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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호흡은 인간의 생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특

징이다[1]. 호흡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이다. 호흡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

나, 대표적으로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눌 수 있

다. 접촉식에는 호흡의 소리[2], 공기의 흐름[3], 흉부 

압박 벨트 및 ECG[4] 로부터 유추하는 방법 등이 있

으며, 비접촉식에는 레이더[5], 거리 카메라 방법[6]

및 열화상 카메라 방법이 있다. 비 접촉식 방법 중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은 신체접촉으로 생

길 수 있는 환자의 불편함과 감염의 위험성을 제거하

고 무구속적으로 호흡을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열화상 카메라 방법은 안면 부분의 작은 호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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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온도변화 부위를 측정함으로써 호흡수를 측정 

할 수 있다[7,10].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호흡 수 

측정 방법은 사람이 호흡을 할 때 변하는 코 부위의 

온도 변화를 기초로 한다. 온도 영상에서 호흡에 의

하여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을 분리하고 분리

된 영역 내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호흡신호를 측정한

다. 호흡수는 호흡신호에서 피크(Peak) 값을 찾고 그 

개수를 세어 호흡수를 계산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면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않고 

호흡수의 모니터링이 진행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사

용한 방법은 안면 움직임이 없음을 가정하였기 때문

에, 호흡수를 측정 할 때, 피험자가 안면을 움직이는 

경우에는 호흡에 의한 온도의 변화 부분을 일정하게 

추적 할 수 없으므로, 호흡수를 측정할 수 없다[7,8].

또한 실시간으로 호흡수를 측정할 때 일정 시간의 

시간 윈도우를 움직이면서 호흡수를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호흡 신호의 피크의 단일 위치를 

측정하고, 이 측정위치가 시간 윈도우 내부에 있을 

시 그 개수를 세어 호흡수를 구한다. 이러한 방법은 

피크의 발생 위치에 따라 시간 윈도우 내의 개수가 

크게 변화한다. 이러한 계산법은 시간에 따른 호흡수

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Abbas[7] 는 자고 있는 신생아의 호흡신호를 

추출하였다. 신생아는 일정한 자세로 수면상태를 유

지하였기에 움직임이 매우 작아 고려하지 않았다.

Fei[8] 과 Bennet[9] 은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추적

과정 없이 열화상 카메라로 호흡신호를 추출하였다.

Ruminski[10] 는 열화상 카메라를 안경에 달아 항상 

고개의 움직임에도 같은 위치를 촬영하게 하여 물리

적으로 움직임을 고려하여 보정 하였다. 추가적으로 

제로 크로싱(Zero-crossing)의 개수, 피크의 개수 등

으로 호흡수를 측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보정을 추가하여 열화상 카

메라로 호흡수를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였다.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서 호흡에 의한 온도변화

를 추적하고자, KLT 추적 방법을 이용하여 얼굴의 

움직임에 대하여 1차 정렬을 진행하였고, 1차 정렬된 

이미지에서 블록 매칭(Block Matching)을 이용하여 

미세한 코의 위치변화에 대해 2차 정렬하여 호흡에 

의한 온도 변화 부분을 추적하였다. 온도변화 부분의 

차이 값의 합을 가지고 호흡 신호를 추출하였으며,

노이즈 제거를 위하여 연속 웨이블렛 변환(Contin-

uous Wavelet Transform, CWT)의 호흡대역의 최

대 주파수 에너지를 이용하여 호흡 신호를 추출하였

다. 계산한 호흡수가 실제 호흡수와 맞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실제 열화상카메라의 온도 변화를 관찰하여 

호흡위치를 기록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해 

계산한 방법의 호흡 신호와 기존 방법의 호흡 신호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법은 움직이는 피험

자에서도 정상적으로 호흡수를 측정할 수 있었으나,

기존방법은 호흡수를 측정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호흡 수 계산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제안된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4장에서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다. 5장

에서 결론 및 고찰의 순서로 진행된다.

2.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호흡 수 계산

열화상카메라로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비구개(Nasopalatine) 호흡 시 발생되는 공기

의 흐름으로 인하여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호흡수

를 계산한다. 호흡의 흡기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쉼 으로서, 비구개에서 대류, 전도 등을 접촉 

부위의 온도가 내려간다[7]. 차가운 공기는 몸속을 

거쳐 폐로 이동하면서 데워진다. 데워진 공기는 호기 

시 접촉부위의 온도를 높인다. 이러한 과정으로 흡기

와 호기의 온도 변화를 이용하여 호흡수를 계산한다.

