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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대부분의 객체 탐지 알고리즘은 RGB 영상을 기반으로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RGB 카메라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받아들
여 영상을 생성하기 때문에,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적거나 산란이 되는 야간 또는 안개가 끼는 환경에서는 물체의 정보가 잘 표현되는
영상 취득이 어려워 객체 탐지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에 반해 IR(열 적외선, Infra-Red) 영상은 열 센서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RGB 영상에 비해 정확한 물체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객체 탐지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며, RGB와 IR 영상의 압축률에 따른 객체 탐지를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연구용 데이터 세트인 Free FLIR Thermal[1] 데이터 세트 중 야간에 촬영된 RGB 영상과 IR 영상을 사용
하였으며, 기존 RGB 영상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신경망과 FLIR Thermal 데이터 세트 내 RGB 영상과 IR 영상을 일부 골라 재학습
한 신경망을 이용하여 객체 탐지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RGB 기반으로 사전 학습된 신경망과 재학습한 신경망 모두 IR 영상 기반
객체 탐지 성능이 RGB 영상 기반 성능보다 월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Most object detection algorithms are studied based on RGB images. Because the RGB cameras are capturing images based on 
light, however, the object detection performance is poor when the light condition is not good, e.g., at night or foggy days. On the 
other hand, high-quality infrared(IR) images regardless of weather condition and light can be acquired because IR images are 
captured by an IR sensor that makes images with heat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erformed the object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the compression ratio in RGB and IR images to show the detection capabilities. We selected RGB and IR images that 
were taken at night from the Free FLIR Thermal[1] dataset for the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research. We used 
the pre-trained object detection network for RGB images and a fine-tuned network that is tuned based on night RGB and IR 
imag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higher object detection performance can be acquired using IR images than using RGB 
images in both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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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지능과 관련된 하드웨어 기술이발전하면서 딥러닝

은영상분류, 객체탐지, 얼굴인식등과같은다양한컴퓨
터 비전 영역에서 연구 및 활용되고 있으며, 높은 성능을
보이고있다. 객체탐지알고리즘은 2014년에제안된신경망
인 R-CNN[2]부터 시작해 Fast R-CNN[3], Faster R-CNN[4], 
YOLO[5], RetinaNet[6]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있다. 이러한객체탐지알고리즘들은모두 RGB 
영상을 기반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객체 탐지
신경망은 ImageNet[7]이나 COCO[8]와 같은 대용량의 RGB 
영상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
현재, 발표된신경망은 RGB 영상을기반으로학습된신
경망이대부분이다. 하지만자율주행자동차, 감시등실제
산업에서 객체 탐지를 RGB 영상에만 의존하여 수행되는
경우는매우드물다. 많은실제응용에서는외부환경에영
향을받지않는 IR 카메라나 LiDAR와같은비가시광영상
을 주로 사용하며, 필요할 경우 RGB 영상과 같이 사용된
다. 또한 최근 들어 고화질인 RGB 영상과 빛에 상관없이
열센서를기반으로영상을생성할수있는 IR 영상을같이
학습한 신경망들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Shuo Liu[9]는군사환경에서작은물체나비식별물체를

탐지하기위해 RGB 영상과 IR 영상을기반으로퓨전객체
탐지신경망을제안하였다. 제안하는신경망은 MWIR(Mid 
Wave InfraRed) 영상, 회색조(grayscale)로변환한 RGB 영
상, 5 프레임앞의영상과의차영상등세개의영상을각각
R, G, B 채널에할당한합성영상을만들어객체탐지알고

리즘을 수행하였다. 
Fahimeh Farahnakian 논문[10]에서는 자율 선박 환경을

위한 객체 탐지를 수행하였으며, 객체 탐지 성능을높이기
위해 RGB 영상과 IR 영상을동시에학습하는퓨전신경망
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실험에사용된 IR 영상은 Reflected 
IR 영상으로복잡한환경에서안정적인물체를인식하기에
는 한계가 존재한다. 위의두논문은 RGB 영상과 IR 영상
에대한퓨전신경망을제안하였는데단일 IR 영상과 RGB 
영상에 대한 객체 탐지 성능을 비교하면 RGB 영상이 약
2~3%p 탐지성능이더높게나오는것을알수있다. 이는
실험에사용된데이터세트는밤이나안개낀환경이아닌, 
주간에 촬영된 영상이며, 모두 IR 영상을 사용 하였지만, 
파장이 짧은 NIR(Near InfraRed), SWIR(Short Wave 
InfraRed), MWIR(Mid Wave InfraRed) 등의 카메라로 취
득된 영상이다. NIR 영상이나 SWIR 영상은 반사되어 온
적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Reflected IR 영상이라고 하며, 
MWIR이나 LWIR 영상은물체가 스스로복사하는 적외선
을 이용하기 때문에 Thermal IR 영상이라고 한다.

