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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대한민국의 터널 개수는 년 약 개에 달하고 해2015 1944

마다 증가하고 있다 터널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터널 내에.

서 화재 추돌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터널과, .

같은 밀폐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밀폐공간의 특성

상 화재발화지점에서 화염에 의한 급격한 온도 상승 유독,

가스가 다량 방출되고 주변 차량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연

쇄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크

다 또한 일반 건물과 달리 비상 통로는 장거리를 이동하여. ,

야 하므로 탈출 도중 질식으로 인한 인명사고도 발생한다.

터널 화재 발생 시 구조 활동에 큰 난항 중 하나는 터널

내부의 시야 확보이다 화재로 인하여 검은 연기가 뒤덮이.

고 터널 내에 설치된 로는 구호자의 위치 화재 발생CCTV ,

영역 등의 상황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적외선 파장.

영역의 열화상 카메라는 화재로 인한 농연 환경에서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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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임.

야 확보가 가능하여 화재 발생 시 시야확보 대안으로 인식

되고 있다 또한 위험지역에서 재난극복 대안 중 하나로. ,

사람을 대신 할 로봇이 각광받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위 터.

널과 같은 밀폐 공간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사람을 대신,

할 로봇을 투입하여 시야확보 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을 연구하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1].

열화상 카메라는 가시광선 영역의 디지털카메라와 다른

구조로 되어있다 열화상 카메라는 물체로부터 발산하는.

적외선 영역의 열에너지를 영상정보로 변환하여 시각장치

로 일반 카메라와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갖지만 렌즈의 성

분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기능상에, ,

서 측정 파장 영역 이외에 좁은 화각의 렌즈를 사용한다.

이유는 넓은 렌즈를 사용했을 경우 렌즈의 방사 왜곡으로

인한 측정 온도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

에 따라 화재 지역과 같은 넓은 영역의 화각을 필요로 하

는 환경에서 열화상 카메라 역시 파노라마의 기술이 적용

되어야 한다.

파노라마의 영상 처리기술은 한 번의 촬영으로 담을 수

없는 이미지를 촬영 시 일부분 중첩하여 다각도로 촬영한

후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중첩영역의 대응점 추출 영상 변,

형 카메라 왜곡 보정 등의 이미지 간의 변환 관계를 파악,

한 뒤 한 장의 이미지로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촬영.

시 영상 이미지들이 중첩될 수 있도록 주의한다면 카메라

의 제한 된 화각 을 극복할 수 있다 파노라마(Field of view) .

의 영상처리기법은 일반적으로 다각도로 촬영된 여러 개의

영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징점 기반의 기술을 사용

한다 특징점 기반의 알고리즘은 특징점 정보 이외의 다른.

화재상황에서 적용가능한 열화상 카메라의

파노라마 촬영을 위한 동일점 추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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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 fire disaster in a tunnel, people should be rescued immediately using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cameras or

sensors. However, in heavy smoke from a fire, people cannot be clearly identified by a mounted CCTV, which is only effective

in a clear environment. A thermal camera can be an alternative to this in smoky situations and is capable of detecting people

from their emitted thermal energy. On the other hand, the thermal image camera has a smaller field of view than an ordinary

camera due to its lens characteristics and temperature error, etc. In order to cover a relatively wide area, panoramic image

construction needs to be implemented. In this work, a template-based similarity matching algorithm for constructing the

panorama image is proposed and its performance i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This scheme provides guidelines for coping

with difficulty in image construction, which requires an exact correspondence search for two images in cases of heavy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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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걸러내어 빠른 처리속도와 영상 변형에서도 동일점

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역설하면 영.

상에서 특징점이 충분 정보가 주어지지 않거나 찾지 못할

경우 부드럽지 못한 이미지로 합쳐지거나 파노라마 영상

정합을 실패할 수도 있다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에는 일반.