그 중 콧구멍의 온도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남으로 

본 논문에서는 콧구멍의 온도 변화를 사용하여 호흡

수를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보정을 추가

하여 열화상 카메라로 호흡수를 측정하는 알고리즘

을 제안한다. 알고리즘의 단계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데이터 획득 및 전 처리단계, KLT(Kanade-

Lucas-Tomashi) 추적과 블록 매칭을 통한 추적 단

계, 연속 웨이블렛 변환을 통한 호흡신호 추출 단계.

호흡수를 계산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계산된 호

흡수는 열화상데이터의 온도 변화를 직접 관찰하여 

기록한 값을 기준으로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Fig. 1

은 제안한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흐름 도를 나타내었

다. 전 처리 단계에서는 KLT 추적을 안정적으로 하

기위한 목적으로 중위 값을 이용하여 이미지로 변환

을 수행한다. KLT 추적 및 블록 매칭 단계에서는 

얼굴의 움직임을 보정하여 동일한 계산 영역을 추출

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CWT 단계에서는 노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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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호흡신호에서 주파수 분석을 통해 호흡수 파

악에 용이한 호흡신호를 극대화하여 추출한다. 마지

막으로 호흡 수 계산 단계에서는 극대화된 호흡신호

의 피크와 벨리의 사이를 연속적인 값으로 채워 호흡

수를 계산하였다.

3. 알고리즘 

3.1 실험방법 

카메라는 실험 중에 지속적으로 흡기, 호기시의 

코의 기류의 절대 온도 값이 잘 나타나도록 환자의 

얼굴 전면을 촬영한다. 실험에 사용된 열화상 카메라

는 FLIR 사에서 만든 T420 카메라[11]를 이용한다.

공간해상도는 320 × 240이며, 온도 분해능은 0.05 이

다. 카메라에서 절대 온도 값을 초당 10 프레임씩 저

장한다. 실험 대상자는 총 3명으로 진행하였다.

3.2 전 처리

전 처리의 목적은 연속된 온도데이터를 안정적인 

KLT 추적을 위하여 안면의 온도 특징을 이미지화 

시켰을 때 연속된 프레임에서도 안면의 온도 특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움직임을 동반한 환자에게서 절대온도 값의 

2차원 배열 값을 연속으로 얻는다. 얻어지는 온도 값

은 안면 비구개의 온도를 포함하며, 섭씨온도 값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절대온도 -273.15 K를 처리하여 보

정하여 준다. 실제 온도 값 데이터는 영상처리에 적

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실제온도 값의 중위(Median)

값 을 이미지 값의 중간 값으로 한 8bit 그레이(Gray)

스케일 변환을 통하여 안면 구조물들의 온도 특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영상처리가 가능한 이미지 영상

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들은 원

본 온도 데이터와 같은 좌표를 공유하며 영상처리에 

활용될 수 있다. 추적을 위하여 그레이 스케일 이미

지를 사용하며 같은 좌표 값을 공유하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위한 데이터는 온도 값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과정에 활용하게 된다. Fig. 2의 (a)는 온도 값의 

최댓값과 최솟값 을 이용하여 그레이 스케일 변환한 

것이다. 안면 구조물들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b)의 경우 중위 값을 사용하여 변환한 것이

다. (a) 이미지 보다 추적에 더욱 활용적인 이미지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3은 온도 도메인과 이미

지 도메인의 좌표 공유를 흐름도로 나타낸 것이다.

전 처리 과정의 수식은 식 (1) 과 같다. 여기서 a

는 얼마나 넓은 온도 대역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이는 온도데이터를 얻은 실험환경에 따

라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의 온도 레졸루션

(Resolution) 인 0.05를 사용하였다. Lower Limit 아

래의 값은 8bit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에서 0의 값을 

갖으며, Upper Limit 위의 값은 255의 값을 가진다.

그 사이의 값은 식 (2) 를 따라 변환된다. 중위수 값을 

사용하게 되면 온도데이터를 얻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상 치에 강건하다. Fig. 4는 중위 값을 사용하였을 

때와, 최대, 최솟값을 사용하였을 때 이상 치에 중위

수 값이 더욱 강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

Fig. 1. Flowchart of proposed algorithm.

Fig. 2. Example of preprocessing (a) Temperature do-

main (b) Image domain.

