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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histogram partition stretching and shrinking method for infrared image enhancement. The

proposed method divides the histogram of an input image into three partitions according to its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The method stretches both the dark partition and the bright partition of the histogram, while it shrinks the

medium partition. As the result, both the dark part and the bright part of the image have more brightness levels. The

proposed method is implemented using C language in an embedded Linux system for a high-speed real-time image

process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by using various infrared image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is successful for the infrared image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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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적외선은 전자기파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과 마이크

로파 사이에 있는 광선으로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적외선 카메라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외선을 보이도록 해주는 장비인데 크게 두 가지 종류

가 있다. 첫 번째는 열화상 카메라(infrared thermal

camera)인데 물체 스스로가 방사하는 적외선을 이용한

다. 절대온도 0도(−273oC) 이상의 온도를 가진 모든 물

체, 즉 에너지를 가진 모든 물체는 그 에너지를 적외선

으로 방출한다. 물체가 방출한 에너지를 열 디텍터

(Thermal Detector)나 양자 디텍터(Quantum Detector)

에 의해 전자적으로 측정, 데이터화하여 영상을 나타낸

다. 검출된 적외선의 세기가 강하면 빨강색으로 약하면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유사 색상(pseudo color)을 사용

하여 물체의 온도 분포를 색으로 나타낸다(Fig. 1). 두

번째는 적외선 CCTV카메라인데 야간에 카메라의

LED에서 적외선을 발산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

에서 반사된 적외선을 검출하여 검출된 적외선의 양

에 따라 그레이스케일(grayscale)로 영상을 나타낸다

(Fig. 2(a)). 야간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야간투시(night

vision) 장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야간투시경은 희미한 달빛

이나 별빛이 물체에 부딪쳐 반사된 빛을 수만 배 증폭

시켜 사람 눈에 제일 민감한 녹색스케일로 영상을 나

타낸다(Fig 2(b)). 본 논문은 여러 가지 적외선 영상 중

에서 최근에 야간 방범 및 감시 시스템으로 건물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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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frared images from infrared thermal cam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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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외곽에 설치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외선

CCTV 카메라의 영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의

명암비를 개선하기 위해 영상의 밝기 분포를 알 수 있

는 히스토그램을 주로 이용하는데, 히스토그램 평활화

(equalization) 방법과 히스토그램 펼침(stretching) 방법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밝기 분포 값이 같은 확률을

같도록 하는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적외선 영상에

적용하면 밝기가 과포화되는 현상과 계단 현상이 나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계치보다 큰

히스토그램 값을 무효 데이터로 처리하는 플래토 평

활화(plateau equalization) 방법[1], 히스토그램의 동적

영역 분할과 면적 비율에 따른 히스토그램 재분배 방

법[2,3], 임계값을 이용한 동적 영역 분할 방법[4,5] 등

이 있다. 적외선 CCTV 카메라의 동영상과 같은 실시

간 영상의 개선에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방법보다

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히스토그램 펼

침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지만 적외선 영상 개

선에는 사용이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히스토그램

펼침 방법을 개선하여 히스토그램을 분할하여 영역에

따라 펼치고 축소하여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적외선 영

상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2. 적외선 영상 개선

2.1. 적외선 영상의 종류 및 특성 분석

Fig. 1은 앞에서 언급한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을

Fig. 2 는 적외선 CCTV 영상과 군사용의 야간투시경

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적외선 카메라는 어둠 속에서 촬영되므로 탈색되고

흐릿한 영상을 만들어 내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적외선

LED 조명을 사용함으로 영상이 균일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외부의 빛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Fig. 3 은 Fig. 2(a)의 적외선 영상의 밝기 히스토그

램을 나타낸 것이다. 적외선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영상 밝기가 주로 어두운 값(히스토그램 왼쪽)에 치우

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외선 카메라의 적

외선 LED 조명으로 인하여 조명이 직접 비친 부분이

나 영상의 중앙 부분은 주변에 비해 지나치게 밝은 경

우가 있다. 이는 움직이는 대상체가 적외선 카메라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이렇게 적외선

영상에서 조명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히스토그램에서

오른쪽 끝(밝기 255 부근)에 급격히 높고 폭 좁은 봉우

리로 나타난다.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적외선 영상 내에

있는 픽셀 값의 평균 μ와 표준편차 σ 를 다음 수식 (1)

과 (2)로부터 구할 수 있다[6-8].

