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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영상을 이용한 래들의 내화물 열화도 분석

Analyzing Refractory Bricks of Ladles using Infrar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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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teel manufacturing process heat-endurance deterioration of a ladle used to cause a big accident. In this paper, 
an infrared imaging system and image analyzing procedure are proposed for inspecting refractory bricks of a ladle. The 
proposed algorithm contains following three parts: two-stage image selection procedure, reference point detection, and analysis of 
heat-endurance deteriora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with real data from a steel plant and detailed configuration of infrared 
imaging system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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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적인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철강 산업 분야에서는 공

정 자동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대표적

인 연구로서 품질제어를 위한 결함탐상 시스템이나, 철강번

호 인식을 통한 물류제어, 제조공정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있다[1-6]. 철강 제조공정에서는 작은 사고가 

고온의 용강으로 인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안전 관리 시스템 관련 연구가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 따
라서 온도 감시 시스템이나 압력측정을 통한 제조공정 상

태감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7].
최근 일반적인 영상 시스템 이외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

한 고장진단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8]. 건물에 대한 진단 

및 열 방출 현황 분석이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 의학 분야에

서도 활발히 이용되는 추세이다[9-11]. 열화상 카메라의 해상

도의 한계 및 좀 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CCD 카메라와의 

혼합 활용관련 응용분야도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12].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래들은 고온의 용강을 운반

하고 다른 제조공정으로 옮기는 둥근모양의 쇠그릇이다. 래
들 내부에는 뜨거운 용강의 온도로부터 래들의 모형을 유

지하기 위해 내화물이라는 벽돌이 설치된다. 이 내화벽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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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에 반복되어 사용됨에 따라 그 두께가 얇아지며 

성능이 떨어지는데, 내화벽돌의 두께가 임계 두께 이하로 

떨어질 경우 래들이 파괴되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본 논문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은 래들의 

표면온도를 통해 내화물의 열화정도 분석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전처리 과정으로서 래들의 움직임을 고려한 영상선정 

방법과 초해상도 기법을 활용한 영상 전처리 과정을 소개

한다. 래들의 동일 지점 온도변화를 관측하기위한 기준점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열화도 분석을 위한 온도 

비율 수치를 제안한다. 실제 철강제조공정에서 획득한 영상

을 이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시스템 구성 및 영상 분석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II 장에서는 철강공정상의 래들에 대한 배경지식과 열화

상 영상 획득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한다. III 장에서는 영상

시퀀스정보에 대한 전처리과정인 영상선정알고리즘을, IV 
장에서는 동일 지점에 대한 온도 관측을위한 기준점 검출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V 장에서 열화도 분석 기법을 소개

하며 VI 장에서는 결론에 대하여 논한다.

II. 배경지식

1. 래들 및 내화물

래들은 용강을 옮기는 원형의 쇠그릇이다. 철강공정에서 

래들은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의해 운반되며, 조업자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약 0.4m/s의 속도로 움직인다. 래들의 

담기는 용강은 1500~1600℃로 최종 제품의 종류나 첨가되

는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고온의 용강 온도를 버티기 

위하여 래들 내부에는 내화물이 설치된다.
래들이 공정에서 여러 번 사용됨에 따라 내화물의 두께

가 줄어드는데, 그 두께가 임계두께 이하로 줄어들 경우 사

고로 이어질 확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내화물의 

열화는 전반적으로 발생하며, 현재 육안검사 및 X선 검사

를 이용하여 내화물의 전반적인 두께를 추정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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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상획득 시스템.
Fig. 1. Infrared imaging system.

그림 2. 영상획득 시스템 설치 위치.
Fig. 2. Camera configuration.

그림 3. 래들의 열화상 예시 영상.
Fig. 3. Thermal image of a ladle.