Fig. 3. Flowchart for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imag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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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1 Temperature Limitation calculation

using median value

(2)

Formula. 2 Preprocessing formula

3.3 움직임 추적 기반 블록 매칭

KLT 추적(Kanade-Lucas-Tomasi tracking) 알

고리즘은 1981년 Lucas 와 Kanade 가 제한한 L-K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1991년 Tomasi와 Kanade

가 제안한 추적하기 좋은 특징점 추출을 접목시켜 

성능을 향상한 알고리즘이다. KLT 추적은 특징기반 

추적을 기반으로 Sum of Squared Difference (SSD)

매칭한 후, 변형 행렬을 구하여 추적을 한다. KLT

추적은 연속적인 프레임이 매우 작은 움직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특징 점들의 차이를 계산한다. 식 (3)은 

KLT 추적의 기본적인 수식을 나타낸다.

(3)

식 (3) 의  는 그레이 변환된 이미지를 나타내며,

는 n번 째 프레임의 이미지에서 x, y 위치를 

의미한다. n 과 n+1프레임간의 x, y 위치의 차이는 

, 로 표현하며 매우 작다. 일반적으로 작은 시간 

간격의 프레임 모션에서는 높은 안정성과 정확도를 

가진다[12,13]. 특히 Bourel 는 코 부위는 안면 KLT

추적에서 중요한 앵커 포인트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14]. 본 논문에서 KLT 추적의 목적은 환자의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정렬 시켜주는 것이다. 이미지 

영상 처리를 위하여 변환된 첫 번째 이미지를 기준으

로 회전이 존재한다면, 변형행렬에 초기 각도를 적용

하여 첫 번째 이미지를 x, y 축에 수직 정렬시켜준다.

Fig. 5는 KLT 추적 의 기본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a) 는 첫 번째 이미지에 회전이 존재할 경우 수직 

정렬하는 예시를 보여준다. 이는 매뉴얼 작업으로 진

행되었다. (b) 는 KLT 추적 의 진행과정을 보여준다.

특징 추출을 위하여 코의 형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작 ROI (Region of Interest) 를 규정한다. 비구개

는 안면에서 볼록 튀어나온 구조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대역을 가진다. ROI는 특징 추

출을 위하여 낮은 온도대역으로 인하여 발생된 엣지

(Edge) 가 포함되도록 한다. 규정된 ROI에서 최소고

유특징을 추출하였으며, 이는 MATLAB 함수를 사

용하였다. 함수에 사용된 Quality 파라미터는 각 피

험자마다 변경하여 최적의 파라미터를 선정하여 

KLT 추적을 진행한다. KLT 추적을 원활히 진행하

기 위하여 5가지 파라미터를 변경하였다. 영상 해상

도를 변경하여 더 커다란 움직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피라미드의 개수 값[15], 특징이 가려 

사라졌을 때, 전방과 후방의 오류의 역치 값[16], 프

레임 사이 각 특징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값, 반복 

값 들은 각 피험자에 맞게 각기 조절하였다.

KLT 추적으로 정렬된 ROI 들의 첫 번째 프레임

에서 호흡과 관련된 온도의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나는 

Fig. 4. Difference of preprocessing when outlier exists 

between median and mean temperature.

(a) (b)

Fig. 5. Example of KLT tracking (a) applying initial theta to first frame (b) KLT trac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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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ROM (Region of Measurement) 으로 규정한

다. 이를 기준 ROM 으로 정하고, 같은 크기의 win-

dow를 움직여 가며 기준 ROM 과 비교할 윈도우의 

평균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위치를 찾아 다음 기준 

ROM 으로 규정한다. 프레임 마다 블록 매칭을 수행

하여 대략적으로 정렬된 ROI 이미지 배열에서 잘 정

렬된 ROM 시퀀스를 추출한다. ROM 의 차이 값의 

합을 가지고 그래프를 추출한다. 차이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ROM 내부의 위치에서 호흡으로 인한 온도

의 변화만을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Fig. 6의 (a)

에서는 기준 ROM과 비교할 윈도우의 처리 과정을 

보여준다. (b) 에서는 실제 기준 ROM과 비교할 윈도

우의 위치에 따른 차이 값의 모습을 보여준다. 위치 

1 에서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만, 위치 2 에서는 가장 

낮은 변화량이 관찰되는 것을 보여준다.