카메라와 다르게 열을 영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영상의

특징점에서 픽셀 변화가 크지 못하고 노이즈로 특징Edge, ,

점 추출의 한계를 가질 경우가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특징점 추출이 어려운 환경의 이

미지에서 차원의 파노라마 촬영을 하기 위한 템플릿 기반2

의 유사도 매칭 방식의 영상처리 기법을 제안한다 템플릿.

기반은 사전에 동일한 샘플 이미지 정보와 비교 판단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특징기반 알고리즘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

며 비교 영상의 스케일 크기 회전 등의 영상 변형에서도,

판단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하지만 위 요소를 배제 시킬.

카메라 촬영의 시스템만 갖추면 충분한 특징점이 없더라도

파노라마 이미지 구현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재 및 연무가 짙은 재해현장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

할 경우 발생하는 작은 화각으로 인한 대응력의 한계를 극

복하여 위급한 상황에 더 짧은 시간에 넓은 범위의 영상

취득이 가능한 방안이 된다[5,6].

본 논문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장에서는 카메라. II

와 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과 촬영 알고리즘 장에, III

서는 촬영된 이미지의 영상 정합 알고리즘 장은 실험 결, IV

과 및 분석 장은 결론 순으로 수록하였다, V .

시스템 구성II.

템플릿 기반 유사도 매칭 가능 촬영시스템1.

연무 상태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화상처리의 가능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차적으로 화재현장을 재현하여 열화1

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영상을 획득하였다.

그림 은 열화상 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의 비교 사진이1

다 검은 연기를 사람과 카메라 사이에 장애물로 두고 촬영.

하였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연기로 인해 사람이 상당 부.

분 가려졌지만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연기는 거의 투과되,

어 전체 사람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징점 기반이 아닌 템플릿 기반의 유사도 매

칭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템플릿 기반의 유사도.

매칭 방식은 사전에 검출할 이미지를 마스크 형태로 생성

하여 비교할 이미지에서 생성 마스크 크기만큼 비교하는

기법이다 마스크의 크기만큼 비교하기 때문에 특징점기반.

알고리즘보다 처리속도가 느리며 검출 할 마스크의 크기와,

형태가 고정되어있어 실제 비교 이미지의 동일한 픽셀 위

치 점 일지라도 이미지의 스케일 크기 회전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동일점을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카메라 렌즈의 중심 위치변화를 작게 할 경우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동일한 카메라로 촬영된 물체의 스케

일이 급격하게 커지는 요소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카메라. ,

가 회전축에 수직으로 회전한다면 영상이 회전하는 요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위 조건을 만족하게 할 시스템으로 회전

축 위에 카메라의 렌즈 중심 위치를 고정하여 촬영하는 시

스템을 제안하여 템플릿 기반 매칭방식의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

그림 는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상이 맺2

히는 관계를 나타낸다 렌즈 중심 위치에 따라 초점 거리가.

변하고 물체의 크기가 카메라 이미지 상에 다르게 맺힘을

알 수 있다.

그림 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파노라마 촬영 시 카3 2D

메라의 적절한 위치와 축 회전의 짐벌 구조의 카메라 시2

스템을 나타낸다 영상의 스케일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카메라의 렌즈를 가능한 각 회전축 원점 의 위에 수직으(O)

그림 1. 열화상카메라의사람촬영영상왼쪽과 카메라( ) RGB

영상오른쪽( ).

Fig. 1. The two images of person in smoke with thermal

camera(left) and RGB camera(right).

그림 2. 카메라렌즈와이미지형성의관계.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s of camera and camera

image.

그림 3. 제안된파노라마영상촬영을위한카메라위치.

Fig. 3. Proposed camera location for panoramic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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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치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케이스로 둘러싸.

여 있어 렌즈 중심을 볼 수 없지만 원점 중심에 가까이 위,

치시키고 약간 벗어나더라도 본 연구 알고리즘 적용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열화상 카메라 촬영 정합 알고리즘2.

열화상 카메라는 카메라의 렌즈의 중심을 축으로 회전하

며 촬영한다 촬영 화각에서 영상 가장자리는 렌즈 굴절로.

