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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에 없던 열화상 카메라의 기능에서 온도가 일정 수  이상인 지 을 여러 지

 표시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하 다. 한 산업 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생한 신

종 루도 감지하기 해서 열을 통해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추가하 다. 

1. 서론

  기존의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온도가 고온인 여러 물체

가 있을 경우 그 의 하나의 물체만 표시하 다. 하지만 

이 경우 열화상 카메라 한  당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 을 보완하기 해서 본 논문은 온도가 높은 좌표를 

다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한 기존의 신경

망 인식 사람 인식에서 더 나아가 등온선 방식의 사람 인

식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즉 산업 장 뿐만 아니라 

신종 루 의심 환자를 찾아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하 다.

2. 신경망 기반 사람 수 추정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사람 수를 추정하

는 알고리즘을 비교 분석하기 해서 신경망 기반 사람 

수 추정 알고리즘을 구 하 다. 신경망 알고리즘은 크게 

학습 과정과 인식 과정으로 구분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학

습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1.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

(그림 1). 신경망 학습 로그램

(그림 2) SOFM 의 학습 과정 

-  389  -



제33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제1호 (2010. 4)

  학습 데이터로 장된 각 상에 해서, 수평 히스토그

램의 피크 개수, 쪽 스카이라인의 피크 개수, 아래 스카

이라인 피크 개수, 블록 크기 비 내부 부피율의 특징을 

추출하여 신경망의 입력 패턴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Nfi = Nfi + (Ifi - Nfi) * Wi

2.2. 신경망 인식 알고리즘

  실제 상에서 추출된 블록으로부터 4 가지 특징만 추

출하여 신경망 맵의 각 노드와 비교하여 가장 은 차이

를 갖는 뉴런 노드를 찾도록 한다. 이때 해당 뉴런 노드에 

장된 사람 수를 추출된 블록의 사람 수로 추정하게 된

다. 

3.등온선 기반 객체 구분과 온도 인식

3.1. 처리 과정

3.1.1 크기 조정

  각 픽셀 당 24 비트의 정보로 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 

소모가 많으므로 2×2 픽셀 당 1 픽셀을 인식에 사용하도

록 사이즈를 여 처리하 다.

(그림 3) 2×2 픽셀  1 픽셀 사용  

 

 

3.1.2 배경 갱신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열화상을 기 으로 하므로, 고정 카메라

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객체만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사

람 수를 세는 경우는 이동이 있는 물체를 구분해야 하므

로 배경 갱신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배경 갱신에 사용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if ( abs( I(x, y) - B(x, y) ) > threshold ) C(x, y) 

= C(x, y) +1

else C(x, y) = 0

if ( C(x, y) > Period ) ɑ = 0.1

else ɑ = 0.001

B(x, y) = B(x, y) +( I(x, y) - B(x, y) ) * ɑ
<표 3> 배경 갱신 알고리즘

3.1.3 배경과 경 분리

if ( ( I(x, y) - B(x, y) ) > threshold ) M(x, y) = 1

else M(x, y) = 0

<표 4> 이동 객체 추출 알고리즘
  

  의 알고리즘으로 용된 배경과 재 상과의 픽셀 

차이가 문턱치(threshold) 이상인 픽셀만 따로 분리해 내

는 것이다. 배경과 경을 분리함으로써, 이동된 물체만 

따로 추출하게 된다. 배경과 재 상의 차이가 문턱치 

이상이면 M(x, y) 에 1 로 장되어, 추출된 픽셀임을 알 

수 있게 된다. 

3.1.4 팔 트 기반 상 추출

  본 연구에서는 칼라 색상으로 거리와 계없이 같은 온

도는 동일한 색상으로 표 하는 고가의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한다. 따라서 일정 온도 이상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팔

트에서 일정 색상에 매핑하는 객체로 다시 추출해낼 수 

있다. 배경 업데이트로 배경과 경을 분리한 후 일정 온

도 이상의 객체만 따로 분리해내므로, 짐을 들거나 카트를 

고 가는 경우에도 사람 형상을 따내는 데 유리하다. 

3.2. 객체  온도 인식 과정

3.2.1 팔 트 기반 색상 양자화

  본 연구에서는 일정 온도 이상의 객체의 외곽선을 이용

하여 구분하는데, 팔 트 상의 픽셀 차이로 인하여 끊김이 

많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RGB 각 역

별로 팔 트를 구간에 따라 0~255로 양자화 시킨다.   

3.2.2 최 온도 기반 등온선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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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24 도 등온선 (b) 25 도 

등온선 (c) 26 도 등온선 (d) 27 도 등

온선 

   

  그림 4.의 경우는 24 도에서 1 도씩 증가시키며 등온선

을 추출하는 그림을 보여 다. 각 등온선에 따라 다음 

Ⅲ.2.3의 객체 구분 알고리즘에 따라 객체 개수가 달라진

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임과 객체 개수가 가장 비슷

한 경우의 온도를 등온선으로 사용한다. 실제 상에서는 

기계와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와 같은 등온선이 

형성된다. 따라서 특정 모양의 사람을 템 릿 방식으로 분

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경을 제약해서 반드시 서있

는 상태이고,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이상 인 등온선 분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객체 구분 과정이 필요하다. 