3.4 호흡 신호 극대화 및 호흡 수 계산

ROM 의 차이 값의 합은 온도가 변하는 부분만을 

사용하여 호흡 신호를 추출 할 수 있지만, 차이 값의 

특성 상 노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노이

즈를 제거하고 호흡 신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출

된 그래프를 가지고 연속 웨이블렛 변환을 통하여 

노이즈를 제거한다. 사용된 Mother wavelet 은 호흡

신호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Mexican hat wavelet

을 사용한다[10]. Fig. 7 의 (a) 는 호흡신호의 모양을 

나타낸다. (b) Mexcian hat 의 모양을 나타낸다. 호흡

신호의 모양과 Mexcian hat 의 모양이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호흡신호와의 유사도를 이용한 

CWT 처리에 적합하다. 또한 지역 최솟값과 최댓값

을 고립시켜 신호의 개별 위치를 잘 분석할 수 있도

록 한다.

Scale 의 단위는 0.1 단위이며, 10Hz 시간 해상도

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호흡 신호 중 가장 에너지

가 높은 주파수 부분을 뽑아 호흡 신호로 활용한다.

Fig. 8 의 (a) 는 CWT 의 결과와 가장 높은 주파수 

대역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b) 는 가장 높은 

주파수 대역만을 뽑아 호흡신호가 극대화된 부분을 

추출한 그래프이다. (c) 는 추출된 호흡신호 그래프

에서 검은 사각형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다. 호흡 신

호의 파형을 확인할 수 있다. (d) 는 호흡 신호의 피크

(a) (b)

Fig. 6. Block Matching Process.

(a) (b)

Fig. 7. Relationship between respiration waveform and mexican hat wavelet (a) general shape of respiration waveform 

(b) shape of mexican hat wav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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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추출된 호흡 신호를 바탕으로, 호흡수를 측정한다.

기존 호흡수 계산은 시간 윈도우에 들어온 피크의 

숫자를 가지고 호흡수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계산법

을 활용하게 되면 윈도우가 이동하면서 피크가 들어

오거나 빠지는 경우가 생겨 불확실한 호흡수를 계산

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크와 피크 사이

를 연속적인 값으로 채워 넣어 연속적인 호흡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Fig. 9은 호흡수를 계

산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값을 채우는 방법을 나타낸 

그림이다. 피크와 피크 사이를 하나의 호흡이라고 하

면, 그 사이에는 N 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1/N 의 값으로 채워 넣은 후 측정 윈도우 내부

의 값들을 모두 합하여 호흡수를 측정한다. 이러한 

방법은 피크와 피크 사이의 프레임 개수가 많을 경

우, 한 프레임 당 채워지는 값의 크기가 줄어들 것이

고, 이는 긴 호흡 시간을 반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피크와 피크 사이의 프레임의 수가 적은 경우, 한 프

레임 당 채워지는 값의 크기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짧은 호흡 시간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윈도우의 이

동에서도 정확한 호흡수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한다.

Fig. 7은 기존 방법과 제안된 방법의 차이점을 나타

낸 그림이다. (a) 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계산방식을 

보여준다. 기존 피크와 피크 사이를 한 호흡이라 하

고, 프레임의 수를 N이라 한다. 한 호흡 사이의 N

개의 프레임 각각의 값을 1/N 로 하여 채운다. (b)

는 기존방법으로 호흡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준

다. 기존 방법은 피크가 존재하는 시점만을 호흡수로 

계산할 수 있다. (c) 는 제안된 방법으로 호흡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제안된 방법은 연속적으

로 이동하는 윈도우에서도 호흡수를 측정할 수 있다.

4. 결  과

4.1 호흡 영역 추적

Fig. 10 은 실제 KLT 추적 이 진행되는 시퀀스를 

나타낸 것이다. Fig. 8의 (a) 는 처음 시작할 때 ROI를 

설정한 모습이다. (b) 의 경우는 대상자의 고개가 오

른쪽으로 평행이동하고, 추가적으로 회전이동이 진

행되었으나, KLT 추적으로 보정하여 같은 좌표축의 

(a) (b)

(c) (d)

Fig. 8. CWT process for maximizing respiration waveform (a)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plot and max scale 

line, (b) extracted Respiration waveform, (c) Respiration Waveform, (d) Respiration Waveform with peak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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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를 얻었다. (c) 의 경우 대상자가 하품을 하거나 

(d) 기침을 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ROI를 얻을 

수 있었다. KLT 추적을 적용함으로써, 움직이는 피

험자에 대해 보정이 가능하였다.

