 추정하고 모멘트를 이용

해 식 (1)과 같이 bi-modality값을 결정한다.

 









 i f 











i f   ≥ 

i f   

(1)

이때,  는 동질적인 영역의 검출 정도를 결정하는

상수이며, 과
는 이질적인 영역 내 두 분포의 평

균값이며, 는  ≤  ≤ 임을 고려한 상수이다. 이

와 같이 bi-modality 척도를 이용해 모호한 경계를

보다 정확하게 구분지어 표현 할 수 있다. 하지만 영

상 내 배경영역에도 표적 내부와 같이 높은 화소값을

가지는 영역이 존재하고, 표적 영역과 근접하게 위치

하는 경우 과검출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표적의 경계를 추정하기 위해 전역적 임계화 방법을

이용하여 참고 표적 영역을 결정하여 윤곽선을 추출

한다. 추정된 윤곽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실제 표적

일 확률이 낮은 화소이므로 식 (2)를 이용해 화소값

이 높더라도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 min′ ′


(2)

이때, ′′ 는 표적의 윤곽선에 해당하며, 는 함

수 값의 분포를 조정하기 위한 상수이다. 이처럼 표적

윤곽선정보를 이용한 거리 척도는 배경에 존재하는밝

은 화소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부여하는 기준이 된다.

2.2 CCD영상의 융합 가중치

CCD영상은 FLIR영상과 달리 RGB 색 정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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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 FLIR영상의 가중치 결정 과정. (a) FLIR영상, (b)

거리척도, (c) Bi-modality척도, (d) 도출된 가중치

용이 가능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색 정보보다 밝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시각특성을 반영하

여 밝기 정보만을 이용한다. CCD영상의 밝기 정보

이용을 위해 조명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아 윤곽선

추출 및 인식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HSI 색공간으로

변환 후 밝기 정보 I만을 사용한다. 밝기 정보만을

이용해 구성된 영상은 일반적으로 FLIR영상의 표적

과 배경의 정보와 반대로 표적의 밝기가 어두운 형태

로 구성된다. 따라서 영상을 반전하게 되면 FLIR영

상과 같이 표적이 배경에 비해 높은 화소값을 표현하

는 영상을 얻게 된다. 전처리를 통해 얻어진 영상의

정보들 중에서도 영상 내에 포함된 공간 정보를 부각

하는 질감(texture)특성은 복잡한 배경의 경우 그 변

화가 매우 크고, 표적 내부는 배경에 비해 그 변화량

이 적다. 이러한 이유로 질감 특성은 CCD영상에서

표적과 배경을 구분하는 유용한 정보로 이용 가능하

다. 영상의 질감 특성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화소 기

반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GLCM(Grey Level

Co-occurrence Matrix)[9,10,11]를 적용한다. GLCM

은 영상의 밝기 등급을 양자화 하고, 각 화소와 설정

된 방향의 이웃한 화소 값의 발생확률 GLCP(Grey

Level Co-occurring Probabilities)를 이용해 국부 영

역의 질감 특성을 표현한다. 각 방향별 화소값의 발

생 확률 GLCP는 식 (3)으로 정의한다.

 


  

 





(3)

이때 는 각 방향별 와  화소 값의 발생 빈도를

의미하고, 는 양자화 레벨이다. 화소간의 방향이 많

을수록 계산량이 증가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화소간

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4방향(∘ ,∘ ,∘ ,∘ )으로

정하고 각 방향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GLCP로 표현된 행렬 GLCM을 이용해 질감 특징

을 결정하는 통계값에는 Energy, Contrast, Correla-

tion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명암도의 차

이가 큰 화소가 많을수록 높은 값을 가지는 식 (4)의

Dissimilarity 통계값을 적용해 융합가중치 결정을

위한 질감 척도  를 식 (5)와 같이 정의한다.

    
  

  

  (4)

   · 
 ′′∈

′′ (5)

여기서 는 의 최대값을 결정하기 위한 상수이다.

그림 3은 질감 척도  를 이용해 구성한 영상으로,

질감정보가 표적과 배경을 구분하는 있는 중요한 요

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3. CCD영상의 질감 특성. (a) CCD영상의 밝기 영상,

(b) (a)의 질감 특성 영상

2.3 다중 센서 영상 융합

FLIR과 CCD영상의 융합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한

영상의 다양한 정보들은 영상의 특성을 기반으로 각

화소가 표적에 포함될 확률을 나타낸다. 이러한 영상

의 가중치 결정 척도를 이용해 식 (6)과 같이 융합

가중치를 정의한다.

    · 

    ·· 
(6)

그림 4는 그림 4(a)의 FLIR영상의 40번째 행의 가

중치 결정과정을 나타낸다. FLIR영상의 융합 가중치

은 영상 내 밝기 값이 높고 윤곽선에서 가까운 영

역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그림 4(d)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종적으로 FLIR영상의 표적부분

의 정보만을 강조하는 적응적 융합 가중치를 결정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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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제안한 융합 방법의 결과 및 표적 분할 결과. (a) 융합

된 영상, (b) (a)의 분할결과

CCD영상의 가중치 역시 화소 값이 높고 윤곽선에

가까운 화소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표적영역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질감 정보를 반영

하여 균일한 질감을 가지는 표적부분을 판단하여 적

응적으로 가중치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5는 그림

5(a)의 CCD영상의 57번째 행의 가중치 결정과정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결정된 각 영상별 가중치를 이용해 최

종적으로 두 영상을 융합한다. 융합된 영상의 화소값

은 식 (7)을 통해 결정된다.

