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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상융합은 다중 센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파장 대

역의 영상신호를 합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 

기법이다. 특히 적외선영상과 가시영상은 서로 다른 

파장대역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상

융합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산업용, 의료용 및 군사용 등 많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1-4].

적외선영상은 물체의 온도에 따라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적외선센서에 의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

되어 형성되므로 태양과 같은 외부 광원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야간에도 물체의 인식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명암대비(contrast)가 낮고 고

주파성분이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가시영

상은 외부 광원에 직접 영향을 받으나 미세한 고주파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영상융합방법은 특징기반(feature based)방법과 

화소기반(pixel based)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

징기반방법은 물체의 특징을 추출하여 이를 융합에 

반영하는 것이고[5,6], 화소기반방법은 화소단위로 

가중치를 주어 평균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왔다[7-16]. 화소기반방법은 다시 비다중스케일 분

해방법(non-multiscale decomposition based meth-

od)과 다중스케일 분해방법(multiscale decomposi-

tion based method)으로 나눌 수 있다. 비다중스케일 

분해 융합방법에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평균방법

(average method)과 PCA(principa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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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방법이 있다. 평균방법은 적외선영상과 가

시영상을 화소단위로 평균하는 방법으로서 균일한 

가중치를 두고 있어서 에지와 같은 고주파성분 또는 

중요한 표적의 영역들이 평활화(smoothing)되는 경

향을 가진다. PCA방법은 두 영상의 주위화소들에 대

한 주성분(principal components)을 분석하여 가중

치를 구한 후, 두 영상의 가중치 평균으로 융합한다

[9,10]. 이 방법은 두 영상 중 고주파성분이 많은 영상

에 가중치를 많이 주어 융합되므로 두 영상의 고주파

성분이 모두 부각되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화소단

위융합(pixel level fusion)방법 중에는 영상의 시각

적 특이성을 검출하여 융합하는 현저성(saliency) 검

출 융합방법이 제안되었다[11-14]. 영상에서 주위 배

경에 비해 밝기 또는 칼라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영역이 일반적으로 주요한 물체 또는 표적이 되므로,

영상에서 검출한 시각적 현저성은 융합의 가중치로 

사용될 수 있다. 다중스케일방식[15,16]은 영상을 2

개 이상의 스케일로 분해하여 각 스케일별로 가중치

를 주어 융합하는 방식이며, 스케일의 개수가 증가할

수록 융합특성은 향상하지만 계산량이 많아지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현저성과 분산을 이용하여 

적외선과 가시영상을 융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적

외선영상과 가시영상을 각각 2개의 스케일로 분해한 

후 영상의 현저성과 분산특성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주어 합성한다. 가중치는 두 영상으로부터 구한 현저

성의 비(ratio)인 현저성맵(saliency map)과 분산의 

비인 분산맵(variance map)을 사용한다. 저주파성분

인 베이스층(base layer)의 두 영상은 현저성맵으로 

가중치를 주고, 고주파성분인 디테일층(detail layer)

은 분산맵으로 가중치를 준다.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

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적외선과 가시영상을 사용하

여 시뮬레이션을 하며, 정량적 성능 평가를 위해 

IE(Information Entropy), UQI(Universal Quality

Index) 및 SCD(Sum of the Correlation of Differ-

ence)의 객관적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비교분석한다.

2. 기존의 영상융합 방법

영상융합방법은 비다중스케일 분해방법(non-

multiscale decomposition based method)과 다중스

케일 분해방법(multiscale decomposition based me-

thod)으로 나눌 수 있다. 다중스케일 분해 방법은 일

반적으로 융합 효과는 좋으나,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비다중스케일 분해 방법은 

계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빠른 영상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1 평균 융합방법

평균 융합방법은 비다중스케일 분해 융합방법중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2,3]. 평균방법은 두 영상 

및 을 서로 평균하는 것으로 융합영상 은

 

  
(1)

과 같이 구한다.

2.2 PCA 융합방법 

PCA 융합방법은 융합을 위한 두 영상  및 

를 화소중심으로 2차원의 주위화소들을 1차원 열

(column) 벡터로 각각 배열한 후, 이들의 공분산

(covariance)을 구한다. 공분산에 대한 고유치(eig-

envalue) 와 고유벡터(eigenvector) 를 각각 구하

고, 고유치 중에서 가장 큰 것에 해당하는 고유벡터

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이 된다. 주성분을 

다음과 같이 정규화하면 

 ∑


(2)

 ∑


(3)

과 같으며,    의 특성을 가진다. 이를 이용

하여 두 영상을 화소단위로 가중평균(weighted

average)한 융합영상은

       (4)

과 같다[9,10].