Fig. 11 은 다른 케이스의 KLT 추적 이 진행되는 

시퀀스를 나타낸 것이다. KLT 추적과정으로 큰 움

직임을 보정하였다.

Fig. 12 와 Fig. 13 는 움직임 보정을 추가하였을 

때와 추가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점선의 경우는 KLT 추적 의 위치이며 실선은 블록 

매칭을 통한 ROM 의 위치이다. (a) 는 움직임이 보

정된 온도의 평균값 그래프이고, (b) 는 기존 방법으

로 추출된 그래프이다. (a) 와 같이 움직임 보정을 

추가하였을 때는 호흡으로 인한 온도 변화 부분을 

Fig. 9. Sampling based respiration rate calculation method (a) diagram of proposed method, (b) example of conven-

tional method, Since this method measures the number of peaks, the number of respiration is calculated 

as two. (c) example of proposed method, The number of respiration is precisely calculated by converting 

the peak to a higher resolution.

Fig. 10. KLT tracking Sequence example (a) initial frame (b) 552 frame (c) 561 frame (d) 603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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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하여, 호흡이 연속적으로 측정되지만, 움직임 

보정이 추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흡의 변화가 나타

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4.2 호흡수 계산 방법

호흡 수 계산의 비교를 위한 기준은 열화상 카메

라의 온도 변화 부분을 관찰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호흡 시 열화상 카메라의 콧구멍 부분의 온도의 변화

는 흡기에 온도가 내려가고, 호기에 온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반복한다. 이를 눈으로 관찰하여 프레임에 마

킹하였다. 관찰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의 그래프를 추출하고 호흡수

를 비교하였다. 또한 방법들 간의 기준데이터와 호흡

신호를 추출하여 얻은 데이터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Fig. 11. KLT tracking Sequence example 2 (a) initial frame (b) 324 frame (c) 338 frame (d) 359 frame.

Fig. 12. mean temperature graph1 (a) Motion compensation algorithm, (b) conventiona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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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은 기존 호흡수 계산방법과 제안된 호흡 수 

계산 방법의 차이를 보여준다. Fig. 14의 (a)와 (b)에

서 파란색은 기준 데이터이며, 검정색은 호흡신호에

서 추출한 데이터 이다. 기존 방법에서는 기준 데이

터와 그래프를 통해 추출된 데이터의 차이가 극명하

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정된 윈도우 내에

서 하나의 지점만을 마커로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식

은, 마커의 위치에 큰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보여준

다. 실제 호흡 신호로 계산된 피크의 위치와 기준으

로 사용된 데이터의 마킹위치는 5프레임 내외로 오

차가 있었다. 이러한 작은 마킹 위치의 변화에도 크

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제안된 

방법은 피크와 피크 사이를 고 해상도로 변경하여,

연속적으로 호흡수를 측정한다. 연속적인 측정방법

은 마커의 위치가 조금 다르게 위치하여도 호흡수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고 안정적인 호흡수를 

보여준다. Fig. 13의 (c)와 (d) 에서는 방법 별 기준 

데이터와 호흡 신호 추출 호흡수의 차이를 보여준다.

기존 방법을 활용한 차이 데이터에서는 호흡수가 순

간적으로 4개 이상 크게 측정되거나, 작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2개 이상의 차이가 보이

게 된다. 이러한 호흡 수 측정은 호흡의 빠르기에 따

라 큰 변동이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제안된 호흡수 

측정 방법으로는 0.5개 이하로 호흡수의 변동이 나타

난다. 이는 연속적으로 호흡의 빠르기가 평균적으로 

적용되어 안정적인 호흡수를 측정 가능하게 한다.

Fig. 15 은 20초 윈도우 사이즈에서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 방법은 30초 윈도우 사이즈 보다 변

동성이 커지게 되어 차이가 증가하였으나, 제안된 방

법으로는 0.5 이내의 차이를 보여주며 안정적인 호흡

수를 추출할 수 있었다.

