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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적용 가능한 최적의 위장무늬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장무늬 성능 평

가를 위한 포토시뮬레이션 기술 또한 주목받고 있으나 포토시뮬레이션 저작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논

문에서는 작전환경 이미지 상 위장무늬 이미지의 배치 및 기 배치된 위장무늬의 탐지 시간을 측정하는 소프

트웨어인 포토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에 대해 서술한다. 개발된 포토시뮬레이션은 작전환경 및 위장무늬 이미

지 로드, 사용자 입력도구를 통한 대상 작전환경 이미지 상 위장무늬 이미지의 배치 및 저작, 저작 된 작전

환경 이미지 상 위장무늬 이미지를 모니터에 출력, 사용자 입력도구를 통한 작전환경 이미지 상 위장무늬 이

미지의 탐지 및 탐지 시간 측정 기술을 포함한다. 결과에서는 개발 포토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한 위장무늬 이

미지 배치 및 저작, 그리고 위장무늬 이미지의 평균 시간 측정 결과 예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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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에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용 가능한 최적의 위장무늬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하지만 위장무늬 평가를 위한 저작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1][2].본 논문에서는 작전환경 이미지 

상 위장무늬 이미지의 배치 및 기 배치된 위장무늬의 탐지 시간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인 포토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에 대해 서술한다. 

개발된 포토시뮬레이션은 작전환경 및 위장무늬 이미지 로드, 사용자 

입력도구를 통한 대상 작전환경 이미지 상 위장무늬 이미지의 배치 

및 저작, 저작 된 작전환경 이미지 상 위장무늬 이미지를 모니터에 

출력, 사용자 입력도구를 통한 작전환경 이미지 상 위장무늬 이미지의 

탐지 및 탐지 시간 측정 기술을 포함한다. 실험 결과에서는 개발 

포토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한 위장무늬 이미지 배치 및 저작, 그리고 

위장무늬 이미지의 평균 시간 측정 결과 예시를 보여준다.

II. Proposed System

배경 이미지에 위장무늬 이미지 배치를 위한 저작 모듈, 만들어진 

이미지를 평가하는 평가 모듈로 구성 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다음 Fig. 1.은 저작 모듈에서 저작하기 위해 작전 환경 

및 위장 무늬 이미지를 로드하기 위한 윈도우 창을 실행한 화면이다.

Fig. 1. Background, Camouflage patten image load

이미지 로드는 FileBorwser 함수를 사용하여 한 장의 위장무늬 

이미지를 로드한다. 다음 Fig. 2.는 저작 툴에서 작전환경 이미지 

위에 위장무늬가 적용 된 군인을 배치하는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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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uthoring example of Virtual camouflage patten 

대상 작전환경 이미지 상 위장무늬 이미지의 배치 및 저작은 사용자 

입력도구를 통하여 조작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위장무늬의 저작

은 Focal length를 이용하여 입력받은 거리만큼 위장 객체가 떨어져 

있는 크기로 배치되도록 제작하였으며, 키보드의 +, - 키 키다운 

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배치 및 저작이 완료된 위장무늬는 충돌 

판정을 위해 Object로 설정되고, FileStream 함수를 이용하여 위장무

늬 이미지, 위장무늬, 배치 위치, 크게 데이터 등을 텍스트로 저장하도

록 하였다. 저장된 위장무늬 데이터를 이용해 평가 모듈 실행 시 

작전환경 이미지 폴더를 선택하고 작전환경 이미지를 불러오면 그 

작전환경에 저작했던 데이터 그대로 보여주고 위장무늬 평가는 영상 

내의 은폐 되어있는 위장 무늬를 마우스로 클릭으로 검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Time 함수를 이용하여 

초단 위로 측정하고, 모든 위장무늬에 대해 검출이 완료될 경우 위장무

늬 검출 평균 시간을 계산하여 출력한다.

III. Result

위장무늬 평가 실험은 작전환경 이미지 10장, 생성 된 위장무늬 

패턴 종류는 5장으로 진행 되었으며, 개발 환경은 AMD Ryzen 

5 1600 Six-Core Processor, GeForce GTX 1070 그래픽카드, 

유니티 환경에서 개발하였으며, 다음 Fig. 3.는 평가를 진행하는 

영상과 평가 종료 후 결과화면이다.

Fig. 3. Process of camouflage patten evaluation

작전환경 이미지 10장에서 위장무늬를 검출하는데 걸린 시간의 

평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위장무늬 성능 평가를 위한 저작과 평가 기능이 

있는 포토시뮬레이션 모듈을 제안하였다. 향후, 포토시뮬레이션 모듈

을 2D형태의 평면에서 평가가 아닌 3D입체 상태의 평가가 가능하게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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