추정된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제 공정에

서는 래들을 50번 사용한 후 내화물을 수리하며 3번의 수

리주기를 거친 후 조기 교체한다.
래들을 사용함에 따른 내화물이 전반적으로 열화되기도 

하지만, 공정상에서 용강과의 물리적 충격 혹은 화학적 반

응으로 인해 열화가 국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전반적인 

열화의 경우 육안 검사 및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만, 국부열화는 시기 및 위치를 예측하기 힘

들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은 내화물 

국부열화를 대상으로 열화도 분석을 목표로 한다.
2. 영상 획득 시스템

래들의 전반적인 온도는 그림 1의 시스템 구성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화물 열화도 분석의 가능

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성도 중 하나의 열화상 카

메라와 영상저장기기를 설치하여 영상을 획득하였다. 영상 

획득 시 FLIR사의 T420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였으며, 이 

제품은 320x240의 공간 해상도와 -20~650도의 온도 분석의 

성능을 가진다.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정상 래들의 움직임 

및 카메라 설치 위치는 그림 2와 같다. 래들은 천장에 설치

된 크레인을 통하여 이동되며 공정단계를 진행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1층의 공정장소에 놓인다. 열화상 카메라를 2층에 

설치하여 래들의 움직임 경로가 촬영되도록 하였으며, 열화

상 카메라의 화상에 래들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영상이 시퀀스 형태로 저장되도록 설치하였다.
그림 3은 획득한 열화상 영상의 예시를 보여준다. 래들

의 열화상 영상은 초당 30프레임의 속도로 촬영되었으며, 
각 래들은 약 750~1000장의 영상으로 구성된다. 획득한 열

화상 영상의 크기는 320x240이며 각 픽셀값은 해당 영역의 

온도를 의미한다. 실제 철강공정에서 15일간 획득한 255개
의 영상 시퀀스를 대상으로 내화물 열화도 분석 실험을 진

행하였다.

III. 영상 선정 알고리즘

획득한 열화상 영상 시퀀스에 대한 전처리 단계로서 두 

단계로 구성된 영상선정 알고리즘에 대하여 소개한다. 첫 

번째 영상선정 과정은 래들 전체가 나타나는 영상을 선정

하는 과정이다. 열화상 영상획득 시스템에서 래들이 카메라

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래들이 화면에 사라질 때까지 

영상이 시퀀스형태로 저장된다. 저장된 영상시퀀스는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각 영상 

시퀀스가 가지는 프레임 영상의 개수이다. 
설치한 열화상 카메라는 래들의 일부가 화면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영상을 획득한다. 따라서 획

득한 영상 시퀀스 중에 래들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실험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약 

30%의 프레임 영상에 래들의 모든 모습이 나타난다. 래들

의 일부만 포함된 영상에 대하여 후속 알고리즘을 적용하

는 것은 비효율 적이므로 첫 번째 영상선정과정에서 래들

의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있는 영상을 선정한다.
용강이 담겨있는 래들은 배경보다 뜨겁다는 사실을 이용

하며, 영상 시퀀스의 각 프레임 영상에 대하여 문턱치 기법

(threshold method)을 적용한다. 래들의 표면온도는 300℃ 전

후인 반면, 주변부의 온도는 상온으로 25℃ 전후라는 점을 

이용하여 200℃의 문턱치 값을 선정하였다. 전체 영상대비 

해당 문턱치보다 큰 값을 가지는 영역의 비율을 구한다. 각 

프레임 영상에 대하여 구조물 부분을 제외한 대략적인 래

들의 비율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구한 비율그래프의 

예시는 그림 4와 같다. 가로축은 영상 시퀀스의 각 프레임 

영상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각 프레임영상에서 래들이라 추

정되는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래들이 카메라의 

화상에 나타나 지나감에 따라 래들이라 추정되는 영역이 

증가하다가 잠시 동안 일정한 후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영상 대비 문턱치보다 높은 온도를 가지는 

비율이 크다는 것은 영상에 나타나는 래들의 비율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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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프레임 영상에 나타나는 래들의 비율.
Fig. 4. Proportions of ladles on a sequence of images.