RGB 카메라는다른영상센서와비교해상대적으로비용
이적게들고, 조명이양호한실내나주간일때고화질의영
상을획득할수있지만, 물체에서나오는빛이적거나산란
이 되는 야간 또는 안개가 끼는 환경에서는 물체의 정보가

잘표현되는영상취득이어렵다. 이러한영상의특징은고
도화된객체탐지알고리즘을사용하더라도높은성능을기

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에 반해 IR 영상은 열 센서에서
얻은 열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기 때문에 밤이나

기상조건의영향을받지않는다. 이는야간의경우 IR 영상
이 RGB 영상보다시간, 날씨와상관없이좋은화질의영상
을얻을수있다는것을의미하며, 그에따라 IR 영상기반
객체탐지알고리즘성능이 RGB 기반성능보다좋을수있
는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하지만 IR 영상에대한데이터
세트의경우 RGB 영상보다데이터의종류및수가상대적
으로부족하여그자체로학습하기에는제한적이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RGB 영상으로기반으로사전훈련된신경망
과사전학습된신경망을야간 RGB 영상과 IR 영상을기반
으로 재학습한 신경망을 대상으로 RGB 영상과 IR 영상의
압축률에 따른 객체 탐지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 1절에서는 RGB 

a)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b)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감미디어연구실(Immersive Media Research 
Laboratory, ETRI)

‡Corresponding Author : 윤경로(Kyoungro Yoon)
E-mail: yoonk@konkuk.ac.kr
Tel: +82-2-450-4129
ORCID: https://orcid.org/0000-0002-1153-4038

※본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0-0-00011, 기계를 위한 영상 부호
화 기술 개발).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 
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IIT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No. 2020-0-00011, Video Coding for Machine).

․Manuscript received January 12, 2021; Revised March 3, 2021, 
Accepted March 3, 2021.



이예지 외 6인: RGB와 IR 영상의 압축률에 따른 객체 탐지 신경망 성능 분석 157
(Yegi Lee et al.: Performance Analysis of Object Detection Neural Network According to Compression Ratio of RGB and IR Images)

영상과 IR 영상 특성 및 RGB 영상에 대한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제 2장 2절에서는 RGB 영상과 IR 영상으
로 신경망 기반 객체 탐지를 수행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제 2장, 3절에서는 사전 학습된 신경망에 대해 서술하고, 
4절에서는 사전 학습된 신경망을 기반으로 재학습하는 방
법에대해서술한다. 제 3장에는객체탐지결과및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 결론을 짓는다.

Ⅱ. 본 론

1. RGB, IR 영상 특성 비교 및 RGB 영상 전처리

RGB 영상은 RGB 센서에들어오는가시광영역의 빛을
기반으로영상이생성되기때문에센서로부터들어오는빛

이 줄어드는 밤이나 안개가 낀 환경의 경우에는 고화질의

영상을 생성하기 힘들다. 또한 가로등이나 자동차 헤드라
이트와 같이 특정 영역에 광원이 존재하는 경우 영상에서

빛이과하게 나타나광원에의해주변물체식별이 어려워

질수있다. 그에반해 IR 영상은열센서를사용하여복사
열 정보를 취득하여 영상이생성되기 때문에 RGB 영상과
비교해환경의영향을덜받는다. 그래서 IR 영상은자율주
행 자동차나 군사, 감시 등실제 산업에 주로사용된다. 그
림 1은 Free FLIR Thermal[1] 데이터세트의샘플이미지이
며, 밤에 취득한 RGB 영상과 IR 영상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영상 특성을 가진 RGB와 IR 
영상에 대해 영상 부호화 화질에 따른 객체 탐지 성능을