3.2.3 개별 객체 구분

  감지를 요구하는 최  온도를 기반으로 양자화 된 팔

트의 최  온도 역만 따로 색상을 변환하면 와 같은 

그림을 얻을 수 있다. 등온선 성분은 색상 분포에 따라 넓

은 역이 발생하므로 세선화 알고리즘으로 비가 1 픽

셀이 되도록 다시 용해 다. 세선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세선화 알고리즘

3.2.4 객체별 최고 온도 추출

  재 산업 분야에서 기계의 과열 측정이나 신종 루 

온도 감지에 사용되는 상용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하나의 

객체에 한 최고 온도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본 논문은 각 개별 객체를 분리해냈으므로 개별 객체의 

최고 온도를 추정해 낼 수 있다.

  각 객체 내에서의 온도 인식은 등온선 내의 팔 트 색

상에서 팔 트 치상 가장 높은 치의 색상을 찾아내는 

것이며, 팔 트 치에 따른 온도 계산은 다음 식으로 구

할 수 있다.

C = minTemp + (pos - bottom) / (top - bottom) * 

(maxTemp - minTemp)

  

  pos 는 각 개별 객체 내에서 가장 높은 온도의 픽셀이 

팔 트에서 치하는 값을 나타내며, top 과 bottom 은 팔

트의 가장 높은 치와 가장 낮은 치를 나타낸다. 

minTemp 는 팔 트가 나타내는 가장 낮은 온도이며, 

maxTemp 는 팔 트가 나타내는 가장 높은 온도이다. 

(그림 5) 기존 열화상 카메라의 용

(그림 6) 한 로 여러 객체 온도 인식 

4. 실험

  실험에서는 Fluke 열화상 카메라 1 와 USB 캡처 카

드, 펜티엄 4 PC 1 가 각각 사용되었다. 

(그림 7) 시뮬 이션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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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신경망 인식 알고리즘과 제안

한 방식의 비교 
  

시뮬 이션 로그램은 Visual Studio 2008 과 Direct 

Show 라이 러리로 구 하 다. 로그램에서는 카메라

에서 지정되는 온도에 따라 인식할 최소, 최  온도를 설

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신경망 기반 사람 수 추정에 사용

한 학습 데이터는 3,000 개의 학습 데이터 블록을 쇼핑몰 

이동 통로를 기 으로 사용하 다. 신경망 SOFM 의 맵 

사이즈는 20×20 으로 하 다. 학습 알고리즘의 반복회수

는 1,000,000 번으로 하 고, 체 학습 데이터의 사람 수

와 뉴런 노드의 사람수간의 매칭율이 99% 일 때 멈추도

록 학습하 다. 신경망 기반 사람 수 추정 알고리즘과 제

안된 알고리즘의 인식률에 검증은 일주일간의 실 데이터 

상 실험을 통해서 블록에 지정한 사람 수와 인식한 사

람 수의 비율로 평균 오인식률로 평가하 다. 

  신경망 기반의 사람 수 추정 알고리즘의 경우 학습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비슷한 형태가 없는 경우 오인식률

이 높아졌다. 1 ~ 2 명은 인식률이 아주 높으나 4 명 이상

인 경우 오인식이 많이 나타난다. 5 명인 경우 비슷한 형

태가 없어 잘못된 추정을 많이 했으며, 9 명인 경우 학습 

데이터가 으나 특이한 형태의 실제 데이터가 없어서 평

균 에러율이 낮게 나타났다.

5. 결론  망

  본 연구는 배경과 경의 분리, 세선화  등온선 방법

을 사용할 경우 많은 장 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우선 많

은 사람이 겹쳐 있을 경우라도 신경망 로그램을 썼을 

때보다 겹쳐있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할 확률이 낮아졌다. 

한 일정 온도 범 를 설정하면 움직이는 물체 에서도 

그 온도 범  내에 있는 물체만 인식되므로 오인식 될 가

능성이 낮아졌다. 한 신경망 로그램에 비해서는 열화

상카메라 자체가 고가여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존의 열

화상카메라 방식에 비교했을 때에는 비용이 많이 감됨

을 알 수 있다. 기존에는 상들 각각에 카메라가 필요했

지만 제안된 방식의 경우에는 한 로 다  인식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발  가능성을 보자면, 제안된 방식은 움직임

의 여부  온도의 여부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별하기 

때문에 언 했듯 이동 이면서 사람과 동일한 온도의 물

체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논문[3], [4]에서 시

도해 온 템 릿 방식을 용시키고 신경망 로그램을 열

화상에도 용시킨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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