(a) (b) (c)

그림 5. 첫 번째 영상선정과정 결과 제외 및 포함 영상 예시.
Fig. 5. Examples of excluded and included image.

그림 6. 초해상도 기법의 예시 영상.
Fig. 6. An example of super-resolution.

그림 7. 래들의 움직임 추정.
Fig. 7. An example of ladle motion.

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래들 추정부분의 비율에 대하여 실

험적인 수치를 이용한 문턱치 기법을 한 번 더 적용하여 

래들의 전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영상들을 선정할 수 있

다. 첫 번째 영상선정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영상들은 

     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5(a)는 첫 번째 영상선정과정을 통해 제외시켜준 영

상의 예시를 보여주며, 그림 5(b-c)와 같이 래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드러난 영상들에 대하여 후속 과정을 진행하였다.
획득한 열화상 영상의 크기는 320x240 픽셀로 1픽셀은 

약 3~4cm를 표현한다. 정형질 내화벽돌의 가로 폭이 10cm 
정도이고 국부적인 열화는 내화벽돌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

며, 래들의 외피가 철이라 열전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부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고화질영상이 필요하

였다. 고화질 영상을 얻는 방법에는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

를 사용하거나 낮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여러 대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전처리 과정으로서 영상의 해상

도를 향상시키는 초해상도기법(super-resolution)을 적용하였

다. 초해상도기법을 활용가능 한 모든 영상에 적용하는 것

은 계산량이 급격히 많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두 번

째 영상선정 과정에서는 초해상도 기법을 효과적으로 적용

하기 위해 적용 대상영상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초해상도 기법은 여러 장의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해상도

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13]. 원하는 움직임을 가진 저해상

도 영상을 획득하는 제어 방식(controlled method)과 저해상

도 영상들 사이의 움직임에 대한 제어 없이 영상간의 움직

임을 추정하는 비제어 방식(uncontrolled method)로 분류된

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generative model(1)에 

대한 gradient descent 기법(2)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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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해상도 기법은 동일 대상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여러 

장의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높은 화질의 영상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대상물의 서브픽셀 단위의 미세움직임 정보를 이

용하여 고화질 영상을 추정하며, 일정 간격의 서브픽셀 움

직임을 가진 대상에 적용할 때 효과적이다.
서브픽셀 단위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단위픽셀에 다수

의 래들이 포함되는 지점을 찾기 위하여 래들 움직임의 추

정과정이 필요하다. 한 대상물에 대한 여러 장의 사진에서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은 gradient descent 기법 등을 포함

하여 여럿 소개된 바 있다[15].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영상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최적화 시키는 ECC (Enhanced 
Correlation Cefficient) 알고리즘을 차용하였다[16].

 ∥∥∥∥
∘  (3)

여기서 , 는 비교하고자하는 두 영상을, 는 추정하고

자 하는 대상물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래들의 움직임을 ECC 알고리즘으로 추정해보면 그림 7

과 같이 래들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공정장소로 들어와 공

정장소에 도착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294 이 상 준, 전 용 주, 김 상 우

그림 9. 원본 영상.
Fig. 9. An original image.

그림10. 초해상도 기법 적용 결과영상.
Fig. 10. A result image of super-resolution technique.

그림11. 래들 이동경로의 차이.
Fig. 11. Different moving route of ladles.

(a) (b)

그림12. 래들의 구조적인 특징.
Fig. 12.  Structural features of a ladle.

그림 8. 단위픽셀내의 래들 움직임.
Fig. 8. Ladle motion within unit-pixel with 4x4 grid.