       (7)

이때,  영상의 신뢰도를 표현하는 상수이다.

(a)

(b) (c)

(d) (e)

그림 5. CCD영상의 가중치 결정 과정. (a) CCD영상, (b)

거리척도, (c) 밝기 값, (d) 질감척도, (e) 도출된

가중치

3. 실험 및 고찰

제안한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단일

영상만을 이용해 분할한 결과와 제안 방법을 이용해

융합된 영상의 분할 결과를 비교한다. 실험용 PC는

2.8GHz Core i7 CPU와 4GByte memory 사양이며,

실험은 × 크기의 실제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

서 실표적의 1/32 크기 모형을 사용해 획득된 FLIR

과 CCD영상에 적용되었다.

그림 6은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해 융합된 영상을

이용한 표적 분할 결과를 비교한다. 그림 1(a)의

FLIR센서로 획득된 영상은 표적 내 온도 분포가 불

균일하고, 표적의 전반적인 형태가 동일한 환경에서

획득된 그림 1(c)에 비해 정확하게 표현 되지 않아

분할 결과는 표적의 전반적인 형태를 표현하지 못한

다. 또한 CCD영상의 경우에도 복잡한 배경의 영향

으로 인해 표적의 과검출이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그림 6(a)의 제안한 알고리즘을 통해 융합된

영상은 FLIR영상에서 표적 내부의 불균일한 화소 분

포의 문제와 배경의 밝은 영역에 관한 정보를 배제하

면서도 CCD영상에서의 복잡한 배경 정보를 줄이고

표적의 전반적인 형태를 반영하는 정보를 반영한다.

따라서 융합된 영상을 이용한 표적 분할 결과는 단일

센서 영상을 이용한 분할 결과의 미검출 및 과검출

문제를 해결하며 표적의 전반적 형태를 비교적 견실

하게 분할한 결과를 나타낸다.

알고리즘을 통해 융합된 영상을 이용한 표적 분할

결과의 수치적 평가를 위해 식 (8)의 성능 지수 

[12]를 이용하였다.

 ∪ 

∪  ∩ 
(8)

여기서, 는 퍼지 임계화 방법[12]을 이용해 분할

된 영역의 화소 집합이고 은 ground truth이다.

의 값이 0일 때 완전한 분할 결과를 의미하며, 1인

경우 완전히 잘못된 분할을 나타낸다. 그림 7, 그림

8 그리고 그림 9의 FLIR, CCD, 융합 영상에 대한

분할 결과 (a), (c), (e)의 값은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융합한 영상을 이용한 분할이 보다 견실한

결과임을 증명한다.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동일한 조

건에서 획득된 70장의 FLIR과 CCD영상에 대한 평

균 를 비교하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제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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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7. 표적 분할 결과 비교. (a) FLIR영상, (b) (a)의 표적

분할 결과(SP=0.55), (c) CCD영상, (d) (b)의
표적 분할 결과(SP=0.24), (e) 융합된 영상, (f)

(e)의 표적 분할 결과(SP=0.12)

(a) (b)

(c) (d)

(e) (f)

그림 8. 표적 분할 결과 비교. (a) FLIR영상, (b) (a)의 표적

분할 결과(SP=0.28), (c) CCD영상, (d) (b)의
표적 분할 결과(SP=0.33), (e) 융합된 영상, (f)

(e)의 표적 분할 결과(SP=0.19)

(a) (b)

(c) (d)

(e) (f)

그림 9. 표적 분할 결과 비교. (a) FLIR영상, (b) (a)의 표적

분할 결과(SP=0.34), (c) CCD영상, (d) (b)의
표적 분할 결과(SP=0.84), (e) 융합된 영상, (f)

(e)의 표적 분할 결과(SP=0.26)

Input image SP value

FLIR image 0.3908

CCD image 0.2514

Fused image 0.1774

표 1. 각 영상에 대한 평균 SP 비교

리즘을 이용한 표적 분할 결과가 단일 영상을 이용한

분할 결과에 비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LIR과 CCD영상의 적응적 가중치

를 이용한 융합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FLIR영상의

모호한 경계를 분할하기 위한 bi-modality와 윤곽선

에서의 거리를 이용해 영상 내 화소값이 높고 윤곽선

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영역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CCD영상에서 표적 내 질감정보가

균일한 특성을 이용한 질감척도와 밝기 정보를 이용

하여 적응적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각 영상의 가중치

를 이용해 융합된 영상은 복잡한 배경이 제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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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의 전반적인 형태 정보를 포함하는 결과를 도출

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융합된 영상의 분

할 결과는 단일 영상을 이용한 분할보다 견실한 표적

분할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

리즘은 ATR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야로 감시를 필요

로 하는 장소의 무인 감시 시스템 및 건물경계등의

분야에도 응용가능하다. 향후 과제는 입력영상의 신

뢰도를 영상특성에 따라 결정하여 각 영상의 융합에

영상별 신뢰도를 적응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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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현재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선임

연구원

관심분야 : 실시간 영상처리, 스마트 카메라 구조

박 길 흠

1982년 2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

과 공학사

1984년 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학석사

1990년 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학박사

1991년～현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자동표적인식, 컴퓨터 비전, 얼굴영상인식, 의

료영상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