인한 왜곡이 심하므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의

중첩영역이 카메라 중심부에 있을수록 좋은 결과를 얻는다.

촬영하고자 하는 공간의 촬영이 완료되면 촬영된 전체 이

미지를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출

력한다.

그림 는 모터 회전 열화상 카메라 촬영 그리고 영상처4 ,

리의 전체 알고리즘의 순서도이다. 는 영상의 가로축 모터

회전, 는 영상의 세로축 모터 회전을 나타낸다 각 축의.

회전각은 열화상 카메라의 화각 촬영 환경에 따라 조절한,

다 특징점 기반의 영상 정합이 아니므로 카메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 프레임 형성을 위한 단위 회전각

( 을 작게 해야 카메라의 방사 왜곡을 피할 수 있다) .

영상처리 알고리즘III.

이 장에서는 카메라의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여러 장의,

촬영 된 이미지를 하나로 병합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영상.

처리 알고리즘은 특징점 추출 템플릿 매칭 이미지 병합의, ,

과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림 는 특징점 추출 템플릿 매칭 이미지 병합 순으로5 , ,

진행된 영상처리 전체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각 단계별 상.

세한 설명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미지 특징점 추출1.

이미지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 Harris & Stephens corner detection

고리즘 기법을 사용하였다 특징점 검출은 이미지 간의 효.

율적인 템플릿 비교를 위한 알고리즘이며 다른 특징점 검

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도 본 연구의 전체 알고리즘엔 큰

영향이 없다[7].

 
 

  (1)

식 에서 현재 위치인(1)  에서 특징점을 찾기 위하

여 현재 위치의 값인Intensity  에서 수평축에서 

만큼 변화시키고 수직축에서  만큼 변화시킨 후의

인Intensity  와의 차이를 구하고  의

위치에서 가중치를 곱하여 위치 변화에 따른 이미지Pixel

의 차이값인Intensity SSD (Sum of Squared Differences)

를 구한다.

식 을 행렬 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식 와 으로(1) (2) (3)

변화시킨다.

   ≈   (2)

  ≈
 

    


(3)

식 는 식 의(2) (1) 를 테일러 급수를 이용

하여 근사화하고 이를 식 에 적용하면 식 의 결과를(1) (3)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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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 는 식 을 를 이용하여 로(4) (3) Structure tensor Matrix

형태로 변환된 결과이다.

여기서 
 





 

 

 





는 이고Harris Matrix Matrix

의 고유값 
 

에 따라 를 찾는 기본이 되Corner point

며 특히 두 고유값이 큰 양의 값을 가질 때 특징점코너점( )

이 될 수 있다[8].

그림 은 사이즈의 영상에서6 320 x 240 pixel Harris &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출한 이미Stephens corner detection

지 결과이다 붉은색 원은 의 픽셀 위치를 나타낸다. Corner .

그림 4. 제안된알고리즘의흐름도.

Fig. 4. Flow chart of proposed algorithm.

그림 5. 제안된영상처리알고리즘의흐름도.

Fig. 5. Flow chart of proposed image processing algorithm.



898 곽 동 기 김 동 환,

그림 6. 이미지 과이미지 의핵심포인트추출1 2 .

Fig. 6. Key-point extraction of Image1 and Image 2.

그림 7. 핵심포인트에서의이미지 과이미지 의형성1 2 .

Fig. 7. Creation of patches for image1 and image2 at key points.

유사도 비교를 위한 패치 생성2.

이미지 특징점의 픽셀 위치를 파악하였다면 특징점 위치

를 중심의 를 생성하여 템플릿 기반의 유사도 비교를Patch

할 수 있다 의 형태는 자유롭게 하여도 상관없다 주. Patch .

의할 점은 특징점이 가장자리에서 검출되어 가 영Patch size

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할 경우

유사도 비교 시 동일점 추출에 잘못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는 지양해야 한다Patch .