초해상도 기법은 적용하고자 하는 영상들에 일정한 서브

픽셀 단위의 움직임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앞에서 추

정한 래들의 움직임에서 각 점은 하나의 프레임 영상을 의

미한다. 각 점을 중심으로 유닛 픽셀 크기의 박스 내에 위

치하는 점들의 개수가 가장 많은 점을 기준점으로 정한다. 
이 기준점에 대하여 단위픽셀 내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

림 8과 같다.
상하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상도를 큰 폭으로 향

상시키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였다. 해상도 두 배 향상을 위

하여 선정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단위픽셀 내에 아래 그림

과 같은 4x4 그리드(grid)를 형성하였다. 초해상도 기법을 

적용하여 가로세로 해상도를 두 배로 향상시키는 데에는 

이론적으로 의 움직임을 가지는 4장의 영상이면 충분하

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의 이상적인 모션을 가

진 영상을 획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4x4 그리드를 고안하였

다. 겹치는 정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그리드에서 영상이 

존재하는 블록에서만 초해상도 기법을 적용할 영상들을 한 

장씩 선정하였다. 각 블록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영상을 

그 블록의 대표 영상으로 사용한다. 그리드 내에서 좌우의 

움직임은 충분하기 때문에 적어도 4장 이상의 영상이 선택

되며, 최대 16장의 영상에 대하여 초해상도 기법을 적용하

고자 했다.
위와 같은 영상선정방법으로 선택한 영상들에 대하여 초

해상도 기법을 적용 할 경우 겹치는 정보를 줄이면서 처리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정보선택을 할 수 있다는 면에

서 장점을 가진다. 그림 9는 320x240의 원본 열화상 영상을 

나타내며, 그림 10은 640x480으로 가로세로 해상도를 두 배 

증가시킨 초해상도 기법의 결과영상에 대한 것이다.
원본 영상과 초해상도 기법 적용 결과영상을 비교해보

면, 복잡도가 높은 부분에서 초해상도 기법 적용영상이 더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추후에 이어지는 기준점 검

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올려주고, 열화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단일영상을 이용하는 것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기준점 검출 알고리즘

제철소 제강공정 라인에서 래들은 크레인에 의해 이동한

다. 하지만 크레인은 조업자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각 작

업마다 래들의 경로에 차이가 있다. 그림 11은 동일번호 래

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업자의 운전에 따라 래들의 이동 높

이가 다름을 보여준다.
여러 래들의 온도 히스토리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일 지점에 대한 온도 변화추이를 관찰할 수 있어야한다. 
본 단락에서는 그림 12와 같이 모든 래들에 나타나는 구조

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가버필터를 이용한 기준점 검출 알

고리즘을 제시한다. 그림 12(a)는 가로바 구조물을, 그림 

12(b)는 세로바 구조물을 의미한다. 각 번호에 해당하는 래

들의 동일지점들에 대한 온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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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14. 예시 열화상 영상(a)에 대한 가버 필터 결과(b) 및 수직

투영 프로파일(c).
Fig. 14. An original image(a), the result of gabor filtering(b) and 

its vertical projection profile(c).

그림16. 예시 영상에 대한 구조가중치 영상.
Fig. 16. An image of structure weight.

그림17. 구조 가중치를 이용한 가버필터 결과(좌) 및 이에 대한 

수직투영 프로파일.
Fig. 17. The product image of the result of gabor filtering and 

structure weight(left) and its vertical projection profile.

그림13. 가버 코사인 필터.
Fig. 13. Gabor cosine filter.

가버필터는 공간 도메인 내에서 가우스(Gauss) 함수로 

변조된 복소 사인함수(complex sinusoid function)이다[17].

 









 




× exp
 (4)

여기서  , σ는 가우시안의 분산을 나타내고 

는 주파수이며, 와 를 조절해서 필터의 각도를 변화 

시킬 수 있다. 이 네 가지 파라미터를 조절함으로써 가버필

터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가로·세로바에 존재하는 블랍(blob) 

형태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가버함수의 실수부분에 해

당하는 아래와 같은 가버 코사인 필터를 사용하였다. 

  exp


 

′ 



′ 







cos′  (5)

여기서 ′  , ′ cos이며, 
는 방향을 나타내는 변수, 는 주파수를 나타낸다. 와 

는 각각 가우시안 함수의 방향과 방향의 분산을 나타

낸다. 그림 13은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가버 코사인 필터

를 나타낸다.
래들의 열화상 영상에 대하여 가로바에 맞춰 설계된 가

로방향의 가버필터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수직 투영 프로

파일은 아래 수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는 ×

크기의 영상 의 수직투영 프로파일을 의미한다.

