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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중 센서의 영상, 예를 들어 가시광 영상과 적외선 영상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IR 영상의 특징을 보존한 새로운 혼합기법을 제안하다. 이러한 혼합

기법은 의료 영상, 보안 영상 등에서 매우 중요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진다. 일반적인 혼합기

법을 사용하게 되면 영상간의 특색 때문에 혼합 시 조화롭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중요도 맵을 추출하고 그 영역에 대하여 포아

송 블랜딩을 통해 두 개의 다른 특징을 가시광 영상을 혼합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혼합할 영역을 수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추출하고, 가시광

영상에 IR 영상에서만 검출되는 영역을 결합한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서론

일반적인 영상의 혼합은 하나의 영상에서 원하는 영역

을 다른 영상에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혼합 기법

은 최근 영상의 편집과 같은 기술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혼합 기법을 서로 다른 특색

을 가진 다중 센서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여 하나의 영상

에 결합하여 더욱 뛰어난 결합 시스템을 제공한다.

Alexander Toet [1]는 가시광 영상과 IR 영상을 혼합

할 때, 계층적인 영상 분해를 통해서 영상 재구성하는 방

법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계층적인 영상의 분해는 라플라

시안 피라미드를 이용하여 분해 및 재구성을 하였다. Lex

Schaul [2]는 가시광 영상과 NIR(Near-Infrared) 영상을

결합하여 가시광 영상에 존재하는 안개를 제거하는 기법

을 제안하였다. Lex al.는 NIR의 영상의 특징, 즉 가시광

영상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면서 적외선의 특징을 보유한

점을 사용한 후, 가시광 영상의 안개를 추정하여서 기존의

다중해상도 영상 결합 방법을 통해서 안개를 제거

(Dehazing)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R 영상의 특징을 가시광 영상에 혼합한

다. 적외선은 가시광과 다른 스펙트럼에 존재한다. 가시광

의 파장(Wavelength)은 약 0.4~0.7㎛이며, 적외선의 파장

은 약 4~12㎛을 가진다.[3] 이러한 적외선 영상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에

서 또한 얻을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R 영상의

특징을 가진 새로운 가시광 영상을 혼합하여 재구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가시광 영상과 IR 영상의 중요도 맵 추출

CCD 영상을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영상

정보의 손실이 있는 영역은 전형적으로 너무 밝거나 어두

운 부분에서 나타난다. 다음은 가시광 영상에서의 혼합하

려고 하는 중요도 영역을 찾는 것은 P. Xiaopeng Zhang

이 제안 방법[4]으로 추출한다.

IR 영상과 가시광 영상은 영상의 픽셀 정보로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IR 영상에 대한 가중치 마스크

(Weighted Mask)를 구하기 위해 가시광 영상과 IR 영상

간의 gradient 필터(filter)를 이용하여 크기의 차이를 연산

한다. 크기의 차이로부터 새로운 가중치 마스크(Weighted

Mask)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

수식(1)에서 는 영상 내에  위치에 있는 그래디언

트 필터의 크기 값이다. 그리고 ·는 주어진 조건이

참일 경우 1을 반환하는 델타 함수(Delta Function)이다.

은 주변 픽셀의 집합을 뜻하고 는 정규화 factor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알고리즘에서 × 필터를 사용하

였다. 이전 단계에서 검출된 영역에서 IR 특징을 보존한

진보된 가중치 마스크(Advanced Weighted Mask)는 다음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2)

그림(1)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구한 가중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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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ed Region)과 IR 영상의 특징을 보존한 진보된 가

중치 마스크를 영상화하여 보여준다. (c) 영상은 가시광

영상에서 추출되어진 혼합하고자하는 가중치 영역이다.

(d) 영상은 IR 영상의 정보를 추가한 진보된 가중치 마스

크이다.

그림 1. 제안된 진보된 가중치 마스크 예: (a) 가

시광 영상. (b) IR 영상. (c) 가중치 영역. (d) 진

보된 가중치 마스크

3. 포아송 블랜딩을 통한 영상 혼합

본 논문에서 영상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포아송 방정식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법[5]을 통해서 IR 영상의 특징을

CCD 영상에 혼합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포아송 블랜딩이

란 소스 이미지 및 타겟 이미지, 그리고 사용자가 붙이고

자 하는 영역이 선택되었을 때 포아송 방정식 기반으로

이미지 합성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 포아송 블랜딩을

사용하는 이유는 영상간의 갭이 큰 멀티 센서 영상을 혼

합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영상을 혼합하기

위해서 소스 영상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타켓 영상

정보를 혼합할 수 있는 포아송 블랜딩을 사용하는 것이다.

 ′  ∈ (3)

여기서 는   위치에서의 구하고자 하는 픽셀의

값을, ′는   위치에서의 타겟 이미지의 픽셀값,

그리고 는 선택된 영역을 나타내며, 는 의 외곽선

영역을 나타낸다. 위 그림의 노란색 영역은 외곽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의 픽셀들로 소스 영상의 그라디언트

와 유사하도록 하며,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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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수식 (4)에서 ′는  위치에서의 소스 이미지의

픽셀 값을 나타낸다.  를 최소화하는 값은 각 변수 

로 편미분한 수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찾는 것으로 해결

가능하다. 편미분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라플라시안을 통

해서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포아송 방정식은

아래 식처럼 2차 미분(라플라시안)값의 합이 일정한 값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4. 실험 결과

그림 2. 입력 영상과 제안된 알고리즘 결과 영상

위의 그림(2)는 제안된 방법으로 개선된 결과 영상을 보

여준다. 결과 영상에서 첫 번째 행은 입력된 가시광 영상

과 IR 영상, 그 다음 행은 혼합된 결과 영상을 나타낸다.

혼합된 영역은 영상내의 몇몇 부분(빨간 box)에서 IR 영

상에만 존재하는 특징이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IR 특징을 추출하고, 포아송 블랜딩을 이용

하여 가시광 영상에 혼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혼합할 영역을 자동적

으로 추출할 수 있으며, 또한 두 영상에서 특징적인 부분

만을 혼합하기 때문에 실험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시

광 영상과 차이를 가지는 IR 영상의 특징 영역만을 혼합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방법은 서로 다른 두 스펙트럼

의 특징을 하나의 영상에 혼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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