그림 은 그림 의 특징점이 검출된 픽셀 지점을 중심으7 6

로 하여 붉은색 사각형 형태의 사이즈15 x 15 pixel Patch

를 표시한 이미지이다.

동일 픽셀 위치 검출3.

비교 이미지 각각의 패치가 완성되었다면 동일점을 파악

해야 한다 템플릿 매칭 알고리즘은 다양한 계산방법이 있.

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를 영상으로 표현하기 때.

문에 명암의 변화 노이즈까지 함께 영향을 끼치므로 명암,

변화에도 큰 영향이 없는 NCC(Normalized cross-correlation)

계산 식을 적용한다 의 계산은 각 의 평균 픽셀. NCC Patch

값( 표준편차), ( 가 수식 내에 있어 전체 명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9,10].

 




 


   
 


(5)

식 는 의 계산수식을 나타낸다 비교할 영상의(5) NCC .

Patch  와 각 평균(
 표준편차), (

  와 전체)

의 픽셀 개수 을 포함하여 연산한다 의 계산은Patch N . NCC

두 정규화 벡터의 내적의 관계가 있어 연산 후

 ≤ ≤의 값을 갖고 일치함이 높을수록 의 가까1

운 값을 갖는다.

그림 은 특징점을 중심으로 한 템플릿 비교 계산8 NCC

법으로 높은 수치의 픽셀 좌표를 걸러내는 알고리즘이다.

두 영상의 특징점을 중심으로 생성한 뒤 각각의Patch

를 계산으로 비교하여 가장 에 근접 값을 갖는Patch NCC 1

특징점 위치를 동일점으로 판단한다Pixel .

그림 는 두 이미지에서 템플릿 매칭 알고리즘을9 NCC

적용하여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난 쌍의 동일점 픽셀을 연

결한 결과를 나타낸다.

영상 가로축 정합4.

두 이미지에서 동일 픽셀 위치 중첩영역의 관계를 파악,

하면 두 영상을 하나의 이미지로 정합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특징기반의 영상처리는 Image resize, Warp compensate

등의 영상 변형과 보정 과정의 복exposure errors, Blending

잡한 절차를 거쳐 부드러운 하나의 이미지로 정합한다 하.

지만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특징점 추출이 충분하

지 못한 환경에서 진행함을 가정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

치의 동일점을 중심으로 영상을 이어 붙이도록 한다.

그림 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두 이미지를 동일10

위치 점 검출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픽셀을 기점으로NCC

두 영상의 동일 부분을 잘라내어 연결하는 과정을 나타낸

다 카메라는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외.

란으로 인한 촬영 문제가 아닐 시 사실상 세로방향의,



≈


거의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림 은 서. , 10

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 된 두 이미지를 동일 위치 점 검출

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픽셀을 기점으로 두 영상의NCC

동일 부분을 잘라내어 연결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카메라는.

회전축의 수직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외란으로 인한 촬

영 문제가 아닐 시 사실상 세로방향의, ≈ 거의 일치

그림 8. 패치알고리의 계산과정흐름도Template NCC .

Fig. 8. Flow chart of NCC calculation of template patch algorithm.

그림 9. 매칭결과NCCTemplate .

Fig. 9. NCCTemplate match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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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모터의 회전 각도. 가 크지 않을

경우 축x 

의 세로 축 pixel 




 성분과 의 세로

축 Pixel 



 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영상이 중.

첩되는 영역의 세로줄 형태의 을 생성하여 양쪽Template

연산을 하면 영상의 정합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NCC ,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영상이 정합 되는 위치를 중심으. ,

로 정도 크기의 효과를 넣으면 부드러운9 Pixels Blending

정합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를 추가하여 더. Blending

욱 우수한 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 세로축 정합5.

이미지 정합을 위하여 가로축 정합을 우선 수행하고2D

세로 축 정합 역시 가로 축의 정합 방식과 상당 부분 동일

하게 수행하였다 이상적이라면 가로 축의 영상 정합 후 각.

