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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열적외선 카메라 이미지를 영상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열적외선 영상 데이터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Hot Mapping, Cool Mapping, Rainbow Mapping을 하였으며, 열적외선 

이미지의 명암대비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히스토그램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하였고, 물체의 구분을 위해서 열적외선 

이미지의 에지 부분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미지에서 온도를 추출해 내기 위해 이미지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d image processing techniques, constructed to real-time, to thermal infrared camera 

image. Thermal infrared image data was utilized for hot mapping, cool mapping, and rainbow mapping 

according to changing temperature. It was histogram image processing techniques so that detected shade contrast 

function of the thermal infrared image, and the thermal infrared image's edge was extracted to classification of 

object. Moreover, extraction of temperature from image was measured by using the image inform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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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적외선 카메라는 외부로부터 빛의 공급이 없이도 물

체가 방사하는 복사에너지를 모아 적절한 변환을 통해 

가시화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장비이

다. 가시광선의 유무나 반사되는 빛의 세기 차이로 관측

하는 기존의 영상장비와는 다르다. 물체의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즉, 복사에미턴스

(Radiantemittance 또는 Exitance)의 차이를 영상화하므로 

빛이 전혀 없는 야간이라 할지라도 관측이 가능하다. 더

욱이 시계가 불량한 대기조건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표적 

탐지능력을 갖기 때문에 군사용 장비로 개발되기 시작하

였다.

개발 초기에는 적외선 검출기의 응답시간 지연으로 실

시간 열영상 구현이 불가능했지만 1950년대 초반에 검출 

재질의 개발과 냉각방식의 도입으로 짧은 시정수를 갖는 

소자가 제작되었고, 197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군

사용의 야간 관측이나 사격 통제 장비로 이용되기 시작

하였다.[1]

센서의 경우 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병렬주사 방식

을 필두로 하여, 70년대 말 직렬주사 방식, 그리고 80년

대 중반 이후에 영국, 프랑스의 직병렬주사 방식에 이르

기까지 여러 형태의 1세대 센서들이 개발되었다. 한편,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분해능 및 탐지성능이 보다 우

수하고 신뢰성이 강화된 2세대 및 3세대 센서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1세대 센서의 경우 검출 소자 제작의 어려움

으로 소자 수가 10∼200여개까지로 제한되어 충분한 영

상의 분해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비해 2세대 및 3

세대(2세대는 고밀도의 수직배열 검출소자를 이용하여 

수평방향으로 주사하므로서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을 말

하며 3세대는 완전한 2차원 배열의 검출기를 이용하여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을 의미)로 불리는 초점면 배열 검

출(IRFPA: InfraRed Focal Plane Array)방식 센서는 기존

에 비해 열 분해능이 우수하고 화소수가 수천∼수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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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대폭 증가되어 광학적 분해능도 향상되었다.[2]

센서 방식과 검출 재질의 개발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가 지속되었고, 국내에서도 광학계 설

계 및 센서 부분에 대해 연구가 진행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열적외선 센서가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물을 촬영하고 그 촬영된 이미지를 다양한 

영상 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영상 처리를 하였다. 

2. 본론

2.1 파장

사람의 눈이 빛을 느끼기 위해서는 0.38∼0.77㎛ 파장 

영역 내에서 충분한 세기의 전자파가 눈에 들어와야 하

며 그 외의 파장영역의 빛은 아무리 충분한 세기로 들어

와도 감지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상온정도(300K=27℃)의 

물체가 발하는 에너지 영역은 가시광선의 스펙트럼 영역

과는 거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적외선은 0.77∼1,000㎛ 파장 대역으로 가시광선과 레

이더/라디오 파장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전자파이다. 그

림 1에 가시광선 및 적외선 스펙트럼의 분포를 나타내었

다.[1]

[그림 1] 가시광선 및 적외선 스펙트럼 분포

모든 물체는 절대온도 0도(-273℃)이상에서 물질을 이

루고 있는 기본 단위인 원자들이 미소한 진동을 하고 있

다. 이러한 원자들의 진동 에너지가 적외선 영역의 에너

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적외

선이 발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적외선을 열선이

라 부른다. 그러나 모든 물체에서 동일한 적외선이 나오

는 것이 아니며, 적외선의 많고 적음을 방사율이라 한다.