 
  



  (6)

그림15. 가버필터(좌) 및 구조 가중치(우).
Fig. 15. A gabor filter(left) and structure weight(right).

그림 14는 열화상 예시 영상 및 가버필터 결과, 이에 대

한 수직투영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수평 투영 프로파일의 결과를 보게 되면, 가로 구조물의 

위치에서 반응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래들과 배경과의 큰 온도차이(300°C)로 인해 경계면에서도 

반응도가 크게 나타난다. 배경과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반응

과 가로바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구분하기 위해, 경계(edge)
의 반응은 억제하며 구조물에서 큰 반응도를 가지는 구조 

가중치(structure weight)를 이용한 가버필터링 기법을 제안

한다. 구조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가로 방향의 가버필터를 0을 기점으로 이진화한다. 위 

그림에서 , 영역은 0보다 작은 부분을 의미하며, 이는 

Gabor 반응의 배경부분을 의미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구조 

가중치에 대한 수식은 아래와 같다. 

 max
min  (7)

여기서 과 는 과 영역의 평균치를 의미하며, 고안

한 구조 가중치는 0~1의 값을 지닌다. 평탄하거나 블랍 부

분에서는 1에 가까운 값을, 경계 영역에서는 0에 가까운 값

을 가진다. 위 예시 영상에 대한 구조 가중치 영상은 그림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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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소벨 필터(좌) 및 코너 커널(우).
Fig. 20. Sobel filter(left) and corner kernel(right).

그림21. 기준점 검출 과정.
Fig. 21. A procedure for reference points detection.

그림22. 기준점 검출 결과.
Fig. 22. The result for reference points detection.

그림23. 기준점을 이용한 그리드 영상.
Fig. 23. Grid image using the reference point.

그림18. 중간 영역 검출.
Fig. 18. Middle region detection.

그림19. 세로바 검출 과정.
Fig. 19. Detection procedure for vertical bars.

열화상 영상에 대한 가버 필터링 결과와 구조 가중치 영

상의 곱하고 이에 대한 프로파일을 분석하면 그림 17과 같

이 가로바를 검출해낼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모든 래들에 존재하는 가로바 

두 개를 찾아낼 수 있고, 이 영역을 중간영역(middle region)
이라 정의한다. 그림 18은 중간영역의 예시를 보여준다. 이
어지는 내용은 정확한 기준점 검출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중간 영역에는 항상 세로바들이 포함되어 있다. 파라미

터 조정을 거친 세로방향의 가버필터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세로바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 대략적인 세로바의 위치

에 실험적인 여백(margin)을 주고 세로바를 포함하고 있는 

관심영역을 선정한다.
좌측 및 우측의 세로바 관심영역이 정의 되었으므로, 소

벨(Sobel) 필터 가로 세로 방향으로 적용한다. 소벨 필터는 

에지 특성을 강화하는 필터이므로 구조물의 경계면이 반응

이 높게 나타난다. 이후 이진화를 수행하여 세로바의 경계

를 검출한다. 경계 반응이 낮은 세로바를 고려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은 코너 커널(Corner kernel)을 고안하였다. 이진화 

된 영상으로부터 코너점을 검출하기 위해서 좌측 및 우측 

형태에 적합한 코너 커널을 적용하였다. 코너점 검출에 사

용된 소벨 필터와 코너 커널은 그림 20과 같으며, 그림 21
은 세로바 관심영역으로부터 기준점을 검출하는 일련의 과

정을 보여준다. 
구조물의 검출 결과를 보게 되면 정확한 기준점을 찾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코너 커널의 특성 때문에 위 결과영