영상크기가 동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터의 회전각과 영

상 정합알고리즘의 오차로 인해 전체 사이즈가 다르게 정

합 된다 따라서 정합에 앞서 각 가로축의 촬영된 영상에서.

가로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 영상 사이즈 조정은pixel .

을 적용한다Interpolation .

그림 은 각 가로축으로 촬영된 영상들을 재조정하고11

정합의 과정을 나타낸다 가로 축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진.

행해도 상관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합된 영상들의 크기,

중 하나를 기준으로 크기로 진행했다 모터의 회전 각도. 

가 크지 않을 경우 축x 의 세로 축 pixel 



 성분

과 의 세로축 pixel 



 은 큰 차이가 없다 따라.

서 영상이 중첩되는 영역의 세로줄 형태의 을 생성Template

하여 양쪽 연산을 하면 영상의 정합이 올바르게 진행NCC ,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영상이 정합 되는 위치. ,

를 중심으로 정도 크기의 효과를 넣으면9 Pixels Blending

부드러운 정합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를 추. Blending

가하여 더욱 우수한 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 세로축 정합6.

이미지 정합을 위하여 가로축 정합을 우선 수행하고2D

세로축 정합 역시 가로축의 정합 방식과 상당 부분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이상적이라면 가로축의 영상 정합 후.

각 영상 크기가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터의 회전각과

영상 정합알고리즘의 오차로 인해 전체 사이즈가 다르게

정합 된다 따라서 정합에 앞서 각 가로축의 촬영 된 영상.

에서 가로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 영상 사이즈 조정은Pixel .

을 적용한다Interpolation .

그림 은 각 가로축으로 촬영된 영상들을 재조정하고11

정합의 과정을 나타낸다 가로축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진.

행해도 상관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합된 영상들의 크기,

중 하나를 기준으로 크기로 진행했다.

실험 결과IV.

이미지 정합 실험 구성1.

열화상 카메라의 여러 영상을 정합하여 파노라마 이미지

를 구현하기 위하여 촬영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실제 온도.

차이가 있는 여러 물체에 대해 열화상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여러 영상을 찍기 위하여 카메라 하단에.

스텝모터를 설치하여 여 이미지 이상을 찍을 수 있게 모20

그림10. 대응점에대하여이미지연결과정.

Fig. 10. Image connecting procedure for corresponding points.

그림11. 수평축에대한이미지크기조정및연결.

Fig. 11. Images resizing and image connection for horizontal axis.

그림12. 차원영상정합을위한카메라및모터의설치도2 .

Fig. 12. Camera and motor setup for 2D panorama imag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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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회전 각도를 지정하였다.

그림 는 본 연구의 알고리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험12

장치를 구성한 사진이다 모터는 한 스텝 신호에 축 세로. Y (

방향 영상 획득 및 축 방향가로방향 영상 획득으로) Z ( ) 0.9°

각도로 제어가 가능한 스태핑모터를 개 장착하였다 열화2 .

상 카메라는 모터 회전축 위에 카메라 렌즈 중심이 위치하

도록 부착하였다.

이미지 정합 실험 결과2.

그림 는 컬러 카메라 는 열화상 카메라의13(a) RGB( ) , (b)

촬영과 각 수평 방향의 이미지들의 크기 재조정하기 전의

개 이미지 중 개만 나타낸다 모터의 회전 각도는 인접15 5 .

간격이 가로축 세로축 로 촬영하였고 전체 촬영5.4°, 3.6°

각도는 모터만 가로 세로 이고 영상의 화각까지 고81°, 54°

려하면 정도 더 증가한다 열화상카메라 이미지60° . RGB,

해상도는 이며 영상처리 과정에서 사용한320 x 240 pixel

는 이다Patch size 15x15 .

그림 와 는 가로축으로 정합 된 그림 의14(a) (b) 13 RGB

영상 열화상 이미지의 가로축의 사이즈를 재조정하고 세로,

방향의 이미지 정합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정합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의 경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추가NCC .