비교하고자한다. 실험에사용된데이터세트는 FLIR 사에
서 제공하는 Free FLIR Thermal 데이터 세트[1]이다. Free 
FLIR Thermal 데이터 세트[1]은동 시간대 촬영된 RGB 영
상(1800x1600)과 IR 영상(640x512)을제공하지만 각 영상
의해상도에차이가있다. 또한촬영된두카메라의물리적
인위치가다르고, 카메라의화각등과같은차이가존재하
기 때문에 위상차와 시차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이러한
해상도 및 위상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IR 영상의 해상도에
맞게 RGB 영상의해상도를조절하면서위상차를최소화할
수 있게 조정하였다. 또한 FLIR 데이터 세트는 IR 영상에
대해서만 객체에대한정답표시를의미하는 Annotation을
제공하기 때문에 RGB 영상에 대한 Annotation을 추가로
제작해실험을진행하였으며, 객체탐지클래스는사람, 자
전거, 자동차로총 3가지이다. 객체탐지 성능측정을위해
FLIR 데이터 세트의 validation 영상 약 1,300장 중 야간
영상을 RGB와 IR 각 300장씩 선택하였다.

2. 객체 탐지 알고리즘 수행 과정

본 논문에서는 RGB 영상과 IR 영상에 객체 탐지 성능
비교를 위해 Detectron2에 Faster R-CNN X101-FPN 신경
망[12]를 사용하였다. 원본영상이외에 압축된영상에대한
객체탐지성능및기계를위한비트스트림(bitstream) 전송
을위해 VVC(Versatile Video Coding) 표준의실험용코드
인 VTM 8.2[11] 코덱을사용해원본영상을압축한후객체
탐지알고리즘을수행하였다. FFMPEG을이용하여이미지
포맷을 PNG에서 YUV로 변환 시 YUV420(chroma sub-

그림 1. FLIR 데이터 세트 샘플이미지(왼쪽: RGB 이미지, 오른쪽: IR 이미지)
Fig. 1. Sample image of FLIR dataset(left: RGB image, right: I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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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4:2:0)으로 변환하였다. VVC 인코더 실행 시
bit-depth는 8로 설정하였으며, AI(All Intra)모드로 압축을
수행하였다. VVC을 이용한 압축 방식은 서로 다른 QP 
(Quantization Parameter)와 해상도에 따라 다르게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논문에서 VVC 압축을위해사용한해상도
크기는원본영상인 100%, 원본영상의 75%, 50%, 25%이
며, QP 값은 17, 22, 27, 32, 37, 42, 47이다.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수행한 객체 탐지 알고리즘 과정을 보여준다. 

3. 객체 탐지 신경망

Detectron2는 Facebook AI Research에서 제공하는

Pytorch기반객체 탐지 API이며, 다양한신경망구조를기
반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세트를학습한 사전 훈련된모델

을제공한다. 본실험에서객체탐지성능비교를위해사용
된사전학습된신경망은 Faster R-CNN X101-FPN 신경망
[12]이며, COCO 2017 데이터 세트[8]로 학습된 신경망이다.

IR 영상과 RGB 영상 기반 객체 탐지 성능 평가에 사전
학습된신경망을사용하였으나, IR 영상에 대해 객체탐지
를수행하면사전훈련된신경망내영상특성과객체탐지

하고자 하는 영상 특성의차이로인해성능이 떨어질가능

성이존재한다. 따라서전반적인객체탐지성능향상을위
하여 추가적인 신경망 재훈련을 수행하였다.

4. 신경망 재학습 방법

IR 영상은열 센서를 기반으로촬영되었기 때문에 RGB 
영상과는영상특성이다르며, 사전훈련된신경망은 IR 영
상 특성을학습한적이없으므로객체탐지정확도가 떨어

질가능성이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 COCO 데이터세
트로 사전훈련된 신경망을기반으로 FLIR 데이터 세트를
재학습 시키는 fine-tuning을 수행하였다. 

운영체제 Ubuntu 18.04 LTS
GPU RTX 2080 ti

CUDA 10.2
Pytorch 1.5.1

표 1. 신경망 재훈련을 위한 실험환경
Table 1. Experimental environment for network retraining 

Batch size 2

Learning rate 0.00025

Max iteration 2,000

RoI batch size 128

Class number 3(person, bicycle, car)

표 2. 하이퍼파라미터 내역
Table 2. Hyperparameter set for retraining

재학습을 위해 FLIR training 데이터세트 중 RGB 야간

그림 2. 객체 탐지 알고리즘 수행과정
Fig. 2. Processing flow of object dete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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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IR 야간영상 각 1,000장을 선택하여 fine-tuning을
진행하였다. 학습용 RGB 영상의경우또한객체탐지성능
비교에 사용된 RGB 영상과 동일하게 영상의 해상도를

640x512로 조정하였으며, IR 영상을 기반으로 Annotation
을 제작하였다. 재학습은 RGB 영상 1,000장, IR 영상
1,000장 총 2,000장을 사전 훈련된 신경망에 재학습 시켰
다. 표 1은실험환경을나타내며표 2는재학습을위해설
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나타낸 것이다.