상과 같이 코너 지점에 소실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

확한 기준점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래들 영상으로부터 2개의 좌측 및 우측 코너 기준점을 

검출하였으므로, 두 점의 거리()와 두 점이 이루는 각도

()를 획득 할 수가 있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기준점, 거리, 
각도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서로 다른 위치 및 시간에 촬영

된 래들 영상들에 대해서 동일한 거리 및 각도 정보를 가

지도록 크기조절(resize) 및 회전(rotation)을 통해 영상들을 

보정한다. 보정된 영상에 대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항상 동

일 지점이 관측 가능하도록 한다. 아래는 기준점 검출 알고

리즘의 정확도 지표를 나타낸다. 사람이 수동적으로 검출한 

기준점과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된 기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좌측 코너의 경우 0.6828 픽셀, 우측 코너 0.8254 
픽셀의 단위픽셀 이하의 오차를 가진다. 실제 사람이 코너 

영역을 검출함에 있어서도 측정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고

려할 때, 알고리즘에서 측정되는 기준점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획득한 기준점을 통해 동일한 지점을 관측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검출된 기준점으로부터 서로 다른 래

들 영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10x10 픽셀의 그리드(grid)를 

구성한다. 기준점(0,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동일한 위치의 

영상을 획득하였다. 
획득된 영상들에 대해서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를 구하여 동일한 지점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상관 계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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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기준점으로부터 얻은 동일 지점 및 상관계수.
Fig. 24. The identical regions and their correlation coefficient.

그림25. 래들 사용 횟수에 따른 온도 변화.
Fig. 25. Temperatures of identical points.

그림26. 래들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Fig. 26. Elements that affect surface temperature.

은 완전히 일치 하면 1의 값의 가지며, 유사성이 낮을수록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8)

아래 그림은 서로 다른 10개의 래들에 대한 기준점으로 

획득된 동일한 지점의 영상을 나타낸다. 그래프는 각 상관 

계수 값을 나타내며, 결과로부터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점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간에 촬

영된 래들에 대해서 열화상 영상에 위치변화나 회전등의 

요소가 작용하더라도 동일 지점을 관측할 수 있다. 

V. 열화도 분석 알고리즘

래들의 사용 횟수에 따른 내화물의 열화로 크랙(crack) 
또는 내화벽의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서 내화물의 열차단 

특성이 약화된다. 따라서 래들의 표면으로 전도 되는 열량

이 많아진다. 그림 25는 서로 다른 시간에 촬영된 동일한 

래들에 대해서 기준점 검출 결과로부터 얻은 4개의 동일한 

관측 지점에 대한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래들을 사용함에 따라 온도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예

상했으나, 사용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 추이는 관측되지 

않는다. 이는 크게 2가지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용강의 초기온도에 대한 것이다. 제강 공정에

서 용강의 성분 및 최종 제품의 종류에 따라 용강의 온도

가 다르다. 이러한 온도의 변화폭은 약 1,450~1,600℃ 정도

로 나타나며, 이는 열화상 카메라에서 관측되는 표면의 온

도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는 열화상 카메라의 관측오차에 대한 것이다. 열

화상 카메라는 0k 이상의 온도를 가진 대상체가 방사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이 원거리 상의 매질을 통해 전

파 되며 카메라에 도달되는 복사 에너지로부터 온도를 나

타낸다.

