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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적외선 영상은 야간에 대상 표적의 탐지가 가능하여 방위산업 분야에서 보완과 감시분야에 

적용되어 왔으며 최근 스마트 자동차를 위한 보행자 검침 등으로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1-2]. 적외선 

영상은 복사체에서 온도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외부 적외선을 반사하는 적외선 양에 따라 화소가 

밝고 어둡게 나타나는 회색조의 영상을 이룬다. 이러한 영상은 잡음의 영향이 크고 공간해상도와 

대비도가 일반 가시광선(Visible Light) 영상보다 낮다는 단점이 있다. 야간 보행자를 관측하기 위한 

적외선 영상은 주로 0.75~1.4μm 대역의 근적외선(Near-Infrared)을 이용하는 Night Vision 기술과 

8~15μm 대역의 전방감시 적외선(Forward-Looking Infrared: FLIR)을 이용하는 열 영상(Thermal 

Imaging)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 근적외선 방식은 소형화가 가능하고 저가인 반면 측정거리가 

짧고 적외선 조명을 필요로 한다. 전방감시 적외선의 경우 시스템의 크기가 크고 고가인 반면 

측정거리가 근적외선을 사용하는 기술보다 길다는 장점이 있다. 

영상 분할은 배경으로부터 의미 있는 화소집합을 분리하는 기술로 표적의 탐지(Detection),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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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rared (IR) imaging is capable of detecting targets that are not visible at night, thus it has been widely used for the security and 
defense system. However, the quality of the IR image is often degraded by low resolution and noise corruption. This paper add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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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식별(Classification)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3-6]. 

적외선 영상의 분할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적을 

포함하는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이 One-bit 변환에 의하여 

추출된 연구가 [7]에서 수행되었고, [8]에서는 수평, 수직 투영모델에 

의한 가우시안 혼합분포를 기반으로 한 적외선 영상 분할이 

연구되었다. 또한, [9]에서는 표적의 위치와 화소 값을 모델링하는 

2차원 히스토그램 방법이 제안되었다. 다단계 영상 분할 방법으로 

적외선 영상의 표적을 분할한 연구가 [10,11]에서 수행되었고, [12,13]

에서는 ROI를 추출하고 개별적인 ROI에 EM 또는 다단계(Multi-

level) 분할 방법을 적용하여 표적 영역을 분할하였다. 그러나 ROI 

영역이 동일한 표적에서 여러 개의 단절된 형태로 추출되는 단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가우시안 혼합 모델

(Gaussian Mixture Model, GMM)로 가정하고 다단계 영상 분할을 

이용하여 ROI를 추출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기존의 

연구인 [12,13]에서는 ROI 윈도우(Window)에서 개별적으로 표적을 

분할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ROI 윈도우를 선택하여 통합한 후 

통합된 윈도우에 다단계 분할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은 다단계 분할을 이용한 ROI 추출과 통합에 의한 표적 영역의 

분할을 도시한 그림이다. 실험에서는 제안한 방법과 기존의 다른 

방법들을 비교하여 우수함을 보인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다단계 분할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관심영역의 통합방법과 오차계산을 기술한다. 

4장에서 실험과 고찰, 5장에서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그림 1. ROI 추출과 통합에 의한 표적영역 분할.
Fig. 1. Object segmentation with ROI extraction and merging 

process

2. 다중단계 분할에 의한 관심영역 추출

다단계 영상분할은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가우시안 혼합분포로 

모델링하고 순차적으로 배경 영역을 제거(Sequential Background 

Elimination)한다. 각 단계에서 하나의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분산, 가중치의 초기 값을 k-means 

클러스터링(Clustering)으로 구하고 최대화(Maximization) (EM) 

알고리즘으로 이들을 반복적으로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사후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각 화소의 클러스터를 판정한다(그림 

2). 각 단계에서 배경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의 화소집합을 제외한 

영역을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인가하여 최종적으로 다수의 ROI 

영역을 추출한다. 

다음 식 (1)은 GMM의 확률밀도함수를 표현한 수식이다. 

      

  (1)

위의 식에서 는 j번째 화소의 값이며 N은 가우시안 분포의 

확률밀도함수를 나타낸다. , 는 각각 번째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는 가중치로 확률 와 동일하다. 