Ⅲ. 실험 결과 및 분석

위와 같이 사전 훈련된 신경망과 재학습된 신경망을 기

반으로 두 개의 다른 특성을 가진 영상에 대해 mAP[0.5: 
0.95](mean Average Precision)[13]을측정한 결과는표 3, 4
와 같다. 

Resolution QP mAP bpppre-trained fine-tuned
　 original 22.236 23.752 15.403 

100%

17 21.768 23.678 1.556 
22 22.160 23.998 0.576 
27 20.705 21.695 0.236 
32 17.536 17.535 0.116 
37 11.552 12.380 0.064 
42 3.551 6.171 0.036 
47 0.847 2.068 0.019 

75%

17 22.708 24.004 0.881 
22 22.046 22.941 0.448 
27 18.719 20.758 0.194 
32 15.403 16.957 0.092 
37 8.294 11.173 0.050 
42 2.353 4.531 0.028 
47 0.408 1.416 0.015 

50%

17 20.159 22.131 0.373 
22 17.823 20.895 0.189 
27 14.658 18.156 0.097 
32 9.429 13.161 0.055 
37 3.607 6.218 0.031 
42 0.912 2.194 0.017 
47 0.186 0.702 0.009 

25%

17 10.162 13.317 0.101 
22 8.394 11.577 0.061 
27 4.754 8.240 0.038 
32 2.002 4.688 0.023 
37 0.614 1.460 0.013 
42 0.231 0.494 0.008 
47 0.040 0.113 0.004 

표 3. RGB 영상에 대한 객체 탐지 수행 결과
Table 3. Object detection results in RGB images

Resolution QP mAP bpppre-trained fine-tuned
　 original 29.726 40.557 6.861 

100%

17 27.279 39.279 2.476 
22 29.379 39.446 1.807 
27 29.097 39.643 1.224 
32 27.842 37.690 0.306 
37 20.631 33.784 0.131 
42 10.134 23.069 0.065 
47 2.910 10.634 0.030 

75%

17 26.803 40.229 1.376 
22 25.848 40.431 0.888 
27 25.589 39.160 0.400 
32 22.407 36.423 0.189 
37 15.725 30.992 0.098 
42 5.581 19.437 0.049 
47 1.550 7.456 0.022 

50%

17 21.306 35.955 0.578 
22 21.179 35.711 0.352 
27 18.962 34.121 0.193 
32 15.799 30.406 0.107 
37 8.487 21.838 0.056 
42 2.244 9.860 0.027 
47 0.503 2.501 0.012 

25%

17 9.300 19.172 0.149 
22 8.632 18.405 0.100 
27 7.474 16.175 0.064 
32 5.405 11.847 0.038 
37 2.163 6.142 0.020 
42 0.309 1.371 0.010 
47 0.000 0.126 0.005 

표 4. IR 영상에 대한 객체 탐지 수행 결과
Table 4. Object detection results in IR images

표 3은 RGB 영상에대해원본영상과 VVC 코덱을수행
하여 각해상도별 QP별 mAP와 bpp(bits per pixel) 결과이
다. RGB 영상의경우 VVC로압축을수행하면 bpp값이크
게 떨어져 압축성능이 좋은 것을확인할 수 있다. mAP에
경우 재학습한 신경망이 사전 훈련된 신경망보다 평균 약

1~2%p, 최대 약 3%p까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IR 영상에대한사전훈련신경망의탐지실험결과
이다. mAP값의경우신경망을재훈련하였을때사전훈련된
신경망보다 IR 영상의 mAP 값이 평균 약 10%p, 최대 약
15%p까지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훈련된 신경망에 경우 RGB 영상으로 학습된 신경
망이미지만 IR 영상이 RGB 영상보다 mAP 성능이 평균
약 4%p, 최대 약 10%p 높다. 이는 IR 영상은 야간과 같은
환경에서 RGB 영상보다영상내의객체특징이더선명하
게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훈련한 신경망의 경우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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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망이 IR 야간 영상 특성을 학습할 수 있으므로 mAP 
성능이크게 향상된다. 재훈련한신경망을기준으로 IR 영

상은 RGB 영상보다 mAP가 평균 약 12%p, 최대 21%p까
지 높다.