  ×  (9)

위의 수식에서도 나타내듯이  (유효 복사율)은   

(대상체의 복사율)과   (광로 투과율)로 결정된다. 여기

서 경로상의 매질의 형태에 따라서 광로 투과율이 변화한

다. 제강 공정 환경은 외부의 온도 및 습도와 같은 대기 상

태, 먼지, 수증기가 시간에 따라 많이 변화하는 환경을 가

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유효복사율의 추정이 어렵다.
실제 래들 표면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는 

그림 26(a)와 같이 래들이 담고 있는 용강의 초기 온도와 

열화 정도에 따른 내화물의 두께, 철피 두께가 있다. 여기

서 철피 두께는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요인이고, 실제는 용

강의 온도와 사용 횟수에 따른 내화벽의 열화도만이 래들 

표면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래들의 표

면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관측하게 되면 그림 26(b)
와 같이 대기상태에 의한 영향이 추가로 고려가 되어야 한

다. 대기 상태의 영향은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우므로, 카메

라에서 관측되는 절대 온도의 값은 신뢰 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절대 온도 정보를 신뢰하

기 힘들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화상 온도의 상대적

인 패턴을 활용하여 내화물의 열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상대 온도를 활용하여 열화도 측정을 위해 아래

와 같은 가정을 한다. 용강의 온도에 의해 나타나는 외부 

표면 온도는 정상 상태(Steady state)로 가정하였으며, 열화

상 측정당시에 기여하는 대기 상태는 균일한 것으로 가정

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 상대적인 온도정보를 활용한 내

화물 열화도 분석 기법을 소개한다.
열화도를 분석하는데 쓰이는 가정인 정상상태는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의 변화가 없을 때를 의미한다. 정상상태 열

전도는 온도의 구배가 선형으로 감소하게 되며, 열전도 방

정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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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용강 및 대기의 온도.
Fig. 27. Temperatures of melting steel and air.

그림28. 내화물의 두께가 다른 경우.
Fig. 28. The case of different thickness of refractory.

(a) (b)

그림31. 온도비율 관측 지점(a) 및 온도 비율 변화추이(b).
Fig. 31. Experimental points(a) and its temperature ratio changes.

여기서 는 직각 방향으로의 열 흐름 속도, 는 표면적, 
는 온도, 는 표면에 직각 방향으로의 거리, 는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로 정의되는 비례상수를 의미한다. 이 

수식을 그림 27에 적용하면 (11)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11)

정상상태에서 열전도는 내화물의 두께와 온도 차이로 선

형화 된다. 따라서 용강의 온도가 동일할 때 그림 28과 같

이 내화물의 두께가 다른 상황에서의 표면 온도 변화의 차

이는 (13)와 같다.

 


 

  (12)






  (13)

표면 온도의 비는 내화물의 두께 비율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효복사율이 대상체의 복사율과 대기투과율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이 상대온도 

정보를 이용하여 내화물의 열화도를 분석하는 온도비율 수

치를 고안하였다.

  

 





  (14)

여기서 는 분석하고자 하는 원형 영역의 크기에 의해 결

정되는 개수 파라미터이며, 는 국부열화 유무를 확인

하고자 하는 지점의 온도를 는 원의 둘레에 있는 점들의 

온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는 온도 비율 영상으로 나

타나게 되고, 의 값이 1 이상인 경우는 주변 보다 높

은 온도를 위미하며, 1 이하인 경우는 주변보다 온도 값이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즉, 온도비율 수치는 주변 영역에 

대한 중심부의 온도 비를 의미하며, 어떤 지점이 국부열화

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가진다.

      (a)      (b)

그림29. 온도차이가 있는 열화상 영상에 대한 온도비율영상.
Fig. 29. The temperature ratio image of nonuniform infrared 

image.

그림30. 예시 레들의 열화상 온도 변화.
Fig. 30. Temperatures of an example ladle.

그림 29는 열화상 영상으로부터 생성된 온도비율영상을 

나타낸다. 열화상 영상에 나타나는 위, 아래 부분의 온도 차

이에도 불구하고 평활화 된 온도비율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0은 예시 래들(6번)의 기준이 되는 네 지점에 대한 

열화상 영상 온도를 의미한다. 해당 래들에 대하여 그림 

31(a)과 같이 9개 지점에 대한 온도비율 변화 추이는 그림 

31(b)와 같다.
열화상 영상의 온도는 용강의 초기 온도 및 열화상 카메

라 측정시의 대기 상태에 의해서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며, 
관측된 온도로부터 내화물의 열화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온도 비율 영상을 통해 온도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거의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며, 시간에 따른 열

화 정도가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열화상 영상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무관하게 온도비율이 일정하

게 유지됨을 확일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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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가상 온도 상승 모델(a) 및 온도 특성 분포(b).
Fig. 32. Model(a) and distribution(b) for increasing temperature.