2.3 현저성을 이용한 영상융합방법

적외선영상과 가시영상의 융합에는 단순 고주파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 외에 주요 물체를 인식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된다. 영상에서 

주위 배경에 비해 밝기 또는 칼라 등이 현저히 차이

가 나는 영역이 일반적으로 주요한 물체 또는 표적이 

되므로 이를 현저성(saliency)이라 정의하고 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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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 중 FT(frequen-

cy tuned) 현저성 검출방법[17]은 상대적으로 계산

이 간단하고 신뢰성이 높다. 화소 위치가 인 영

상  의 현저성 는

      (5)

과 같으며, 여기서 는 전체영상의 평균값이고, 

는 Gaussian 저역통과필터 처리된 값이다. FT 검출

방법은 일종의 대역통과 DoG(Difference of Gaus-

sian)필터로서 영상의 시각적 현저성을 추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추출한 현저성은 맵으로 구성하여 

융합할 두 영상의 가중치로 사용한다[11-14].

3. 제안 융합방법

본 논문에서는 다중스케일 분해방법에서 가장 단

순한 2단계 스케일분해와 영상의 현저성과 분산을 

이용한 적외선과 가시영상의 융합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방법의 블록도는 Fig. 1과 같으며 처리단계는 다

음과 같다.

적외선영상  은 저주파대역의 베이스층

(base layer)과 고주파대역의 디테일층(detail layer)

으로 2개의 스케일로 분해(decomposition)한다. 베

이스층  과 디테일층  은 

       (6)

        (7)

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Gaussian

필터이다. 가시영상 의 베이스층 과 

디테일층 도 동일하게

     (8)

     (9)

과 같이 분해한다.

적외선 영상과 가시영상을 2개의 스케일로 분해

한 영상들을 서로 융합하기 위한 융합규칙(fusion

rule)은 식 (10)과 같다. Fig. 1에서 점선블록에서와 

같이 융합영상은

          (10)

과 같이 구한다. 여기서 과 는 베이스층의 융

합 가중치인 현저성맵(saliency map)들이고 과 

는 디테일층의 융합 가중치인 분산맵(variance

map)들이며, 는 고주파성분을 강조하여 명암대비

(contrast)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상수이다.

적외선과 가시영상의 FT(frequency tuned) 현저

성은 식 (5)에서와 같이 각각

        (11)

     (12)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과 은 두 영상의 

전체평균을 각각 나타낸다.

적외선과 가시영상 현저성들의 상대적 비율을 나

타내는 현저성맵은

Visible Image
IVIS

IR Image
IIR

Gaussian 
filter

BIR

Gaussian 
filter

DVIS

DIR

BVIS

Fused image
IFUS

+
-

+
-

c

IRz

VISz

IRh

VISh

Fusion rule

Fig. 1. Proposed image fu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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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이며,    의 특성을 가진다.

적외선과 가시영상의 분산이 
 및 

 으로 표현

될 때, 두 영상 분산들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분

산맵은

  
 

 


 

(15)

 
 

 


 

(16)

이며, 이 또한    의 특성을 가진다.

4. 융합성능 분석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5종류의 

적외선 및 가시영상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였

으며, Fig. 2는 ‘UN camp’ 영상에 대해 제안방식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영상들을 나타낸다.

Fig. 3은 제안방법과 다른 대표적인 융합방법인 

평균방법, PCA방법 및 현저성방법과의 융합결과들

이며, 서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융합영상을 

의사칼라(pseudo color)로 표현하였다. 평균방법,

PCA방법 및 현저성방법은 비다중분해방법을 사용

하였다. 평균방법은 식 (1)에서와 같이 IR영상과 가

시영상을 평균하였고, PCA방법은 두 영상의 정규화

된 주성분을 식 (2), (3)과 같이 구하고 이를 가중치로 

식 (4)와 같이 융합하였다. 또한 현저성방법은 두 영

상의 현저성을 식 (5)와 같이 구한 후, 이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두 영상을 융합하였다.

평균방법은 두 영상을 단순 평균하기 때문에 몽롱

화(blurring) 현상을 가지고 있고, PCA방법은 사람

의 경계부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주파성분이 과

도하게 강조된 특징을 가졌다. 현저성방법은 두 영상

의 특징이 잘 융합되었으나 우측 상부의 도로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주파성분이 부족한 단점을 가졌

다. 반면에 제안방법은 IR영상으로부터 사람과 같은 

특정 물체와 가시영상으로부터의 고주파성분이 모

두 잘 융합되었다.

Fig. 4부터 Fig. 7은 각각 테스트영상 ‘Navi’,

‘Satellite’, ‘Road’ 및 ‘IDF’에 대하여 제안방식으로 융

합한 결과영상을 각각 나타낸다. 제안방법에서 명암

대비 조정계수 는 모두 1로 두었다.

시뮬레이션한 융합결과에 대해 정량적 성능평가

를 하기위해 IE(Information Entropy), UQI(Univer-

sal Quality Index) 및 SCD(Sum of the Correlation

of Difference)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4.1 IE(Information Entropy) 성능평가 

IE는 Shannon의 정보이론에 따라

  
  

  

 log  (17)

과 같으며, 여기서 은 영상의 회색준위(gray level)

이고 는 회색준위값 의 확률로서

   ≤ ≤ (18)

과 같이 총 화소 개수  에 대한 의 화소 개수  의 

비(ratio)로 구할 수 있다.[2] 융합된 영상의 IE가 클

수록 영상의 밝기분포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UQI(Universal Quality Index) 성능평가 

Wang 등[18]은 두 영상  와  의 유사성을 평가

하기 위해 UQI 성능평가값을

 


⋅


⋅

 





 

 
 




(19)

과 같이 제안하였다. 여기서 는 두 영상의 상관도

(correlation), 휘도(luminance) 및 명암대비(contrast)

의 곱으로 구성되었으며,  및 는 두 영상  와  의 

국부적 평균(mean), 
 및 

은 국부적 분산

(variance) 그리고 은 국부적 공분산(covariance)

을 나타낸다.