그림 3-1. 각 QP 별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 객체 탐지 결과(오른쪽: RGB 영상, 왼쪽: IR 영상, 초록색 박스: True Positive, 빨간색 박스: False Positive, 
분홍색 박스: False Negative)
FIg. 3-1. Object detection results using pre-trained network for each QP value(Left: RGB images, Right: IR images, green box: True Positive, 
red box: False Positive, pink box: Fals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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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각 QP 별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 객체 탐지 결과(오른쪽: RGB 영상, 왼쪽: IR 영상, 초록색 박스: True Positive, 빨간색 박스: False Positive, 
분홍색 박스: False Negative)
FIg. 3-2. Object detection results using pre-trained network for each QP value(Left: RGB images, Right: IR images, green box: True Positive, 
red box: False Positive, pink box: Fals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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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부터그림 3-3은사전훈련된네트워크에서해상
도 100% 일 때 각 QP 별 RGB 영상과 IR 영상 객체 탐지
결과샘플을보여주며, 그림 4는해상도 100% 일때 bpp별
mAP 그래프를나타낸다. 전체적으로 QP가클수록객체탐
지능력이떨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으며, RGB 영상으로
사전 학습된신경망이지만 IR 영상이객체탐지능력이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원본 RGB 영상에대해두신경망으로객체탐
지를수행한결과이미지를나타내며, 그림 6은원본 IR 영
상에 대한 탐지 수행 결과 이미지의 예이다. 사전 훈련된
신경망을기반으로 RGB 밤영상에대해객체탐지를수행
하게 되면, 영상내의저조도부분과자동차에헤드라이트, 

가로등과 같은 광원에의해객체탐지성능이떨어지게된

다. 그리고 재학습한 신경망의 경우 사전훈련된신경망에
서 찾지 못한 객체를 탐지할 수 있지만, 저조도 부분에서
픽셀 값이 약간만 변해도 객체로 탐지되는 등 전체적으로

객체를 과하게 탐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IR 영상의 경우사전 훈련된신경망에서도 RGB 영상보
다객체탐지성능이좋았지만, 신경망재훈련을통해성능
이크게향상된것을볼수있다. 이는사전훈련된신경망
은 IR 영상에 대해 학습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재훈련을 함
으로써신경망이 IR 영상특성을학습하여 객체탐지 성능
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3. 각 QP 별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 객체 탐지 결과(오른쪽: RGB 영상, 왼쪽: IR 영상, 초록색 박스: True Positive, 빨간색 박스: False Positive, 
분홍색 박스: False Negative)
FIg. 3-3. Object detection results using pre-trained network for each QP value(Left: RGB images, Right: IR images, green box: True Positive, 
red box: False Positive, pink box: Fals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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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상도 100% 일 때 bpp 별 mAP 결과 그래프
Fig. 4. Graph of mAP results by bpp with 100% resolution

그림 5. 원본 RGB 영상에 대한 객체 탐지 수행 결과(왼쪽: 사전 훈련 신경망, 오른쪽: 재학습한 신경망, 초록색 박스: True Positive, 빨간색 박스: False 
Positive, 분홍색 박스: False Negative)
Fig. 5. Object detection results for RGB image(Left: pre-trained network, Right: fine-tuned network, green box: True Positive, red box: False 
Positive, pink box: Fals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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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논문에서는 RGB 영상과 IR 영상의객체탐지능력을
확인하기위해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데이터셋
인 Free FLIR Thermal[1] 데이터셋을이용해, 각영상특성
을비교하고, Faster R-CNN X101-FPN 신경망을기반으로
객체 탐지를 수행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다양한압
축환경에서의성능비교를위하여, VVC 코덱을사용하여
4가지의 해상도(100%, 75%, 50%, 25%)와 7개의 QP(17, 
22, 27, 32, 37, 42, 47)으로압축한후 객체탐지를수행하
였다. 
실험결과, RGB 영상을기반으로사전훈련된신경망이
지만 IR 영상에대한객체탐지성능이평균약 4%p, 최대
약 10%p 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FLIR 영상기반으로
재학습한신경망의경우 RGB 영상보다 IR 영상에대한객
체 탐지 성능이 평균 약 12%p, 최대 약 21%p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R 영상기반객체탐지알고리즘은시간이나날씨에무
관하게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야간 자율주
행과 같은 사고 위험 인자가 있는 연구 영역에서는 객체

탐지 성능이 고도화됨으로써 사고의 원인을 줄일 수 있으

므로 IR 영상 기반 객체 탐지 알고리즘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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