로 영상정합사이에 을 추가하여 더욱 부드러운 영Blending

상자료를 획득하였다.

표 는 위 실험에서 일반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가1(a)

로축의 개의 영상을 정합 후 세로 방향으로 이동시켜 각15

각 수직 그룹별 평균 결과값을 나타내고 표NCC Template

(a) 2D RGB image.

(b) 2D thermal image.

그림14. 컬러이미지및열화상이미지에대한 파노라마2D 1D

이미지정합결과.

Fig. 14. The 2D image processing results creating panorama

images from color and thermal images.

(a) The horizontal axis RGB images (5 out of 15 images are only

displayed for space saving).

(b) The horizontal axis thermal images (5 out of 15 images are only

displayed for space saving).

그림13. 컬러이미지및열화상이미지에대한 파노라마이미지정합결과1D .

Fig. 13. Image processing results creating 1D panorama images from color and therm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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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컬러및열화상카메라이미지에대한 평균값및NCC

처리시간.

Table 1. NCC mean values for color (RGB) camera image and

thermal camera image and total image processing times.

(a)

일반 카메라 정합

경계 평균NCC

수치 (Fig. 13(a)

and Fig. 14(a))

열화상 카메라 정합

경계 평균NCC

수치 (Fig. 13(b)

and Fig. 14(b))

Vertical group 1 0.98 0.97

Vertical group 2 0.97 0.98

Vertical group 3 0.90 0.98

Vertical group 4 0.97 0.97

Vertical group 5 0.97 0.97

Vertical group 6 0.96 0.97

Vertical group 7 0.97 0.97

Vertical group 8 0.96 0.97

Vertical group 9 0.97 0.97

Vertical group 10 0.96 0.96

Vertical group 11 0.96 0.97

Vertical group 12 0.96 0.97

Vertical group 13 0.97 0.95

Vertical group 14 0.97 0.97

Vertical group 15 0.98 0.97

(b)

일반 카메라 정합

경계 수치NCC

(Fig. 13(a) and

Fig. 14(a))

열화상 카메라 정합

경계 수치NCC

(Fig. 13(b) and

Fig. 14(b))

Vertical group

Image 1 - 2
0.97 0.99

Vertical group

Image 2 - 3
0.95 0.99

Vertical group

Image 3 - 4
0.95 0.99

Vertical group

Image 4 - 5
0.97 0.99

Vertical group

Image 5 - 6
0.97 0.99

Vertical group

Image 6 - 7
0.97 0.99

Vertical group

Image 7 - 8
0.97 0.99

Vertical group

Image 8 - 9
0.97 0.99

Vertical group

Image 9 - 10
0.97 0.99

Vertical group

Image 10 - 11
0.97 0.99

Vertical group

Image 11 - 12
0.97 0.99

Vertical group

Image 12 - 13
0.96 0.99

Vertical group

Image 13 - 14
0.97 0.99

Vertical group

Image 14 - 15
0.98 0.98

그림15. 의 를사용한이미지정합결과OpenCV SDK .

Fig. 15. The color image processing results that panorama SDK of

OpenCV.

표 2. 제안한방법과 를적용한경우에대한 및OpenCV RGB

열화상카메라이미지에대한처리시간비교.

Table 2. Comparison of image processing time between proposed

method and OpenCV adoptation for RGB camera images

and thermal camera images.

(a) RGB camera Images.

OpenCV

Libray

Proposed NCC

Template

processing(2-D)

Fig. 14(a)

Image processing

time(minute)

1.59 mins 1.08 mins

(b) Thermal camera Images.

OpenCV

Libray

Proposed NCC

Template

processing(2-D)

Fig. 14(b)

Image processing

time(second)

X(stitching Fail) 48.55 sec

는 세로 방향의 각 그룹별 영상 정합 시의 경계의1(b)

의 값을 나타낸다 수치는 에 가까울NCC Template . NCC 1

수록 동일한 요소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는 명암의 변화에도 영향

을 받지 않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일반영상과 동일 한NCC

영상 정합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요소를 제.