한편, Piella 등[19]은 UQI를 기반으로 두 영상 융

합의 성능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영상의 크기가 

× 인 융합되기 전의 두 영상 와  그리고 융합

된 영상  가 주어졌을 때, 영상 와 의 유사도와 

영상 와 의 유사도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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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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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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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전체 융합영상의 성능평가값은

 ×



  




  



  

(22)

(a) (b) (c)

(d) (e) (f)

(g) (h) (i)

(j) (k) (l)

Fig. 2.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for‘UN camp’image. (a) IR source image,  , (b) Visible source image, 

, (c) IR saliency image,  , (d) Visible saliency image, , (e) IR saliency map,  , (f) VIS saliency 

map, , (g) IR variance image, 
 , (h) Visible variance image, 

 , (i) IR variance map,  , 

(j) Visible variance map, , (k) Fused image,  , and (l) Fused i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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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여기서 는 가중치로서

 


(23)

과 같다. 는 영상의 국부적 특이성을 나타내며, 이

는 명암대비(contrast), 샤프니스(sharpness) 또는 

엔트로피(entropy) 등이 될 수 있다. Piella 등[19]은 

영상에서 × 창(window)의 국부적 분산(local

variance)을 특이성 로 사용하였다.

4.3 SCD(sum of the correlation of difference) 성능

평가 

융합되기 전의 두 영상 와  그리고 융합된 영

상  가 주어졌을 때, 융합영상과 원영상과의 차이

(difference)영상은

   (24)

  

과 같으며, SCD의 성능평가값은

          (25)

과 같다. 여기서 은 상관계수로서

   






 
 






 
 









 



    (26)

(a) (b)

(c) (d)

Fig. 3. Results of the proposed and the other methods 

for‘UN camp’image. (a) Average method, (b) 

PCA method, (c) Saliency method, and (d) Pro-

posed method,  .

(a) IR image (b) Visible image (c) Fused image

Fig. 4. Proposed fusion result of‘Navi’image pair. (a) IR image, (b) Visible image, and (c) Fused image.

(a) (b) (c)

Fig. 5. Proposed fusion result of‘Satellite’image pair. (a) IR image, (b) Visible image, and (c) Fus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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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와 는 와 의 평균이

다[20].

SCD 평가방법의 개념은 두 영상 와 이 융합

된 결과영상  에서 을 빼서 구한 은 의 성분

이 되므로 이것과 과 얼마만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구하는 것이다. 동일하게 와 과의 상

관관계를 구하여 이들의 상관성이 높으면 융합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한다.

Table 1은 테스트영상들에 대해 제안방법과 다른 

대표적인 융합방법인 평균방법, PCA방법 및 현저성

방법과의 융합결과들을 정성적으로 성능평가한 결

과를 나타낸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Navi’의 평

균방법 SCD척도와 ‘IDF’의 PCA방법 UQI척도를 제

외하고는 제안방식이 모두 우수한 결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제안방법은 영상융합뿐만 아니라 명암대비 

조정상수 에 따라 명암대비도 조절할 수 있다.  

일 때는 명암대비의 조정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융합

만을 사용한 것이고, 가 2이상일 때는 명암대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일 때의 결과에서 제

안방법이 우수한 융합특성을 가졌고, 명암대비를 향

상시킨 가 2이상일 때의 결과 영상에서도 정량적인 

융합특성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명암대비향상에서도 

우수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과 가시영상을 융합하기 위

해 다중스케일분해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2단계 스

케일로 분해한 후, 영상의 현저성과 분산을 이용하여 

융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가중치는 두 영상으로

부터 구한 현저성맵과 분산맵을 사용하였다. 저주파

성분인 베이스층의 두 영상은 현저성맵으로 가중치

를 주고, 고주파성분인 디테일층은 분산맵으로 가중

치를 주어 융합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조사

하기 위해 5종류의 영상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하였으며, 정량적 성능 평가를 위해 IE, UQI 및 

(a) (b) (c)

Fig. 6. Proposed fusion result of‘Road’image pair. (a) IR image, (b) Visible image, and (c) Fused image.

(a)

(b)

(c)

Fig. 7. Proposed fusion result of‘IDF’image pair.  (a) 

IR image, (b) Visible image, and (c) Fus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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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D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안방법이 정량적으로 우수함을 확인하였고, 적외

선영상의 주요 사물정보와 가시영상의 고주파성분

이 모두 잘 융합됨을 정성적으로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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