방사율은 0∼1까지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이상적인 

물체의 경우 방사율은 1이 된다. 이러한 물체를 흑체

(Blackbody)라 한다. 세라믹 계열의 재료들의 방사율은 

대부분 0.9이상의 값을 가지며, 금속 계통은 0.5이하의 값

을 가진다. 적외선과 온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흑체의 

적외선 방사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이 물리현상은 1900

년대 초 여러 물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Planck라

는 과학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흑체란 색깔이 

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흑체 내부로 들

어가게 되면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아 결국 흑체 내부에

서 완전히 흡수됨을 뜻한다. 즉, 흑체에 열을 가하면 이 

열은 모두 흑체에 흡수되며, 열은 적외선이라는 형태로 

손실 없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흑체와 온도관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특정온도를 갖는 흑체의 분광 복사 에미턴스

그림 2에서 가로축은 파장, 세로축은 적외선 복사량을 

나타낸다. 즉, 온도가 상승하면 적외선이 방출 파장의 최

대값은 단파장 쪽으로 이동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의 

최대값은 장파장 쪽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300K인 상온에서는 파장의 최대값이 10㎛근처이며, 

500K의 온도에서는 5㎛근처에서 최대값을 가진다.[1]

2.2 열적외선 카메라

열적외선 카메라의 구성은 사용하는 파장, 요구되는 

성능, 검출기, 적외선 검출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열적외선 카메라는 광학렌즈부분, 적외선감

지센서부분(µ-Bolometer/ ROIC), 이미지 구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3은 열적외선 카메라의 구성도를 

나타낸다.[9]

[그림 3] 열적외선 카메라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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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열적외선 카메라의 구성부분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열적외선 카메라의 구성과 요소

열적외선 카메라의 특징은 우선, 미세 입자에 대한 투

과율이 높아 원거리 감시용, 인명구조, 추적 장치에 유리

하다. 두 번째, 별도의 광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 야간 시

야확보가 가능하여 보안 및 군사 분야 활용에 적합하다. 

세 번째, 미세한 온도를 식별이 가능하여 의료용 체열진

단이 가능하고 제조 생산 산업현장의 모니터링에 적합하

다. 그림 5는 열적외선 카메라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림 5] 열적외선 카메라 특징

열적외선 카메라는 주로 열상 신호 감지 기능만을 구

현해왔다. 특수 분야인 체열영상의료장비 및 군사용 장비

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광학적 해상도가 크게 증

가되고 응용범위 또한 일반산업분야 및 전자제품으로 확

대되고 있어 생활주변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열적외선 카메라는 태양 및 대기의 복사열과 피사체 

자체에서 발생하는 복사에너지를 렌즈에서 집광하고 센

서에서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 한다. 발생된 신호는 S/W

를 통해 이미지화되며,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

해 영상을 보게 된다. 그림 6은 열적외선 카메라의 원리

를 나타낸다.

[그림 6] 열적외선 카메라의 원리

2.3 열적외선 카메라 센서

근적외선의 경우, 가시광선(0.4∼0.7㎛) 영역에서 벗어

나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광선이다. 근적외선 카메

라의 경우 미소의 광원이 필요하며, 일상에서도 쉽게 접

할 수 있다. 원적외선의 경우, 장파장 대역으로 물체가 방

사하는 복사에너지를 감지하며,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

능하다. 따라서 장파장을 인식하는 특수한 광학계와 센서

를 이용해야만 식별할 수 있다.

그림 7은 파장에 따라 이용되는 센서의 분류를 나타내

며, 열적외선 카메라는 8∼14㎛ 파장 대역을 감지하는 센

서인 µ-Bolometer를 사용한다.

[그림 7] 파장에 따른 센서의 분류

열적외선 카메라에 사용되는 센서는 물체에서 발생하

는 적외선 복사열을 감지함으로써 빛이 없는 곳에서도 

물체를 인식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를 위해 피사체가 방

사하는 복사열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광학계와 센

서의 제작 기술이 요구된다.

2.4 열적외선 영상신호처리 기술

열상장비의 신호처리부는 적외선 검출기에서 나오는 

전기적 영상정보를 재현장치에 가시광선으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적외선 검출기에서 나오는 신호

정보는 수 ㎶ ∼ 수 ㎷정도로 매우 미약하므로 영상재현

에 필요한 전압 레벨로 바꾸어 주는 증폭기, 동시에 몇 

개의 검출소자로부터 나오는 병렬신호를 비디오 영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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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적절하게 직렬신호로 변환하는 Multiplexer, 비디오 

복합영산 신호를 구현하고 화면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영

상처리기 및 주사장치와 재현장치의 동기를 일정하게 맞

추어 주는 동기신호 발생기가 신호처리부의 기본 구성이 

된다. 이 밖에도 각 전자회로 부분에 전원을 공급하여 주

는 전원공급기가 있으며, 수평 및 수직 주사 거울을 구동

하기 위한 모터 구동 및 제어 회로도 필요하다.