거하려면 열화상 카메라의 수신 일부 온도를 명암 고정으로

변경한다면 갑자기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지역에서 발생하는 최대 고온.

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의 최대 측정 온도

에 따른 명암을 유동적으로 변하도록 세팅하였다 영상 정.

합 경계의 일치는 평균 의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0.95~0.97 .

기존에 상용으로 제공되는 파노라마 이미지 구현의 한

예인 에서 제공하는 중의 를 사용한 특OpenCV SDK Stitcher

징점 기반의 파노라마 영상처리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비

교하여 본 연구 결과가 더 우수함을 보여주고자 한다[10].

그림 는 그림 와15 11(1-a) Color image (2-a) Color image

를 에서 제공하는 를 적용한 결과이다OpenCV Stitcher SD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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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끝부분에서 영상이 왜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반 카메라 이미지의 경우 그림 와 그림 의 결11(1-a) 11(2-a)

과와 비슷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만 열화상 이미지의 경,

우 영상의 특징점을 충분히 찾지 못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구현할 수 없었다[11].

표 는 에서 제공하는 와2 OpenCV Library Stitcher NCC

의 각 처리 시간을 나타낸다 에 경우 특징점Template . RGB

기반의 를 이용하면 방식보다 더 적OpenCV NCC Template

은 이미지 개수로 파노라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열화상 이미지의 경우 충분한 이미지 개수를 에 제OpenCV

공하여도 열 이미지의 특성상 특징점이 충분히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로는 정합의 결과를 얻을 수 없OpenCV Libray

었다 한편 에서 같은 크기의 이미. NCC Template processing

지에 대하여 와 의 정합이미지의 처리시간이RGB Thermal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의 경우 열화상 데이터와 달리RGB

색의 개 데이터를 연산하고 특징점의 개수가 상대적RGB 3

으로 많으므로 더 시간이 소요된다.

결론V.

본 연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축 회전 파노라마 촬영2

시스템과 이차원 영상 정합의 영상처리를 위한 알고리2D ( )

즘을 제안하였다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의 특징은 일반.

카메라보다 특징점이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RGB .

상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Harris & Stephens

을 적용했고 영상 간의 동일 위치관계corner detection Pixel

를 파악하기 위해 방식을 사용했다Template matching .

방식은 보통 영상 회전 스케일 변화가Template matching ,

있으면 비교의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드웨.

어적으로 카메라 원점에 카메라의 렌즈 중심을 위치시켜 문

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영상처리에서 동일점 확인 알고리즘. ,

은 다양한 방식 중에서 열화상 카메라의Template matching

측정 오차 스케일 변화 등이 외란으로 작용하여도 높, Gray

은 정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NCC (Normalized

연산법을 적용했다 전체 정합은 가로축Cross-Correlation) .

영상정합과 세로축 영상정합의 비슷한 방식의 두 단계의 과

정을 거치지만 가로축 영상정합이 끝나고 모터의 각 회전,

영상처리 정합에 의한 오차로 그룹별 영상의 가로 크Pixel

기가 다른 문제는 을 적용하여 사이즈를 일치시Interpolation

켜 문제를 해결한 후에 영상 정합의 결과를 얻을 수 있2D

었다 추가로 정합 시 생기는 경계는 효과를 넣어. Blending

부드러운 영상정합을 얻을 수 있었고 영상정합이 제대로 이

루어졌는지는 경계라인의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NCC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는

측정된 이미지의 최대 최소 온도에 따라 달라, Gray range

져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계산법으로. NCC

이를 충분히 극복하였고 열화상 카메라에서 자동 스Gray

케일이 아닌 영상을 온도 값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악조건

환경에서 제안 된 본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아도 충분히 정

합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영상 정합 과정에.

서 동일점의 온도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한층 더Calibration

부드러운 정합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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