는 가 클러스터 인 사건이다. 는 클러스터의 수이고 

는 화소 수이다. 판정과정은 다음 식 (2)와 같이 EM 알고리즘에서 

획득한 사후확률 밀도 함수의 비례 값을 이용하여 각각의 화소를 

하나의 클러스터 영역으로 할당한다. 

  (2)

그림 2. 다단계 분할의 흐름도
Fig. 2. Flow chart of multi-level segmentation

3.  관심영역의 통합과 오차계산

다단계 분할로 추출된 ROI 영역은 지정된 최소크기 보다 

작을 경우 제거되고 ROI 윈도우를 형성한다. ROI 윈도우는 ROI 

영역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이다. ROI 윈도우 통합은 두 개 이상의 

ROI 윈도우가 겹쳐지는 경우 수행된다. 통합차수가 t-1인 

개의 ROI 윈도우의 화소집합 에 대하여 

ROI 윈도우의 화소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즉,

이면 통합 윈도우 의 시작점과 

끝점은 다음 식 (3)과 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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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의 식에서 와 는 윈도우 의 시작점과 끝점의 

수평방향 위치이다. 수직방향의 시작점과 끝점도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실험에서는 통합이 없는 경우(t=0), 1회(t=1), 2회(t=2)인 

경우의 분할 결과를 비교한다. 

 분할 결과의 평가는 다음 식 (4)의 평균 오차확률(Average 

Probability of Error)로 계산한다[14]. 

  (4)

위의 식에서 F
s
 와 F

o
는 각각 분할된 표적 영역과 표적 영역의 참 

값(Ground Truth)이며 I는 전체 영상을 나타낸다. |⦁|는 영역의 

화소의 수를 세는 연산자이다. 

4. 시뮬레이션 및 결과 고찰

그림 3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적외선 영상이다[15]. 야간환경 

에서 보행자 2명이 표적으로 설정되고 의상, 가방, 허리 띠 등의 

차폐물로 인하여 다양한 회색조가 보행자 영역에서 관찰된다. 

영상분할 실험은 MATLAB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4는 다단계 분할로 

ROI 영역을 추출한 결과이다. 그림 4(a)는 입력영상(그림 3)의 

히스토그램과 1단계 분할로 추정된 GMM의 가우시안 분포함수를 

중복한 그림이다. 그림 4(b)는 1단계 분할 결과인 이진영상으로 

하얀 색 부분은 그림 4(a)의 오른쪽에 나타난 가우시안 분포에 

해당하며 검은 색 부분은 그림 4(a)의 왼쪽에 나타난 가우시안 

분포에 해당한다. 그림 4(c)는 그림 3에서 그림 4(b)의 하얀색 영역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과 2단계 분할로 추정된 GMM의 가우시안 

분포함수이다. 그림 4(d)의 하얀색 부분은 그림 4(c)의 오른 쪽 

가우시안 분포에 해당되고 회색 부분은 그림 4(c)의 왼 쪽 가우시안 

분포에 해당된다. 그림 4(d)의 검은 색 부분은 1단계 분할로 제외된 

그림 4(b)의 검은 색 부분과 동일하다. 

(a) (b)

(c) (d)

그림 4. 다단계 분할에 의한 ROI 추출, (a) 1단계 입력영상 히
스토그램과 GMM 추정, (b) 1단계 분할결과, (c) 2단계 입력영상 

히스토그램과 GMM 추정, (d) 2단계 분할결과
Fig. 4. ROI extraction by multi-level segmentation, (a) histogram 

and GMM estimation by the 1st level segmentation, (b) 
segmentation result, (c) histogram and GMM estimation by the 2nd 