열영상을 화면에 재현하여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위해

서는 화면을 1초에 25∼30번 정도 재현하여야 하므로 단

일 검출 소자로 영상을 구현하는 경우 주사속도가 대단

히 빨라지고 요구되는 신호 대역폭이 커서 출력은 그에 

상응하는 많은 잡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단일 소자 검

출기를 이용하는 열상장비는 그 성능이 제한되어 점차 

여러 개의 검출기로 구성된 동일 특성의 배열 검출기가 

실용화 되었다.[1] 검출 소자로부터 열상을 얻는 방식에

는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라인 스캐닝 방식에 의한 것

과 초점면 배열 또는 스타링 방식이 있다. 라인 스캐닝 

방식은 한 라인 또는 몇 개의 라인 형태로 검출 소자를 

배열하여 신호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센서는 

열상의 프레임에서 라인 수를 목적에 맞게 늘리거나 줄

임으로써 해상도의 조정이 가능하지만 정밀한 광학 메카

니즘과 신호처리가 요구된다. 초점면 배열 방식은 프레임

의 해상도가 고정되어 있으며, 각 픽셀이 2차원 배열로 

결정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각 픽셀이 외부로 신호를 출

력할 시에는 각 픽셀에서 모아진 복사에너지를 취득회로

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 증폭하여 출력시킴으로써 영상신

호를 발생시켜준다. 이 때, 광학부에 적외선 렌즈를 부착

하고, 센서 유닛과 접속하여 비디오 신호를 입력받아 처

리하면 열상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어 열상 시스템의 구

조가 아주 단순해질 수 있다.[8]

[그림 8] 적외선 센싱 방식

3. 실험방법

3.1 실험장치

적외선 카메라와 CCD 카메라를 케이스로 고정하고 

카메라의 수평방향 운동을 지지하는 Arm에 부착하여 컴

퓨터, 프린터 등의 전체시스템과 연결하여 하드웨어를 구

성하였다. 적외선 이미지와 CCD 이미지의 Fusion 기능

으로 불분명한 적외선 이미지의 형체를 보다 확실히 식

별 가능하고 원하는 온도범위 내의 부분만 볼 수 있다. 

그림 9는 실제 제작된 열적외선 카메라와 CCD 카메라를 

나타낸다. 그림 10은 컴퓨터와 연결된 영상 장치 사진을 

나타낸다.

[그림 9] 제작된 열적외선 카메라

[그림 10] 컴퓨터와 연결된 열적외선 카메라

0°C～40°C 영역의 온도를 0.1°C 이하의 감도로 측정

이 가능한 첨단 uncooled focal plane array를 이용한 이미

징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처리하는 적외

선 촬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존의 thermogram과 달리 신체의 상대적인 온도분포 

뿐만 아니라  절대온도를 측정함으로써 데이터의 객관성

을 높여 local inflammation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user- friendly 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3.2 열적외선 이미지 및 영상처리

그림 11에서 그림 13은 CCD 카메라 이미지와 열적외

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열영상 이미지이다. 그림 

11과 그림 12에서 열영상 이미지 중 온도가 높은 부분일

수록 검은색으로 나타내었으며, 그림 13의 열영상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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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하얀색으로 이미지를 영상 처리하

였다.

[그림 11] CCD 이미지와 열적외선 이미지1

[그림 12] CCD 이미지와 열적외선 이미지2

[그림 13] CCD 이미지와 열적외선 이미지3

위의 열영상 이미지를 영상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높은 

온도에서는 Hot Mapping을 낮은 온도에서는 Cool 

Mapping을 온도의 대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Rainbow 

Mapping을 사용하여 영상처리를 하였다. 

[그림 14] Hot, Cool, RainBow Mapping1

[그림 15] Hot, Cool, RainBow Mapping2

[그림 16] Hot, Cool, RainBow Mapping3

적외선 이미지의 명암값 프로파일을 보여주기 위해 사

용되는 도구인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였다.[3] 이 히스토그

램을 이용하면 영상의 정보를 알 수 있고, 히스토그램을 

조작하면 영상의 질도 높일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그림 17] Histogram 출력1

 

[그림 18] Histogram 출력2

[그림 19] Histogram 출력3

사람들은 밝기 변화가 있는 에지로 인하여 무의식적으

로 물체의 구분이 가능하다.[3] 특별히 열적외선 이미지

의 에지부분의 이미지를 따로 출력해 보았다. 그림 20에

서 그림 2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0] 에지출력1

 

[그림 21] 에지출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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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에지출력2

영상정보 출력에서 위치값을 지정하여 적외선 이미지

의 밝기값에 따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23에서 

손바닥부분의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34.723℃를 나타내

었고, 그림 24에서는 얼굴부분을 측정해 보았더니 38.45

1℃를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얼굴부분의 온도를 측정

해 보았더니 36.611℃를 나타내었다. 열적외선 카메라에 

온도센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림 23] 온도 측정1

 

[그림 24] 온도 측정2

[그림 25] 온도 측정3

4. 결론

본 논문의 영상처리 방법을 이용하면 운동 전후 또는 

운동 트레이너의 처방 전후의 인체 온도 분포(혈액 순환)

를 측정하기 위한 헬스 케어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또

한 산업 시설 및 장비 등의 예방과 예보적인 진단, 상태 

모니터링, 구조적 보전검사, 품질 관린, 공정 관리 및 연

구와 개발 등으로 발전소, 변전소, 전자, 제철, 에너지 관

리 열분석 등에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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