(1)

(2)

여기서 N 은 영상 픽셀의 전체 개수이고 xi 는 영상

픽셀의 값이다.

위의 수식에 의해 Fig. 3의 평균 μ를 구하면 104.07

이고 표준편차 σ 는 64.72이다. 적외선 영상의 평균 μ

는 128 보다 작아 어두운 편이며 표준편차 σ 는 커서

영상의 밝기가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적외선 영상 개선을

하면 평균은 밝기의 중간 값인 128에 가깝게 되고 표

준편차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2. 명암대비 히스토그램 펼침

영상의 명암대비를 개선하여 영상을 개선하는 명암

대비 히스토그램 펼침(contrast stretching)은 수식 (3)에

의해 구할 수 있다.

(3)

μ

N

i 1=
∑ xi

N
--------------------=

σ

N

i 1=
∑ xi μ–( )

2

N 1–
---------------------------------=

O x y,( )
I x y,( ) min–

max min–
-------------------------- 255×=

Fig. 2. Night vision images from: (a) an infrared CCTV

camera and (b) a military night vision camera. Fig. 3. Histogram of Fig. 2(a)’s infrar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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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x, y)는 입력 영상이고, min 은 입력 영상픽

셀의 최소 밝기 값, max는 최대 밝기 값이고 O(x, y)는

출력 영상이다.

픽셀의 최솟값min이 0, 최댓값max가 255인 경우,

위 수식 (3)은 출력영상을 입력영상과 동일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적외선 영상은 최솟값min이 0, 최댓값max가

255이다. 따라서 적외선 영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명암

대비 히스토그램 펼침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사용할

수가 없다.

2.3. 히스토그램 분할 펼침과 축소

Fig. 4는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히스토그램

펼침과 축소 방법을 입력 적외선 영상의 히스토그램과

출력 적외선 영상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앞

단원에서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Fig. 4(a)에서 μ는

픽셀의 평균값, σ는 표준편차, min은 픽셀 최솟값,

max는 픽셀 최댓값을 나타낸다. 적외선 영상에 따라

min 은 0, max는 255가 될 수도 있다.

Fig. 4(a)에서 밝기가 min에서 μ − σ까지의 영역 ①

은 적외선 영상에서 어두운 색 부분을 나타낸다. 이 영

역은 Fig. 3에서 보듯이 주로 좁게 나타난다. μ − σ에서

μ + σ까지의 영역 ②는 상대적으로 꽤 넓은 반면, μ +

σ에서 max까지의 영역 ③은 밝은 색 부분을 나타내는

데 주로 좁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영상 개선 방법은 출력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밝기가 0에서 255까지 존재하게 한다.

또한 0에서 255까지 범위를 균등하게 3등분으로 분할

하여 영역 ①은 0에서 84까지 펼침을 하고, 영역 ②는

85에서 170까지 축소를 하며, 영역 ③은 171에서 255

까지 펼침을 한다. 이는 다음 수식 (4), (5), (6)을 통해

수행된다.

(4)

(5)

(6)

수식 (4)에 의해 Fig. 4(a)의 영역 ①은 Fig. 4(b)의

영역 ①로 펼침을 하고, 수식 (5)에 의해 Fig. 4(a)의 영

역 ②는 Fig. 4(b)의 영역 ②로 축소를 하며, 수식 (6)에

의해 Fig. 4(a)의 영역 ③은 Fig. 4(b)의 영역 ③으로 펼

침을 한다. 결과적으로 입력 적외선 영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양극단에 있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은

여러 밝기 단계로 펼쳐져 영상을 개선한다. 대신에

소수를 차지하는 중간 밝기 부분은 밝기 단계가 축소

된다.