level segmentation, (d) segmentation result

그림 5(a)는 다단계 영상분할 후 추출된 ROI 영역으로 구성된 5

개의 ROI 윈도우이다. 최소크기를 150화소로 설정하여 이보다 작은 

크기의 ROI 영역은 제거되었다. 각 윈도우는 ROI 영역을 포함하는 

최소 직사각형을 1.5배 확대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5(b)는 

각 ROI 윈도우에 개별적으로 다단계 분할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림 

5(c)는 식(3)에 의하여 그림 5(a)의 ROI 윈도우를 통합한 1차 윈도우 

통합의 결과이고 그림 5(e)는 그림 5(c)의 ROI 윈도우를 통합한 2

차 윈도우 통합의 결과이다. 그림 5(a)의 5개의 ROI 윈도우는 그림 

5(c)에서 3개의 윈도우로 1차 통합되고 그림 5(e)에서 다시 2개의 

윈도우로 2차 통합되었다. 그림 5(a), 5(c), 5(e)에서 파란색 원은 각 

윈도우의 중심위치이다. 그림 5(d)와 5(f)는 각각 그림 5(c)와 그림 

5(e)의 ROI　윈도우에 개별적으로 다단계 분할을 적용하여 표적을 

분할한 결과이다. 

(a)                                              (b)
그림 3. 적외선 영상
Fig. 3. Infrared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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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기존의 방법들을 사용하여 영상을 분할한 결과이다. 

그림 6(a)는 4개의 클러스터를 가정하여 EM 방법으로 분할한 

결과이고 그림 6(b)는 4개의 클러스터를 가정하여 k-means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분할한 결과이다. 그림 6(c)와 그림 6(d)는 

각각 Otsu와 Gonzalez 방법으로 분할한 결과이다. 

(a)                                              (b)

(c)                                              (d)

그림 6. (a) EM 방법 (4 클러스터), (b) k-means 클러스터링 (4 
클러스터), (c) Otsu, (d) Gonzalez

Fig. 6. (a) EM method (4 clusters), (b) k-means clustering (4 
clusters), (c) Otsu, (d) Gonzalez

그림 7은 식 (4)의 오차계산을 위한 Ground Truth 표적영역인 

F
o
를 보여준다. 표 1은 이에 따라 평균 오차확률을 구한 결과이다. 

다단계 분할만 수행한 결과(그림 4(d)), ROI 윈도우의 통합 없이 

표적을 분할한 결과(그림 5(b)), 1차 통합 결과(그림 5(d)), 2차 통합 

결과(그림 5(f)), EM(그림 6(a)), k-means 클러스터링(그림 6(b)), 

Otsu(그림 6(c)), Gonzalez(그림 6(d)) 의 평균 오차를 보여준다. 그림 

4(d), 6(a), 6(b)에서는 표적영역에 해당하는 하얀색 부분만을 F
s
로 

간주하였다. 1차 통합 후 오차가 최소 값이므로 분할 결과가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2차 통합인 경우 통합된 ROI 윈도우 영역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올바른 분할이 어려웠다. 즉, 다단계 분할만을 

적용한 그림 4(d)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 원본 물체 이진영상
Fig. 7. Ground truth binary image of objects

표 1. 평균 오차확률 비교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by the average probability error 

Method Avg. Prob. Error

Multi-level with 2 Cluster and 2 

Level (Fig. 4(d))
0.0151

Initial ROI Windows 

(Fig. 5(b))
0.0126

1st Merged ROI　Windows (Fig. 

5(d))
0.0120

2nd Merged ROI Windows (Fig. 

5(f))
0.0145

EM with 4 Clusters 

(Fig. 6(a))
0.0142

k-means with 4 Clusters (Fig. 

6(b))
0.0159

Otsu (Fig. 6(c)) 0.0129

Gonzalez (Fig. 6(d)) 0.4195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다단계 영상분할 방법으로 적외선 영상에서 

표적을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배경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ROI를 추출한 후 ROI 윈도우를 선별하고 통합하여 통합된 ROI 

윈도우에서 개별적으로 표적을 분할하였다. 실험으로부터 ROI 

영역을 적절한 차수로 통합한 결과가 다른 방법들 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잡음과 클러터가 첨가된 다양한 영상을 

이용하여 표적분할을 연구하고 다단계 분할과 ROI 윈도우의 통합 

단계 최적화를 연구할 계획이다.  

(c)                                              (d)

(e)                                              (f)

그림 5. (a) 초기 ROI 윈도우, (b) 표적분할, (c) 1차 통합 후 ROI 
윈도우, (d) 표적분할, (e) 2차 통합 후 ROI 윈도우, (f) 표적분할
  Fig. 5. (a) Initial ROI windows, (b) object segmentation, (c) 1st 
merged ROI windows, (d) object segmentation, (e) 2nd merged 

ROI windows, (f) object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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