Fig. 16 은 다른 피실험자의 20초 윈도우 사이즈에

서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호흡수의 변화가 크게 

존재함에도, 호흡수의 안정도가 기존 방법에 비해 늘

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1은 피실험자  3명

에 대한 기존 방법과 제안된 방법에 대한 Root mean

Square (RMS) 에러를 보여준다. 모든 피실험자의 

에러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움직임 보정을 추가하여 열화상 카

Fig. 13. mean temperature graph 2 (a) Motion compensation algorithm, (b) conventional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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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에서 호흡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

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KLT 추적 과 블록 매칭

을 이용하여 호흡으로부터 온도가 변하는 부분을 추

적하여 정렬하였으며, Continuous Wavelet Trans-

form을 적용하여 호흡신호를 극대화하여 추출 하였

다. 추출한 호흡 신호의 피크를 찾아 연속적인 호흡

수로 변환하여 호흡수를 측정한다.

KLT 추적 은 움직이는 연구 대상자의 비구개 부

분을 중심으로 하여 대략적인 추적을 진행하였다. 비

구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한 이유로, 호흡으로 

인한 온도의 변화가 코 부분에서 일어나며 안면 추적 

시 비구개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

이다. KLT 추적으로 얻어진 결과는 호흡으로 인한 

온도 변화 부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며, 고개의 

움직임으로부터 정렬된 ROI 온도 시퀀스를 얻을 수 

있다.

블록 매칭은 대략적으로 정렬된 ROI 온도 시퀀스

에서 실제적으로 계산할 ROM을 추출하는 단계이

다. 첫 프레임에서 온도계산을 진행할 ROM을 지정 

하고 다음 프레임에서 위치를 옮겨가며 평균값의 차

이가 가장 적은 위치를 찾는다. 추출된 ROM 들의 

차이 값의 합을 가지고 호흡 신호를 추출한다. 추출

된 호흡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Contin-

uous Wavelet Transform을 진행하여 노이즈를 제

Table 1. Root Mean Square Error between Conversation 

and Proposed method

Case

Number

RMS error
(Conversation
method)

RMS error
(Proposed method)

1 0.7783 0.1298

2 0.9657 0.2239

3 0.9564 0.2708

Fig. 14. The conventional and proposed method, the blue line is reference data, black line is data extracted from 

respiration waveform by using Infrared camera.  (a) The Conventional method, (b) The proposed method, 

(c) Difference between reference and extracted data(Conventional method) (d) Difference between reference 

and extracted data(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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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다. CWT 의 Mother wavelet 은 Mexican hat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호흡신호와 가장 비슷한 모양의 

신호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CWT의 주파수 대역 중 

가장 에너지가 높은 대역을 추출하여 노이즈가 제거

된 호흡신호를 추출한다.

추출된 호흡신호를 바탕으로, 호흡수를 계산한다.

기존 호흡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호흡의 개수를 세어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흡의 개수는 피크와 벨리

의 개수 및 제로 크로싱의 개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시간에 따른 호흡수의 변화량을 보기위해서는 시

간 축으로 윈도우가 이동하면서 윈도우 안에 들어 

있는 피크나 제로 크로싱의 위치를 마킹하여 그 수를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마킹의 위치가 한 곳

에 고정적이기 때문에, 윈도우가 조금만 이동하게 되

면 급격한 호흡수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확한 호흡수

를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하여 피크와 피크 사이의 프레임에 1/프레임 

수 의 값을 채워 넣어 하나의 피크가 모두 포함되면 

하나의 호흡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호흡이 

절반만 포함되어도 비율에 맞추어 호흡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호흡수를 측정한 

결과, 움직이는 대상에서도 호흡 수 측정이 가능하였

다. 기존 움직임 보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호

흡의 위치가 제대로 추적 되지 않아 호흡자체가 측정

되지 않았으나, KLT 추적 과 블록 매칭을 통한 움직

임 보정을 추가한 알고리즘으로는 정상적으로 호흡

영역을 추적 했으며, 호흡 신호도 추출되었다.

기존 호흡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을 경

우 호흡수가 연속적이지 않으며, 순간적인 오차가 크

게 발생하였다. 제안된 호흡 수 계산방법으로 계산하

였을 시, 연속적인 호흡수계산이 가능하였으며, 호흡

수의 오차가 낮아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5. The conventional and proposed method, the blue line is reference data, black line is data extracted from 

respiration waveform by using Infrared camera.  (a) The Conventional method, (b) The proposed method, 

(c) Difference between reference and extracted data(Conventional method) (d) Difference between reference 

and extracted data(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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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구현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호

흡수를 측정하였을 때,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도 열화

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호흡수를 연속적이게 측정 할 

수 있다. 향 후, 더 많은 실험을 통해 기존 제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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