(a) (b)

그림33. 온도상승 모델을 적용에 대한 절대온도 비교.
Fig. 33. The temperature of the increasing temperature model.

(a) (b)

그림34. 온도비율 관측 지점(a) 및 온도 비율 변화추이(b).
Fig. 34. Experimental points(a) and its temperature ratio changes.

실제 공장에서 획득한 데이터는 모두 정상 래들에 대한 

영상들로써, 온도 비율 정보로부터 내화물의 열화도 측정에 

대해 정상적인 값들이 표현됨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실제 

내화물의 열화로 인한 사고 데이터나 열화가 많이 진행된 

데이터는 획득하기 어려웠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열화도 판

정에 대한 성능 확인을 위해서 가상의 열화 모델을 이용하

였다. 표면의 온도 전도 특성을 고려하여 가우시안

(gaussian) 함수로 근사한 온도 상승 모델을 사용하였다. 사
용된 온도 특성 분포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33은 온도상승모델을 그림 33(a)의 가운데에 적용

했을 때에 대한 온도그래프를 보여준다. 온도 자체만으로 

온도의 상승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확

인 해야만 알 수 있다.
그림 34(a)의 중심부에 가상 온도 상승 모델을 적용하였

으며, 그림 34(b)는 그림 34(a)의 아홉 개 지점에 대한 온도

비율 수치를 보여준다.
열화가 진행된다고 가정하였던 중심부의 온도비율 수치

는 증가하는 반면 그 외의 부분에서는 거의 일정하거나 감

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실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관측되는 래들 표면의 온도 

정보는 래들 용강의 초기 온도 및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상태 노이즈로 인하여 신뢰 할 수 없다. 따라서 열화

상 카메라의 온도만으로는 내화물의 열화정도를 알기 어렵

다. 이에 정상 상태 열전도 특성 및 유효 복사율의 특성을 

고려하여 열화상 카메라에서 측정된 온도의 비율 영상을 

생성하였고, 용강의 초기 온도 및 대기 상태의 변화에 무관

하게 내화물 열화에 따른 온도 비율 변화를 관측하였다. 실
제 공정에서 획득한 정상 영상에서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

율을 나타냄을 확인 하였으며, 가상의 열화 모델에 대해서 

열화 영역 위치에서만 열화에 따른 온도 비율 상승을 관측 

할 수가 있었다. 영상의 온도비율 수치 변화를 확인함으로

써 내화물의 국부열화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VI. 결론

본 논문은 래들 내화물의 국부 열화정도를 분석하기 위

한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과 영상분석 기법에 대한 것이다. 
제안하고자 하는 열화분석 기법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

다. 첫 번째 단계는 영상 시퀀스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서 

대표영상을 선정하는 동시에 초해상도 기법의 효율적인 적

용을 위한 영상선정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동일 번호 

래들의 동일 지점에 대한 온도 변화 추이를 관찰하기 위한 

기준점 검출 알고리즘이다. 마지막은 래들의 열화상영상에

서 상대적인 온도 정보를 이용하여 내화물의 국부 열화 유

무를 분석하기 위한 열화도 분석 알고리즘이다. 실제 철강

공정의 래들에 주변에 설치한 영상획득기기 한 대의 영상

으로 실험하여 알고리즘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네 

방향에서 영상을 획득하여 처리할 경우 래들의 모든 옆면

에 설치되어있는 내화물의 국부 열화 정도를 분석할 수 있

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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