3.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C 언어로 구현하여 임베

디드 리눅스 시스템에서 실험하였다.

Fig. 5는 적외선 카메라의 적외선 LED 조명에 의해

조명이 비추는 부분은 너무 밝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

분은 너무 어두워 전체적으로 영상이 균일하지 못한

영상(홀수 번호)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영상

개선을 실험한 결과이다(짝수 번호). 원 번호는 해당

괄호번호 영상의 히스토그램이다. 실험에서는 μ − σ 값

에 따라 평균값에서 빼거나 더하는 표준편차 σ의 비율

을 0.8 σ에서 1.2 σ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지면 관계상 영상을 작게 할 수 밖에 없어 영상 개선

효과를 한 눈에 두드러지게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자

세히 보면 입력된 적외선 영상에 비해 출력된 적외선 영

상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어둠에 가려 잘 안보

이던 배경에 묻혀 있던 테이블 위의 서적들(Fig. 5(1)),

주차된 차(Fig. 5(3)), 길 뒤편과 나무들(Fig. 5(5)), 동

물 뒤의 나무와 울타리(Fig. 5(7))를 영상 개선 후에 볼

수 있다. Fig. 6은 Fig. 5(7)과 Fig. 5(8)을 부분 확대하

O1 x y,( )
I x y,( ) min–

μ σ–( ) min–
---------------------------- 84×=

O2 x y,( )
I x y,( ) µ σ–( )–

2σ
-------------------------------- 85 85+×=

O3 x y,( )
I x y,( ) µ σ+( )–

max μ σ+( )–
--------------------------------- 84 171+×=

Fig. 4. Histogram partition stretching and sh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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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영상 비교를 용이하게 하였다.

오른쪽 벽의 밝은 부분이 밝기 과포화되는 현상없이

뒤편의 어두운 부분이 상세한 부분까지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입력 영상의 지나치게 어두운 부분(min에서 μ − σ)

이 더 많은 단계(85단계: 0 에서 84)로 펼쳐져 영상 개

선 후에 밝아지고 식별이 용이해졌다. 마찬가지로 입력

영상의 지나치게 밝은 부분(max에서 μ + σ)도 더 많은

단계(85단계: 255에서 171)로 펼쳐져 영상 개선 후에

어두워지고 식별이 용이해졌다. Fig. 5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은 펼침이 중간 영역은

축소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수치적으로 볼 때도 픽셀

의 평균값 μ와 표준편차 σ가 모두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적외선 영상 중에는 외부 조명이 존재하는 경우 가

있다. 외부 조명이 존재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지나치게 밝다. 외부 조명이 존재하는 적외선 영상에

대해서도 Fig. 7에 보이는 것처럼 제안한 방법으로 실

험하였다. 외부 조명이 존재하는 적외선 영상은 영상의

Fig. 5. Enhancement of infrared images with infrared LED lights: input images (odd numbers) and output images (even

numbers).

Fig. 6. Part Enlargement of Fig. 5(7) and Fig.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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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양호한 편이다. 본 논문으로 제안한 방법으로 실

험한 결과 영상을 보면 어두운 부분이 펼침으로 인하

여 다소 밝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수치적으로는 픽셀

의 평균값 μ는 개선되었으나 표준편차 σ는 거의 그

대로 인 것을 알 수 있다. 히스토그램을 보면 모양의

변화는 거의 없이 오른쪽으로 중심이 이동된 것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폭 넓게 야간 방범 및 감시

시스템으로 건물의 내부 및 외곽에 설치되어 널리 사

용되고 있는 적외선 CCTV 카메라의 영상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적외선 영상은 카메라 자체의

적외선 LED 조명이나 외부 불빛 및 조명 등에 영향을

많이 받아 영상의 질이 저하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영상 히스토그램을 영역에 따라

펼치고 축소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는 제안한 방법이 적외선 CCTV 카메라의 동영상과

같은 실시간 영상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

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히스토그램 분할

펼침과 축소 방법은 적외선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종

류의 실시간 영상에도 적용되고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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